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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서울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분야 우수 도시이며, 1990년대부터 천만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 제공, 행정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행정의 투명성 제고, 인터넷을 통한 시민

의 시정참여와 소통 등 경쟁력 있는 시정 구현을 위해 각종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UN이 후원하는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 3회연속 세계 1위를 수상하

였고, 이러한 성과들은 세계 여러국가 및 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70여개국 1,200여명의 관계 공무원·업계·학계 등에서 방문하여 서울의 우수 전자정부 시스템

을 견학하였다.

또한 모스크바, 울란바타르, 하노이, 앙카라, 나이로비, 타이베이, 아스타나 등 세계 7개 

도시와 전자정부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전자정부 우수사업 확산 등 협력을 추진

하고 있다. 

현대 글로벌 사회에서는 도시간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고 

있고, 전자정부 분야는 IT를 활용하여 행정과 도시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온라인시민서비

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전세계 여러 도시들이 정보공유를 원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개별도시간 MOU체결을 통한 협력은 보완의 필요성이 있었고, 세계 

도시가 행정 전 분야에 IT를 접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

기 위하여 서울이 주도하는 세계 도시간 국제 협의체 창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우수한 전자정부 역량과 기반을 바탕으로, 세계 도시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도시 전자정부 전략 및 우수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도시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

여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기반을 마련하고자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개최하

게 되었다. 

추진배경 및 목적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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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적 및 전략

1. 추진목적  

  서울시가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 세계 도시 전자정부 우수모델을 공유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전자정부를 통한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론의 장 마련하고,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전자정부 분야 대표적 국제회의(협의체 총회)로 정례화

    세계 도시 대표들과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협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 공동 논의를 통해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발표하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을 추진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세계 IT수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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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  세계적으로 명망있는 인사 기조연설 및 국제기구 후원을 적극 유도

∙  세계 여러 도시의 이목을 끌어내어 행사 참여 유도 및 지속적 관심 확보

② 저명한 기조연설자, UN 등 국제기관 공식후원으로 공신력 확보

∙  우수한 IT기술·인프라를 활용한 공공행정 서비스, 첨단 IT기술 직접 시연

∙  전시관별 명확한 컨셉을 부여, 서울 전자정부 및 민간 IT기술 홍보 마케팅 전개

④ 공공, 민간분야 IT역량을 발휘하여 IT선진도시 서울 체험의 장으로 활용

∙  월별, 계기별 홍보전략·메세지를 명확히 설정하여 홍보 마케팅 추진

∙  국내외 주요 매스컴, 인쇄물을 활용한 홍보와 병행하여 온라인 상 홍보 강화

⑤ 단계별·시기별 홍보 마케팅 전략을 수립·시행하여 국내외 관심 적극 유도

∙  세계 도시간 지속가능한 협력 및 교류 촉진을 통한 시너지 효과 거양

∙  ‘08 협의체 창립 발의, ‘09년 실무협의회, ’10년 총회를 개최, 정례적인 국제    

    행사로 자리매김

③  올해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통해, 향후 전자정부 국제 협의체로 발전

∙ 주요 도시 시장 참석을 위하여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전략적 접근 추진

∙  도시 수준별 타켓을 설정하여 명확한 역할 부여 및 참여 유인 방안 제공

①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초청을 통한 행사 수준 격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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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개요제2장

1. 행사개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08.7.7(월)~7.9(수) 2박3일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세계 전자정

부 현재와 미래”,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 모델 구축”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UNDESA(UN

경제사회국), UNGC(UN거버넌스센터), 행정안전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한 본 포럼

은 서울시가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우수모델을 공유

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세계 도시간 지속가능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하였다.

□ 행 사 명  (국문)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영문)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

□ 기     간  2008년 7월 7일(월) ~ 9일(수) / 3일간

□ 장     소   롯데호텔 서울

□ 주     관  서울특별시

□ 후     원  UNDESA(유엔경제사회국), UNGC(유엔거버넌스센터)

  행정안전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 주     제  (국문) 세계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세계도시 전자정부 협력모델 구축

  (영문) World e-Government, its present and future, 

            building up a model of e-Government cooperation

□ 참 석 자  약 900명 (연인원 약1,300명) 

  세계도시 시장 및 대표단, 전자정부IT 분야 전문가, 주한외교 사절 등

□ 주요행사  공식행사(개막식 / 시장라운드테이블 / 기자회견)

  오.만찬(환영만찬 / 환송만찬)

  전시, 투어(IT투어 / 문화체험투어)

  워크샵(GIS / u-City)

  (※ 사전행사 :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시상식

       연계행사 : 서울 e-Culture Festival)



34 ∙ Ⅰ 추진목적 및 개요 

이번 포럼에는 본, 프랑크푸르트, 요코하마, 민스크, 마닐라, 자카르타, 테헤란, 밀라노, 

퍼스, 이치가와, 카트만두, 북경, 헬싱키, 베를린, 샌프란시스코, 상파울로, 바르셀로나, 암

스테르담 등 전 세계 대륙에서 35개 도시 대표단과 일본정부의 금융행정개혁장관이 참석하였

고, 7.4일부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을 시작하였으며, 해외유학 경험이 있는 사무

관급 이상 서울시 직원들을 영접관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주한외교사절, 전자정부·IT관련 학

계·기업·전문가, 관련 공무원, 해외 전자정부 연수단 등 약 900여명(연인원 약1,300명)이 참

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7.7(월) 18:30부터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에서 개최된 서울시장 주재 환영만찬은 처음 대면

하는 해외 도시 대표단들을 자연스럽게 어울리도록 하는 자리였고, 어스럼한 저녁에 화려한 조

명과 역동적인 드럼캣 공연이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7.8(화) 09:30부터 전자정부의 중요성과 세계 도시 화합을 주제로 하는 개막동영상을 시

작으로 개막식 막이 올랐다. 개막식은 시장님의 환영사에 이어 반기문  UN사무총장 축하영상

메세지,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 독일 본 시장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자로는 MIT 미디어

랩 창립자 니콜라스 네그로폰테(Nicholas Negroponte)가 세계 도시 협력과 정보격차 해소, 

OLPC프로젝트에 대해 연설하였다.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개막식에 이어 진행되는『시장라운드테이블』은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을 위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 전략 및 우수사례를 각 도시 대표가 주제발표 후 토론하는 형식

으로 진행되었으며, 시장라운드테이블 3라운드에는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방안 및 협의체 

✠ 참석도시 현황

구분 대표자 도시수 도시명

도시

(35개)

시장급 19

시장

(9)

본, 요코하마, 프랑크푸르트, 민스크, 마닐라, 자카르타, 이치가와,

카트만두, 서울,

부시장

(10)

퍼스, 하마마츠, 이슬라마바드, 예루살렘, 

광저우, 몬트리올, 프라하, 테헤란, 앙카라, 동경

CIO 16

베를린, 북경,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이씨레물리노, 헬싱키, 이스탄불, 비엔나, 타이페이,

바르셀로나, 상파울루, 모스크바, 홍콩, 하노이, 퀘존, 사가현

중앙정부 장관급 1 일본 금융·행정 개혁상, 내각부 금융 특명 담당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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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에 관한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그 결과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과 구체적

인 실천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

체” 창립을 합의하였다.

한편 행사장 로비에는 ‘서울의 매력, 도시에서 빛나는 첨단 IT의 편리함’을 컨셉으로 서울시

와 삼성 SDS·KT·SKT·한국MS·인텔코리아, CJ인터넷, 선도소프트 등 민간 IT기업이 공동 

참여하는「전시·체험관」을 운영하였다.

「전시·체험관」은 서울시 홍보관, 전자정부관, 민간기업관, 세계관으로 구분하여 세계 각국 

도시 리더에게 서울시 주요 프로젝트와 교통·세무 등 우수전자정부시스템, 유비쿼터스·GIS 등 

첨단 IT기술 등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IT강국의 수도 서울 위상에 맞게 행사장 전 지역에 무선인터넷을 설치하고, 와이드 스

크린 무대, 전자회의시스템·터치스크린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회의를 운영하였고, 회의진행 사

항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 되었다. 

7.9일 개최된 워크샵은 GIS와 u-City 두개의 세션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행정과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및 발전전망을 주제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주

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고, 이치가와시 등 희망하는 해외도시 참석자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도시간 우수기술, 경험·정보 등을 상호 공유하기도 하였다.

기타 부대행사로는 파주 LCD단지와 제3땅굴, 상암동 디지털 파빌리언 등 민간 IT우수 기관·

시설을 견학하는“IT 투어”와 성북동 주변의 서울의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투어”

가 진행되었다. 금번 포럼의 사전행사로는 럿거스대와 성균관대가 주관하는 “Ｇlobal e-Policy  

e-Gov Forum” 이 7.7.13:00~18:00까지 사파이어 볼룸에서 개최되어 세계 100대도시 전

자정부 평가결과 발표와 시상식, 도시 우수사례 발표 등이 진행되었고, 연계행사로 7.7~7.8

까지 상암 월드컵공원에서 서울시립대학교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공동 주관하는 “서울  

e-Culture Festival”이 개최되었다.

“서울 e-Culture Festival”은 서울광장에서 개최하여 청계천과 연결한 “야간 서울 IT체

험코스”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서울광장 촛불집회 관계로 장소가 상암동으로 이전하게 운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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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행사일정표

  (2) 행사내용

∙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09:30~11:0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개         막   : 동영상 상영(전자정부 중요성과 세계 도시간 화합)

∙ 환   영   사   : 서울시장

∙ 영상메세지  : UN반기문 사무총장

∙ 축         사  : 행정안전부 장관(차관 대독), 독일 본시장

∙ 기 조 연 설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MIT 미디어랩 창립자 및 소장

∙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11:00~17:3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개막식 】

【 시장라운드테이블 】

7월 7일 (월)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시상식

세계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발표

환영만찬 환송만찬

개막식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

시장 라운드테이블 Ⅰ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

세션 Ⅰ
(GIS)

크리스탈
볼룸 1

만찬 Tour 회의 Luncheon Exhibition 공식행사 등록 사전행사

세션 Ⅰ
(U-City)
크리스탈
볼룸 3

시장 라운드테이블 Ⅱ
롯데 호텔 크리스탈 볼룸

시장 라운드테이블 Ⅲ
서울 IT 선언

전
시

회

전
시

회

IT
 투

어

문
화

체
험

투
어

등
록

등
록

오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오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7월 8일 (화) 7월 9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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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08년 7월 8일(화) 09:00 ~ 9일(수) 13:0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로비

∙ 주         제  :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전자정부

∙ 전 시 내 용   

     - 서울시 홍보관 : 민선4기 핵심프로젝트 소개

      - 전자정부 체험관 : 전자정부관/ U-City/ GIS/ 교통관

      - 민간기업 전시관 : KT/SKT/삼성 SDS/선도소프트/한국MS/인텔코리아/ CJ

      - 세계관 : 참여도시 영상 및 홍보자료

【 전   시 】

【 워크샵 】

∙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08:45~12:0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 주         관  : 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

∙  주         제  :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행정

∙ 일         시  : 2008년 7월 9일(수), 08:30~12:0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3

∙ 주         관  : 서울시 유시티추진담당관

∙  주         제  :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및 발전전망

세션1 (GIS)┃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행정

세션Ⅱ (u-City)┃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및 발전 전망

∙참 석 대 상

 - 도시대표 그룹(시장, 부시장 또는 CIO)

 - 전문가그룹(국가 참석자(장관 등), IT 전문가)

∙  주         제  : 세계 도시 전자정부 전략 및 우수사례

                  세계 도시간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교류협력 방안

∙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발표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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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7월9일(수) 09:00~17:00

∙ 참 석 대 상  : 해외도시 참가자 중 희망자

∙ 투 어 코 스  : 

     - IT투어 : 민간·공공 IT우수 시설 방문 견학

         · 코스 : 파주 LG Display - 제3 터널 - 도라 전망대 - 상암동 디지털 파빌리온  

      - 문화체험 투어 : 서울의 전통문화 관광 체험

         · 코스 : 가구 박물관 - 성락원 - 길상사 - 명원 다례 전시관 - 삼청각

      ※ 서울 IT체험 : 서울광장(e-Culture Festival) -> 청계천

        · 서울광장 촛불집회 관계로 취소

【 투  어 】

∙ 일         시  : ‘08.7.7 13:00~18:00

∙ 주         최  : 성균관대학교 국제정보정책전자정부연구소 

  럿거스, 뉴저지주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 행 사 내 용  

     -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결과 시상식

      - 전자정부 최우수 사례 발표 : 서울시

      - 전자정부 우수사례 발표 : 시상 도시

【 연계행사 】

Ｇlobal e-Policy e-Gov Forum┃

∙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18:30~20:30

∙ 장         소  : 신라호텔 영빈관

∙ 내         용  : 칵테일 리셉션, 만찬사, 축사, 건배제의, 식사, 공연

∙ 일         시  : 2008년 7월 8일(화), 18:30~20:30

∙ 장         소  :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내         용  : 칵테일 리셉션, 만찬사, 축사, 건배제의, 식사, 공연

【 만  찬 】

환영만찬┃

환송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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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7월 7일(월) ~ 8일(화)

∙ 장         소  :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원

∙ 주 요 행 사  : e-Sports 게임, UCC 콘테스트, 디지털 아트 등

제1회 서울 e-Culture Festival┃

2. 행사장소

  (1) 주행사장

장 소 기간 시간 내  용 비고

롯데호텔 

2F

크리스탈

 볼룸

7.8
09:30~11:00 개회식

11:00~17:00 시장라운드테이블

7.9 09:00~12:00 GIS/ U-City

로비

7.8~7.9 08:30~17:00 등록 데스크

7.8~7.9 08:30~18:00 전시
홍보관, 정부관,

 세계관, 기업관

제이드룸 7.8~7.9 08:00~17:00 VIP Room
시장, 기조연설자, 

  워크샵 연사 및 VIP

오닉스룸 7.8 17:00~17:30 기자회견

에메랄드룸 7.8~7.9 09:00~17:00 VIP 대기공간 공식행사 예비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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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행사장

장소 기간 시간 내용 비고

롯데호텔

3F

사파이어볼룸

7.7 10:00~17:30 사전행사 성대프로그램진행

7.8
12:30~14:00 오찬

18:00~20:00 환송만찬

파인룸 7.6~7.9 - 사무국 서울시, MECI이용

토파즈

7.7 12:00~18:00 VIP Room

7.8

08:00~12:00 Preview Room

13:00~17:00 출연자 대기실

18:00~20:00 VIP Room 환송만찬 초청 VIP이용 

아테네 가든 7.8

08:00~12:00 VIP Room

11:00~14:00 출연자 접견실

14:30~16:00 시장 접견실

롯데호텔

31F

클럽라운지 내

비즈니스 센터

7/5~7 - 사전미팅 세계 도시 대표 사전 면담

7/8 13:30~15:30 네그로폰테인터뷰

※ 아테네가든은 2층 계단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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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참석인사

  (1) 기조연설자 선정

기조연설자는 국제행사에 있어서 행사를 홍보마케팅하고 이미지메이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기조연설자에 따라 행사의 격이나 참여도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국제

적으로 명망있는 인사의 선정은 행사 진행에 있어서 주요한 요소가 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명망있는 기조연설자 선정을 위하여 기초 후보군을 작성하였다. 글로벌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IT·전자정부 관련 학자·저자 등 여러계층 의 인물에 대한 학력, 

경력, 연사료 등을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박사는 MIT미디어

랩 연구소를 창립하고 Being Digital이라는 책에서 디지털 사회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예견

하였으며, 서울시가 역점 추진중인 정보격차해소 사업과 유사한 OLPC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등 우선 컨택해야 할 대상자 였다.

기조연설자 선정을 위하여 우선 순위 대상자와 컨택 가능한 국내인사 및 기업들을 찾아서 

가능여부를 타진해 보았고, 최종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박사가 금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기조연설자로 확정되었다.

◆ Nicholas Negroponte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주요활동

- 1943년 뉴욕에서 출생(그리스계)

-  MIT, 버클리 교수 역임, MIT 미디어랩 창립자

    저서 :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1995)

※ 별칭 : 디지털화의 전도사, 정보통신계의 선지자

- 멀티미디어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명명하였으며 미국 정치가 앨 고어가 주창한 정보고속도로

   개념 창시자

- One Laptop Per Child (아동교육용 100달러 노트북 개발 및 보급운동) 추진 :

   “모든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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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기문 UN사무총장 축하 영상메세지

이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는 국제 협력 및 격차해소라는 관점에서 UN이 지향하는 

이념과 일맥상통하며, UN이 후원하는 행사이기도 해서, 초기에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기

조연설자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결과 포럼 행사 기간에 일본에서 열리는 

G8정상회의에 참석 예정으로 확인되어 축하영상메세지를 요청하는 걸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우선 공식 루트인 외교통상부 UN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장님 명의의 요청서한을 UN본

부에 발송하였다. UN본부의 반총장님 비서관에 본 행사의 의의와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

청한 결과, 반기문 사무총장의 축하영상 메세지를 동영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

 - 현 제8대 UN사무총장  

 - 전 외교통상부 장관

두 번째 기조연설자는 귀도 베르투치 UNDESA/DPADM(유엔경제사회처 공공행정발전 관

리국)국장이었다. 귀도 베르투치는 UN의 여러 부처를 거쳐 사무국장에 오른 인물로 UNPAN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UN공공행정상을 수여하는 기관의 장이다.   금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있었고, 관련자료 제출에도 잘 협조하는 등 서울을 방문하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UN 긴급회의 관계로 3일전에 불참을 통보하였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기조연설 내용을 동영

상으로 촬영하여 긴급히 보내는 등 성의는 보였으나, 아쉽게도 동영상 화질이 떨어져서 실제 개

막식에는 상영하지 못하였다.

◆ Guido Bertucci (귀도 베르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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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 도시 대표 참석자

연번 도시명 도시대표

1 본 Mrs. Baerbel Dieckmann (Mayor of Bonn)

2 프랑크푸르트 Dr. Petra Roth (Mayor of Frankfurt)

3 마닐라 Mr. Bayani F. Fernando (Secretary of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4 자카르타 Ms. Syelviana Murni (Mayor of Centre Jakarta)

5 요코하마 Mr. Hiroshi Nakada (Mayor of Yokohama)

6 민스크 Mr. Mikhail Pavlov(Mayor of Minsk City Executive Committee)

7 이치가와시 Mr. Mitsuyuki Chiba (Mayor of ichkawa)

8 카트만두 Mr. Dinesh Thapaliya (Chief Executive)

9 동경 Mr. Kenji Tanigawa(Vice Governor of Tokyo)

10 프라하 Mrs. Marketa Reedova (Deputy Mayor of the City of Prague)

11 앙카라 Mr. Ismail YILDIRIM (Vice Mayor of Ankara)

12 퍼스 Mr. Michael Sutherlan (Deputy Lord Mayor of Perth)

13 몬트리얼 Ms. Francine Senécal(the Vice-Mayor of the City of Montreal)

14 테헤란 Dr. Mohammad Khodadadi (Vice Mayor)

15 예루살렘 Mr. Michal Sharvit (Deputy Mayor)

16 하마마츠 Mr. Yasuhiro Yamazaki (Hamamatsu City Deputy Mayor)

17 광저우 Mr. Xu Zhibiao(Vice mayor Guangzhou Municipal People’s Government)

18 이슬라마바드 Mr. Mazhar Hussain (Member, CDA post second to the Chairman)

19 베를린 Mr. Karl-Heinz Loeper (Head of the IT-Competence Center)

20 모스크바 Mr. Mikhailov A. N. (CIO)

21 북경 Mr. Zhu Yan (Director General of Beijing Informatization Office)

22 샌프란시스코 Mr. Chris Vein (CIO)

23 암스테르담 Mrs. Irene Verschuur (director of the Sheard Service Centre ICT)

24 헬싱키 Mr. Tuomo Karakorpi (IT Director City of Helsinkie)

25 이스탄불 Mr. Hakki TOK (CIO)

26 비엔나 Mr. Omar Al Rawi (Member of the Vienna City Council)

27 타이베이 Mr. Chang Chia-sheng (the CIO of Taipei City Government)

28 바르셀로나 Mrs. Pilar Conesa (Executive Manager for e-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29 상파울로 Mrs. Marcia Regina Ungarette (Secretary of Administration)

30 홍콩 Mr. Bassanio So (Assistant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31 이시레물리노 Mr. Eric LEGAL (CIO)

32 사가현 Mr. Youm jongsun

33 하노이 Mrs. Phan Lan Tu

34 퀘존 Mr. Jose Castro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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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 정부기관 인사

  ○ 와타나베 요시미 : 일본 행정개혁·금융장관

(5) 해외전문가 

   ○ Marc Holzer : 미국 뉴저지 럿거스대학교 전자정부 연구소장

            * UN후원 세계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주관

 ○ Haruhisa Ichikawa : 일본 전기통신대학 교수

            * 2007년도 UCS 공동 의장 (u-City세션 연사)

 ○ Michael Beigl :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교수

      * 논문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u-City세션 연사)

 ○ Keiji YANO :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지리학 교수(GIS세션 연사)  

 ○ William Shepherd : ESRI 전략사업개발 관리자 (GIS세션 연사)  

 ○ Mr. Russell Pipe(President Transnational Data Reporting Service, Inc.) 

 ○ Ari-Veikko Anttiroiko(핀란드 템페레 대학 교수) 

 ○ James Melitski, Ph.D.(미국 뉴욕 마리스트 대학 교수)

(6) 국내 주요인사 

 ○ UNGC(유엔 거버넌스 센터) 센터장 : 조명수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 김성태

 ○ 행정안전부 차관 : 정남준

 ○ 전 ICU총장, 국회위원 : 허운나

 ○ 포럼 준비위원 : 배경율 상명대 부총장, 박정호 고려대 교수   

 ○ 국내 주요연사, 토론자 : 김은형 한국GIS학회장, 오재인 단국대 교수, 김도년 성균관대

                                            교수, 성효현 이화여대 교수, 최윤수 시립대 교수, IFEZ 

                                            변주영 과장, 김형중 고려대 교수, 최규성 한국ESRI 이사 등 

 ○ 주한대사

 ○ 후원기업 CEO : 한국 MS, 인텔코리아, SKT, KT, 삼성 SDS, 선도소프트, CJ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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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추진체계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1. 추진체계 구축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체계적인 기획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회의·전자

정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 및 포럼 추진팀(TFT)

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었다. 

‘07. 11월 ’08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최계획”을 기본방침으로 수립하여, 행사운영기

획, 프로그램 구성·연출·진행, 등록, 통역, 숙박, 영접 등 기본기획 및 운영은 국제회의전문기

획업체(PCO)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워크샵은 u-City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과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한 ‘07. 11월 정보화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전자정부 및 국제회의 관련 학계, 기관 전문

가 12명으로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자문위원회는 ‘07년 11월말 1차회의, ’08년 1월 전자자문을 실시

하여 행사의 구성과 방향, 기조연설자 선정, 해외도시 초청관련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행

사의 기본 틀과 추진일정 등을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08년 2월에는 행사의 중요성과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서울시 내

부 국제회의 전문가(국장급) 4명, 전 정보화기획단장 2명, 국제회의 전문가(코리아컨벤션뷰로 

단장, 정보통신국제협력진훙원 단장), 시정개발연구원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

로 격상 운영되었다

또한 ‘08년 5월에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추진팀(TFT)을 정보화기획단 내 직원으로 구

성하여 행사별, 프로그램별 업무를 분담하여 준비하였으며, 매주 추진사항 보고 및 토론을 통

해서 행사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하였다.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자문을 담당한 준비위원회, 실무업무를 담당한 “포럼 추

진팀”을 두 축으로 하여, 국제회의전문기획사와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포럼의 

성공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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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준비위원회

 ■ 운영기간 : ‘08.2~‘08.7

 ■ 준비(위)구성·운영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국제관계·전자정부 관련 주요인사, 

                  전자정부 관련기관, 학회, 업계 등 전문가 10인 내외

     - 주요임무

        • 컨퍼런스 행사 총괄(자문 및 심의)

        •  세계 도시 시장, UN 관계자 등 주요 인사 초청

        •  행사 세부 추진현황 점검 : 행사일정, 발표주제 등 확정

      - 운    영 : 월 정기회 개최, 수시 안건보고 및 자문

 ✠ 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위원장 라  진  구 행정1부시장

1 전  해  진 서울시 국제관계자문대사

2 송  정  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3 정  순  구 서울시 감사관

4 김  찬  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5 배  경  율 상명여자대학교 부총장(전 정보화기획단장)

6 박  정  호 고려대학교 교수/방송통신위원회 위원(전 정보화기획단장)

7 김  성  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8 이  윤  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글로벌사업단장

9 이  재  성 관광공사 코리아컨벤션뷰로 단장

10 변  미  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2)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자문위원회

 ■ 운영기간 : ‘07.11~‘08.7

 ■ 자문(위)구성·운영 

     - 위 원 장 : 정보화기획단장

     - 위     원 : 관련기관, 학회, 업계 등 관련 업무 전문가 10인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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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임무

    •  행사 추진방안, 주요인사 초청대상 선정

     •  행사 세부시행계획 자문, 발표 연구주제 선정

     •  국내·외 업체, 학계 등 참여홍보 등

 ✠ 준비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및   직 위

1 김  성  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장(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2 권  기  헌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교수

3 이  윤  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CCA) 글로벌사업단장

4 변  미  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5 최  윤  수 시립대 공간정보학과 교수

6 민  병  호 u-City협회 상무이사

7 용  선  중 관광공사 컨벤션유치팀 팀장

(3)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추진팀 구성

 ■ 행사 추진팀(TF) 조직도

행정1부시장

준비위원회

PCO

(메씨인터내셔날)

행사총괄팀

팀장 : 신대현

백명숙, 우정숙, 김희정

이나래, 김지영

워크샵팀
(GIS,u-City)

팀장 : 이상춘, 김석태

김신숙, 방상아

행사운영팀

팀장 : 백현식, 오경희

서병철, 손정수

박기웅, 김재봉, 오미영

류호석, 안금희, 이영미

관련기관

(u-City협회, 전시 참여기업)

정보화기획단장

추진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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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  요

     - 명      칭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추진팀(TFT)

     - 임      무 : 컨퍼런스 및 부대행사 기획, 운영, 집행 총괄

     - 운영기간 : 조직 구성일 부터 컨퍼런스 종료 시까지

 ■ 조직 및 인력

 - 추 진 단 장 : 정보화기획단장

 - 추진담당관 : 정보화기획담당관

 - 추   진   팀 :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

 ■ TFT역할 : 분야별 세부 시나리오 구성, 일일진행사항 보고, 소관 분야 업무 추진 등

 ■ TFT 회의실시

 - 정기회의 : 주 1회 (매주 금요일 16:00~)

                     분야별 추진현황(금주현황, 내주계획), 결정사항, 문제점, 개선사항 등

 - 임시회의 : 필요시 수시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업무 분장

팀     명 임     무 주  요  업  무

행사총괄팀

신  대  현 - 행사 총괄운영

백  명  숙

- 행사 추진계획 및 종합운영계획수립

- 세계 도시 전자정부 국제협력 모델 구축(안) 수립

- 행사 전문기획업체(PCO) 관리

- 예산, 인력 관리

- 기조연설자 선정 및 섭외

- 국내외 초청 및 참석자 관리

- 후원기관 등 협력단체·기관 협의

-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운영

- 개막식 운영(시나리오 작성, 좌석배치 등)

- 세션운영 지원, 평가기관 행사 지원

- 기조연설자 대담, 해외도시 시장 접견

- 기자회견, 언론보도, 프레스투어 관련

- 사후관리 : 감사서한, 결과보고, 백서, 정산 등

김  희  정

- 홍보

  . 엠블런, 홍보리후렛, 포스터, 동영상 등 제작

  . 서울시 매체 : 전광판, 지하철, 교통방송 등

  . PSTM광고, 옥외광고물 설치(배너, 현수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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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총괄팀

백  현  식

우  정  숙

- 시장라운드 테이블 운영 

  . 사전협의 도시 선정 및 협의

  . 행사운영 시나리오 작성 및 운영 등

- 서울 IT선언

이  나  래

- 등록 : 국내외 참석자 등록, 현장등록

- 기념품 제작 및 배부

- 공식 홈페이지 운영 (국문)

김  지  영

- 해외도시 시장 초청 총괄

- 각종 자료 번역

- 공식홈페이지 (영문)

워크샵1팀

이  상  춘 - GIS세션,전시 총괄

김  신  숙

- GIS 세션 운영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 발표주제, 발표자 선정 및 섭외 등   

- GIS 전시

워크샵2팀

김  석  태 - 유비쿼터스 세션, 전시 총괄

방  상  아

- 유비쿼터스 세션 운영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작성

- 발표주제, 발표자 선정 및 섭외 등

- 유비쿼터스 전시

행사운영팀

백  현  식 - 행사운영 총괄

백  현  식

박  기  웅

- 외빈 공항영접, 의전, 숙박 총괄

  . 계획 수립, 관계자 협의, 인력배치 등

오  경  희

류  호  석

안  금  희

- 투어프로그램 운영 : IT투어, 문화체험투어

  . 투어코스 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참석자 관리 

 - 서울 IT체험 운영 (청계천, e-culture Festival) 

손  정  수

우  정  숙

- 전시회 운영

   . 전자정부 홍보관, GIS전시관, 유비쿼터스 전시관

  . 민간기업관, 세계관

  . 인터넷 라운지 설치 운영

 - e-culture Festival 행사지원

서  병  철

김  재  봉

- 행사에 IT요소 적용

  . 무선인터넷 설치, 관리

  .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관리

  . 채팅(댓글)시스템 운영 : 게시자 선정 등 운영방안 마련

오  미  영

- 만찬, 오찬 등 : 만찬, 오찬 운영

  . 메뉴, 참석인원 배분 등

  . 환영만찬 시 문화행사(공연) 운영

이  영  미 - 중계 : 현장중계, 인터넷생중계, 영상촬영, 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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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체계 운영

(1) 1차 자문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7. 11. 29(금) 11:00~13:30

 ■ 장         소  : 정보화기획단장실

 ■ 참 석 위 원  : 총 11명

 - 위 원 장 : 정보화기획단장

 - 외부위원 : 김성태 성균관대 교수,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

                    권준철 u-city협회 사업국장, 변미리 시정연 연구위원,

                    최윤수 시립대 교수, 용선중 관광공사 컨벤션유치팀장

 - 내부위원 : 정보화기획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 기타 참석자 : 정보화기획팀장, 담당자 2명

 ■ 주요 논의 안건

 - 국제행사 전반적 운영방안

      · Keynote speaker 선정, 서울 IT선언 포함 내용, 초청대상 및 참석대상 등

 - 각 세션별 운영 적정성 : 세션 구성내용, 진행 시간계획 등

 - 전시회 운영 방안 : 전시장소, 범위, 수준 등

(2) 1차 준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2. 13(수) 14:00~

 ■ 장         소  : 행정1부시장실

 ■ 참 석 위 원  : 총 10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전해진 국제관계자문대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정순구 감사관,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배경율 상명대학교 부총장,  

     박정호 고려대학교 교수, 이재성 코리아컨벤션뷰로 단장, 변미리 시정개발연 

     구원 연구위원

 ※ 기타 참석자 : 정보화기획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기획팀장

                             외 2명, PCO(국제회의 전문기획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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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의 내 용 : 행사내용 및 추진현황 보고, 행사관련 사항 논의

  - 보고내용: 행사추진방향, 행사개요, 행사추진계획, 준비사항(해외도시초청, 기조연설자  

                    선정, 기관후원, 홍보),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방안 등

 ■ 주요논의사항

 ① 세계 도시시장 전략적 초청 방안

 ∙ 외교채널, 개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초청 가능도시 시장 섭외 

 ∙ 해외 도시 대표 참석을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 자문

 ② 기조연설자 선정 및 섭외방안 : 섭외 추진 중인 기조연설자 후보 검토

 ③ 행사 프로그램 내용 및 시간 등 적정성

 ④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방안

 ◈ 회의결과

- 공식 명칭 변경 :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 행사 프로그램 변경 : 시장라운드테이블을 7.8일 메인 회의로,

   세계 100대도시 평가결과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를 사전행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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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시 시장 전략적 추진

  ∙재외공관, 국내 대사관 등 적극 협조 유도 : 국제관계자문대사

  ∙관광공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준비위원 네트워크 적극 활용

  ∙대도시, IT선진도시, 개도국 도시, 참석확정 도시, 관심도시 등 도시별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초청방안 마련 추진  

  - 국내외 홍보 마케팅 적극 추진 : 해외 언론, 사이트 등 홍보 추진 등

  -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IT선언을 위한 참여도시와의 사전협의 추진

(3) 2차 준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4. 22(화) 15:00~ 16:30

 ■ 장         소  : 행정1부시장실

 ■ 참 석 위 원  : 총 10명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전해진 국제관계자문대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정순구 감사관, 김성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배경율 상명대학교 부총장 

                        이재성 코리아컨벤션뷰로 단장, 이윤수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단장,

  변미리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기타 참석자 :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기획팀장 외 2명, PCO 3명

 ■ 주요논의사항

 ① 세계 주요도시 시장 초청 방안

 ② 효과적인 홍보컨셉 및 언론 홍보방안

 ∙ 기자설명회 시기, 기획기사 게제, 국내외 언론 홍보 방안 등

 ③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및 향후 운영 

 ④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방안 및 서울 IT선언문 초안 검토

 ◈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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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차 준비위원회 개최

 ■ 일         시  : 2008. 6. 5(목) 11:00~12:00

 ■ 장         소  : 행정1부시장실

 ■ 참 석 위 원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내부 준비위원

  - 위 원 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전해진 국제관계자문대사,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김찬곤 한강사업본부장, 정순구 감사관,

 변미리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기타 참석자 :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보화기획팀장 외 2명, PCO 2명

 ■ 회 의 내 용  :  회의 진행 종합보고(PT)

 - 해외도시 참석 현황, 도시 의견조사 결과 

 -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방안, 서울 IT선언

 - 공항 영접부터 환송까지 행사 전반 운영 과정

(5)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준비사항 시장 보고회 개최

 ■ 일         시  : 2008. 6.26(목) 14:30~15:00

 ■ 장         소  : 간부회의실(7층)

 ■ 참         석  : 10명

 - 행정1부시장, 정무부시장, 정무조정실장, 정보화기획단장, 국제관계자문대사, 

    한강사업본부장, 감사관, 대변인, 시정개발연구원 변미리 박사, 국제협력담당관

 ■ 보   고   자 : 정보화기획담당관

 ■ 보 고 내 용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추진현황 종합보고(PT)

 - 해외도시 참석 현황,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방안 및 서울 IT선언(안)

 - 시장님과 네그로폰테 특별대담 및 해외도시 시장 환담 계획

 - 행사 일정별 시장님 하실 일 등

 - “서울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발표 자료(PPT, 10분)

 ※ 개막식 동영상 시연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1장 추진체계 ∙ 55

(6) 세계 전자정부 포럼 추진팀 주요 실무회의

 ① 1차 실무회의 : ‘08.3.7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 조연설자 섭외 추진 현황, 해외도시 초청 현황

 - 행사공식 후원기관(기업) 명칭 허용 여부

 - 전시에 민간기업 참여 여부

 - 환영만찬, 환송만찬 장소 검토

 - Seoul e-Culture festival 행사 내용 및 포럼 연계 방안 등

 ■ 회의결과

 - UN거버넌스 센터 적극 활용, UN관계자 초청 추진

 - 초청도시에 공식초청장 발송 전 안내메일 추가 발송

 - 참여기관(기업)등은 행사관련 홍보,제작물에 참여기관으로 로고 삽입

 - 민간기업 전시는 전시장 운영 규모 및 기업 참여도 등 고려하여 추후결정

 - 사전행사에 참여하는 럿거스대 마크홀저 교수, 본 행사 역할 부여 필요

 - 환영만찬장소는 행사장(롯데호텔) 외의 장소로 후보지 장단점 분석하여 추후 결정

 ②  2차 실무회의 : ‘08.4.14 정보화기획단장실

 ■ 참석자(14)

 - 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팀장, GIS기획팀장, u-정책팀장, 

              백명숙, 유혜정, 김신숙, 방상아, 시정개발연구원 변미리 박사, 기획사(PCO) 4명

 ■ 회의내용 및 결과

 - 초 청

 · 대도시 참석 유도 각 도시별 테마를 정해 의의 및 역할 부여

 · 도시별 유형에 따른 재 분류. 관심표명 정도에 따른 도시별 그룹화

 - 회 의

 · 시장라운드테이블 행사 성격에 맞게 IT요소 반영(전자회의시스템)

 · u-City 연사 및 세션 구성을 국제회의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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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시

  · 컨셉 및 디자인 재구성, Space Design, 친환경소재를 사용하여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 행사장의 어두운 분위기를 살리고 주변환경과 잘 어울리는 연출방안 구상

  · 일반 패널 사용 줄이고 LCD모니터 활용 슬라이드 구성

  · 민간기업전시 기존 3층 로비에서 2층으로 장소를 변경

 - 만 찬 : 환영만찬, 환송만찬 공연 장소와 분위기에 맞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구성

  - 무 대 : 무대구성은 이미지나 영상 활용, 심플하고 IT이미지를 살리는 디자인

  - 관 광 : IT와 연계한 관광코스와 프로그램으로 재구성

  - 보 안 : 도시 시장이 참석 행사임을 감안하여 보안대책 필요

 ③ 3차 실무회의 : ‘08.5.2 정보화기획단장실

 ■ 참석자(18) : 정보화기획단장

 - 정보화기획담당관, 국제협력과장, 지리정보담당관, 유시티담당관

 - 정보화기획팀장, GIS기획팀장, u-정책팀장, 시정개발연구원 변미리 박사

      - 이남형, 우정숙, 백명숙, 김지영, 김신숙, 방상아, 기획사(PCO) 3명 

 ■ 회의내용 및 논의사항

      - 초청현황 : 도시별 추진현황, 국제협력과 추진사항

      - 전시현황, 민간기업 참여 : 전시기획안, 민간기업 참여현황 및 콘텐츠

      - 사전행사 : 사전행사 프로그램 및 진행사항

      - GIS 추진사항 : GIS세션운영, 전시관 운영 방안

      - u-City 추진사항 : u-City세션운영, 전시관 운영 방안    

      - 시장라운드테이블 :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 방안, 서울IT선언(안)

      - 행사운영 : 행사운영전반, IT기술 적용 방안 등

 ■ 회의결과

      - 초청 도시를 참여가능성을 기준 그룹별로 구분하여 A그룹을 집중 공략하고, C그룹은  

    초청관련 추가 대응하지 말고 참석여부만 확인

      - 전시관련 부서(홍보담당관, 세무과, 교통정책과 등), 민간기업과 점검회의 정례화 

      - 라운드테이블 운영 관련 참여도시 사전협의 신속 추진

      - 서울IT선언 초안은 우선 영문 번역 후 수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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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4차 실무회의 : ‘08.5.9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초청현황 : 총 현황, 중점 추진 도시 초청 추진방안

  - 행사예산 : 예산 전용 필요(참석도시 증가, IT회의,전시 확대 등에 따름)  

  - 행사장 환경조성 방안

    · 행사장 내 무선 인터넷 설치, 전자회의시스템, 인터넷 생중계, 댓글시스템 등

  - 통역계획 : 동시통역 범위(영어, 한국어)

     · 시장라운드테이블 회의시 비언어권 도시 대표 언어소통 방안

                (듣기 : 수행통역,  발언 : 자국어로 발언 후 수행통역이 순차통역)

 - 문화행사 및 사회자 검토 확정

 · 문화행사 : 스톤재즈, 드럼캣, 초코렛

      · 시장라운드테이블 중간 공연 : 미정(정동극장 공연 팀 등 아이템 검토)

      · 사회자 확정 : 개막식(이진민), 만찬(신예나) 

    - 행사장 인쇄물 발간 방법 확정

      · 가이드북 : 소책자로 인쇄하여 네임텍에 삽입, USB로도 제공  

      · 프로그램북(도시소개집, 발표자료집 등) : USB로만 제공, 책자 미발간

 ⑤ 5차 실무회의 : ‘08.5.16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초청현황 : 총 현황, 중점 추진 도시 초청 추진방안

          - 개막식, 환영만찬·환송만찬 국내 초청대상자 LIST 확정

             · 시간부, 준비위원, 시도지사, 서울시 자치구청장, 주한대사, 후원·참여기관(기업) 

               대표, 국내연사, 시의회 관련 위원, 서울시 정보화추진위원

          - 전시계획 : 전시 부스, 공간계획, 전시디자인, 콘텐츠 등 확정 

          - 무선인터넷 설치계획 : 설치구간, 설치방법 등  

          - 투어코스, 문화행사 확정 : 성북동 문화체험코스, 파주·상암동 IT체험코스

          - 기념품 검토 및 확정 : 컨퍼런드 키트(가방) 디자인 확정

     · 기념품 : VIP(고급 도자기 USB, 부채), 일반참가자(USB, 포스트 잍) 

    - 언론홍보 일정 검토 : 기자설명회 일정, 보도자료 배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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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6차 실무회의 : ‘08.5.23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공항영접, 의전 관련 : 공항영접관 시 팀장급으로 구성, 공항공사 등 관련기관 협조

    사항, 행사별 의전 관련 준비사항 

 - IT를 활용한 회의진행

  · 무선인터넷 설치, 테스트 계획, 무선인터넷 사용 가이드 제작 필요

      · 전자회의시스템 포럼행사에 맞도록 커스터마이징, 터치스크린 방식 검토 

 - 만찬, 오찬

   · 환영만찬, 환송만찬 장소, 식단, 리셉션, 프로그램 확정

    · 오찬은 초청자대상 실시, 일반참가자는 롯데백화점 식당가 쿠폰 지급

 - 투어 : 투어코스 답사계획, 서울IT체험코스(e-Culture Festival->청계천)

             신규 추진

 - 홍보 : 1차 기자설명회 일정 확정, 배너·포스터 시안 확정, 해외홍보 관련

             진행사항 등   

 - e-culture festival 추진계획 보고

 - 등록, 홈페이지 : 온라인 등록 현황, 현장등록 방안, 홈페이지 업데이트 필요사항 등

 - 중계 : 현장중계, 인터넷생방송, 동영상 촬영 등 중계 방안. 현장중계는 와이드스크

                       린과 연계 기획사 진행, 인터넷생방송은 인터넷방송국 추진

 ⑦ 7차 실무회의 : ‘08.5.23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참여도시 사전 의견수렴(서베이) 답변 현황 및 내용 검토 

   - 포럼 기간 내 시장님, 부시장님 참석 일정 정리

   - IT를 활용한 회의추진 : 전자회의시스템에 터치스크린 사용 방안 

   - 투어 답사결과 : 답사 결과 코스 일부 재조정, 관련 기관 예약 진행 사항

    - 해외도시 등록현황 : 참여도시 온라인등록현황, 항공스케줄 점검

    - 경호계획 : 메인행사 및 외부행사(환영만찬, 투어 등) 경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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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8차 실무회의 : ‘08.6.13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도시참석현황

    · 해외도시 참석·등록현황, 항공스케줄, 언어-통역필요여부, 특이식사,서베이 결과 등

 - 해외도시 뉴스레터 발송 안 검토 : 포럼 준비사항, 참석도시 정보 등

    - 시장라운드테이블 : 운영기본 원칙, 시나리오 작성 안 검토

    - 시장라운드테이블 회의 중 문화공연(안) 검토 및 확정 : 기악연주, 경고춤

    - 시장님 발표자료(PT) 안 검토 : 서울시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 의전, 공항영접 세부계획 검토

    - 행사 예산 소요 현황 보고 및 조치사항 검토

 ⑨ 9차 실무회의 : ‘08.6.20 정보화기획단장실 

     ■ 회의내용 및 결과

 - 해외도시 최종 참석현황 : 등록, 항공스케줄 포함 

    - 시장라운드테이블 세부 운영방안

    · 발표도시 확정, 발표주제 및 내용 검토

 · 시장라운드테이블 구성(세션1～3), 사회자 시나리오 검토, 도시 좌석배치

   - 만찬장 배치계획 검토

     · 헤드테이블·VIP테이블 구성 및 좌석배치, 사회자 시나리오 검토

   - 네그로폰테 특별대담 및 시장님 해외도시 시장 면담관련

     · 네그로폰테&시장님 특별대담 중재자(Moderator) 선정 및 대담내용 검토 

     · 시장님 접견 요청 도시 현황 및 접견 시간 검토

    - 공항 영접 현장(인천공항, 김포공항) 현장 점검 결과 보고 

    - 투어 코스 재 답사결과 보고 및 최종확정 

    - 개막식 축사, 만찬(환영,환송) 답사 및 건배제의 도시 결정

     · 시장 참석하는 대도시 중에 순서 결정 후 순번대로 의사 확인

    - 발표자료집 형태 결정 (바인더, 일반책자) : 800부 기준

    - 시장라운드테이블 임대 의자 시안 검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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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제2장

                기획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07. 6월에 수립된 “세계 IT수도 서울 추진계획”으로부터 기

획되었다. 

“세계 IT수도 서울 추진계획”은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의 IT·전자정부 서비스를 기반으로 서

울 전자정부 브랜딩화, 국·내외 홍보마케팅을 통해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울을 세

계속의 IT 수도로 발전시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그 내용으로는 1단계로 UN후원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연속 1위를 수상하

여 “세계 전자정부 수도”로 공인받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를 개최한다는 계

획이고, 2단계로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WCIT, ITU텔레콤 등 국제 IT관련 대회 및 포럼 등

을 유치하고, 도시단위의 전자정부·IT역량·비전 등에 관한 분야를 아젠다(Agenda)로 설정하

여 서울을 “세계 IT 수도”로 공인하는 방안을 유도하며, 이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내외 홍보마

케팅, 전자정부 해외 진출 등 국제협력사업, 전자정부 핵심 콘텐츠 육성, IT관련 민·관 네트워

킹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1단계 사업인 “세계 전자정부 수도 서울” 구현의 일환으로 ‘07. 11월 “세계 전자

정부 컨퍼런스 개최계획”이 수립되었다.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계획은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3회연속 1위를 기반으로 

서울이 “세계 전자정부 수도”로서 역할을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공유, 첨단 GIS·유비쿼터스 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사례들을 발표·체험하고, 세계 도

시간 협력 방안 및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논의한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기획되었으며, 이를 전

자정부 분야 대표적인 국제회의로 발전시키고 정례화 개최하겠다는 방침이었다.

내용으로는 개회식,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시상식, 4개 세션의 워크샵(전자정부 우

수사례, 도시간 협력방안, GIS, u-City), 전시, 투어 등으로 구성하였고,  해외 도시 참석자

의 지원범위, 소요예산, 초청대상 도시, 추진체계 등 운영관련 사항들도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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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1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07. 12월 1차 자문위원회 개최하여 기조연설자 선정 방

안과 행사 프로그램 구성, 홍보 등에 대한 1차 검토가 이루어졌다. 

‘08. 1월에는 내부회의를 통해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의 국제적 공신력 확보와 세계 도시간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필요하다는 이슈가 제시되었고, 기존 국제회의, 서울시 가입 

국제 협의기구, 회의 정례화 방안 등 여러 분야의 자료 수집과 회의, 검토를 거쳐 본 행사를 통

해 서울시가 주도하는 전자정부 분야 도시간 국제협의체를 발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

고 추진방안을 구상하게 되었다.

행사운영 전반의 위탁관리를 담당할 국제회의 전문기획사(PCO)도 선정되었다.

행사준비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모집공고와 사업설명회, 제안서 제출 및 발표 일정이 빠르게 진

행되었고, ‘08년 1월말 (주)메씨인터내셔날이 기획사로 선정되어 ’08. 2. 4 협약체결 하였다.

기획사 선정 후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여 본격적인 해외도시 초청, 공식 홈페이지 구축, 행

사로고 제작, 홍보 리후렛 제작 등 기본 준비사항을 진행하였다.

‘08. 2월에는 기존 컨퍼런스 자문위원회를 한단계 격상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서

울시 내부 전문가, 전 정보화기획단장, 국제회의·전자정부 전문가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재구성

하여 1차 회의를 실시하였다. 

1차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행사를 준비하며 고민해왔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행

사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기존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로 명명되었던 행사명칭을 세계 도시간 협의체 구성을 위한 

도시대표들의 회의라는 개념으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으로 변경하였고, 개막식과 같이 

진행예정이던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시상식”을 본 행사와 분리하여 전날(7.7) 사전

행사로 변경하였다. 또한 시장라운드테이블을 개막식(7.8) 오후 단독 메인행사로, 워크샵을 

(7.9) 오전행사로 변경하여 드디어 본 행사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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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수립

  (1) 기본계획(안) 수립

 ■ 명칭 :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최계획(시장방침 제589호, ‘07.11.2)

 ■ 행사개요

 - 행사기간 : ‘08. 7월 둘째주(2박3일간)

 - 행사장소 : 서울 롯데호텔

 - 참석대상 : 연인원 1,000명(해외도시 대표 및 관계자, 평가기관 관계자, 전자정부

                        관련 공무원, 학계, 기업, 전문가 등)    

 ✠ 주요내용

행 사 주 요 내 용

메인행사 - 공 통 : 개막식, 기조연설, 기자회견

               세계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결과 발표 및 시상

               “세계 전자정부 수도” 공인 및 서울 IT선언 

  . 세션1 : 세계 대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발표

  . 세션2 : 세계 전자정부 교류 협력 발전방향

  . 세션3 : 미래형 공간정보를 활용한 도시행정의 역할

  . 세션4 :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

전시회 - 전자정부 홍보 부스, 전자정부 체험관, 유비쿼터스 전시관

   GIS 전시관 등

투어

(선택)

- 서울 IT 투어 : 정통부 U-드림관 -> Seoul-Topis -> 청계천 -> DMC 등

- 프레스 투어 : 외신기자

- 서울 관광 투어 : 동반자 프로그램

공식만찬 - 시장주재 만찬, 오찬 등

 ■ 추진체계 구축 : 자문위원회 구성, 행사운영 추진팀 구성 등

  ■ 소요예산 : 667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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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운영 종합계획

 ■ 명칭 :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행사운영 종합계획(시장방침 제289호, ‘08.5.30)

 ■ 행사개요

 - 기간 및 장소 : 2008년 7월 7일(월) ~ 9일(수), 롯데호텔

 - 후원 : UNDESA(유엔경제사회처), UNGC(유엔거버넌스센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주제 : 세계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 모델 구축

 - 참석대상 : 세계도시 시장 및 CIO, 전자정부 IT분야 전문가, 주한외교 사절 등

 ■ 주요내용

 - 국내외 주요인사 참석 현황 : 기조연설자, 해외도시 참석, 관련 전문가·연사 등

 - 행사별 세부실행계획 

 · 개막식 : 개막동영상, 시장님 환영사, 영상메세지. 축사, 기조연설

 · 시장라운드테이블 : 3개 세션별 주제 설정하여 해외 도시 대표 발표

 · 워크샵 : GIS(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행정),

                    u-City(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및 발전전망)

 · 전시 : 전자정부 체험관, 민간기업 전시관, 세계관   

 · 투어 : 성북동 문화체험 투어,  IT투어, 서울시 IT 체험코스

 · 만찬 : 환영만찬(신라호텔 영빈관), 환송만찬(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 사전행사 :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시상 및 우수사례 발표

            ※ 연계행사 : 서울 e-Culture Festival

 - 행사운영계획 

 · 영접·의전 : 공항영접, 차량이동, 호텔영접, 숙박, 행사의전 

 · 등록 : 온라인 사전등록, 현장등록 

 · 통역 : 동시통역(영어, 한국어), 수행통역(비 언어권)  

 · 인력배치 : 행사운영인력, 자원봉사자 등 소요인력 및 선발 관리방안  

 - 홍보계획 : 시기별 홍보 컨셉 설정, 다양한 언론홍보매체 활용

 - 서울시 주도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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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회의 전문기획사(PCO) 선정

PCO(Professional Convention Organizer)는 국제회의 개최와 관련한 업무를 전체

적으로 대행하는 전문기획업체를 의미하며, 국제회의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가지

고 행사준비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전문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PCO선정 및 선

정된 PCO와의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위탁 운영할 기획사 선정을 위하여, 업무의 위탁범위와 선정일

정 등 기획사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와 2개 중앙일간지에 모집공고를 게제하였

으며, 10여개 업체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하여, 3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심사위원회

의 개최결과 (주)메씨인터내셔날이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되었다.

(1) 선정개요

 ■ 위탁업무 범위 

 ○ 행사 기획·프로그램의 구성·연출·진행

 - 해외 초청자 공항 영접, 영송 및 숙박(호텔관리)

 - 회의장(세션장) 준비 및 운영, 전시장 준비 및 운영, 통·번역 업무

 - 초청대상자 섭외 및 등록 접수 등 

 - 만찬, 오찬 등 연회준비에 관한 사항

 - 기자회견, 서울 IT선언, 투어프로그램 준비 운영

 ○ 홍보물 제작 설치, 행사관련 인쇄물 제작 및 배포 등

 - CI, 로고, 슬로건 등 제작

 ○ 국내외 홍보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등

 ■ 대상업체 모집

 ○ 모집방법 : 공개 공고

 ○ 참가자격 : 관광진흥법 제4조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에 등록된 국제회의 전문기획업체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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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7일)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1일)

사업설명회 개최(1일)

주관업체 선정

사업제안서 접수(2일)

협약체결 및 업무추진

 ■ 업체 선정 세부 내용

 ①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 게제

 ○ 공고기간 : ‘08.1.10~1.16(7일간)

 ②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08. 1.17(목) 10:30~, 별관 1동 11층 회의실

 ○ 내 용

 - ‘08 세계 전자정부 컨퍼런스 개요 설명

 - 사업제안서 작성 및 제출방법 안내

 - 과업내용, 예산산정 기준 안내 등 

 ○ 참여업체 : 12개업체

 ③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08.1.21(월)~22(화) 18:00

 ○ 참가업체 : 3개업체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1 (주)씨포스트 정상용 서초구 잠원동 10-37

2 (주)유니세스 커뮤니케이션즈 문지식 강남구 논현동 134-7

3 (주)메씨인터내셔날 김분희 구로구 구로동 212-8

(2) 업체선정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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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PCO선정결과

 ○ 우선협약 대상업체 : (주) 메씨인터내셔날

 ○ 설립일 : ‘03.4.11 (자본금 3억)

 ○ 주요행사실적

 - 2005  APEC 7차 에너지 장관 회의

 - 2006 동북아 에너지 국제 심포지엄

 - 2007 세계폐암학회 학술대회(WCLC)

3. 참석자 비용 지원

일반적으로 해외도시 초청 시 숙박, 교통, 식사 등은 초청도시에서 제공하고, 항공은 참석도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도시간 국제 관례이며, 국제행사에 초청하여 발표하는 기조연설자, 발표

자 등 연사에 대해서는 항공료를 포함한 모든 체제비용과 연사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기본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참석자 비용 지원 원칙을 정하고 초청 

시 지원내역을 안내하였다.

∷  심사기준(평가항목별 배점 등 심사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심사)

   - 기획구성(40점) : 과업이해도, 기획내용의 적합성·창의성, 

                          행사준비 방법,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수행능력(40점) : 업체 일반능력, 전담인력 구성형태 및 투입규모, 관련행사

   추진실적, 재정규모 및 경영상태 등

   - 홍보전략(20점) : 국내외 홍보방안, 사후관리 및 상호협력 등

 ○ 심사방법 : 심사결과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부여한 심사위원의 평점 점수를 제 

    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주관사로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 전문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국제회의 관련 내부

     공무원(2명), 외부전문가(3명)로 이루어진 심사위원회 구성

④ PCO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08.1.24(목), 별관 1동 11층 회의실

 ○ 심사내용 : 업체별 사업제안서 프리젠테이션(10분내외)

 - 설명순서 : 제비뽑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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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자 지원 원칙

   - 해외 참석 도시  : 도시대표 및 수행원 1인에 대해 호텔비(3박), 행사기간 내 

   식사, 교통 지원(항공료 참석 도시 부담

   - 해외초청 발표자 : 호텔비(3박), 항공료, 체제비 및 연사료 지원

4. 예산수립

국제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참가예정자, 장소, 행사프로그램, 행사준비기

간 등 행사관련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초기 예산 수립 단계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고 행사 준비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예산 산정은 어려운 과제이다.

금번 행사의 예산수립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다. 예산수립 시점에서 초청

대상 도시의 참석규모나 항공료 지원이 필요한 연사들이 결정되지 않았고(지역에 따라 항공료 

차이가 많음), 행사 프로그램이나 전시 규모도 변동의 여지가 있었으며, 실제 행사 운영에 필

요한 항목들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제행사 관련 책자들

과 기존 서울시 주관 국제행사의 예산 자료들을 참고로 하였다. 또 국제협력담당관의 도움을 

얻어 기존 서울시 행사 대행사들로부터 서울시 주요 컨벤션 호텔의 행사장 임차비·숙박비, 동

시통역비, 기자재 등 필요항목에 대한 소요비용을 알아보고, 행사에 필요한 예산 항목들을 정

리하였다.

그 다음에 예산산정에 필요한 기준 숫자(행사 프로그램별 참석자수, 만찬 참석자 수, 선택

프로그램 참석자 수, 항공·숙박 제공자 수 등)를 유추하여 결정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초청비 

(항공료, 숙박비, 교통, 연사료 등)와 연회비(오·만찬비용)를 산정하였다. 그 외에도 행사장

소 임차비, 각종 기자재 제작 및 임차비, 홍보비, 인쇄물 제작비, 통번역비용, 일반운영비, 현

장운영인력 인건비, PCO인건비·이윤 등을 기본항목으로 산정하고, 예비비를 총 금액의 10% 

정도 추가하였다.

※ 위 기준은 기본원칙이고 행사를 진행함에 따라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 

 도시 사정에 따라 항공권 구입이 어려운 경우, 항공 스케줄상 서울 체류기간이 3박이 넘는 경 

 우 등, 케이스별로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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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관 후원

UN등 국제기구나 정부기관의 후원은 행사의 공신력을 높이고, 행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요소이다. 이번 포럼의 국내 후원기관으로 국가 전자정부를 총괄 책임지고 있는 “행

정안전부”와 IT분야 산업과 OECD IT장관회의를 주관하는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

로 안을 잡고,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공식 후원 명칭 사용과 행정안전부 

장관 개막식 축사를 수락하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OECD IT 장관회의를 서울시가 후원하면

서 상호 후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국제기구로는 UNDESA(UN경제사

회처)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UNGC 

(UN거버넌스센터)와 컨택하면서 행사

의 의의와 목적을 설명하고 공식후원을 

요청하였다.  ‘08. 5.19 UNDESA의 

공식후원 수락 레터가 도착하였고, 본 

행사의 공식 후원기관은 4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 예산 산정 항목

연번 분 야 세부항목

1 초청비 연사료, 숙박비, 항공료

2 행사장 임차비 행사장,만찬장 대관료

3 연회비 식비, 음료, 와인, 공연, 커피브레이크, 다과, 칵테일 리셉션

4 행사구성비
무대제작비, 영상제작비, 음악편집비(BGM), 음향시스템, 조명시스템, 중계시스템, 사진촬영,

무대화면(영상)시스템

5 인쇄 제작비
발표자료집, 레터지, 봉투제작, 운영메뉴얼, 네임텍,

현판 인쇄, 유도사인물, 행사장 부착 배너, 기념품 제작

6 시스템 및 기자재 임대 통역부스, 전자회의시스템, 의자, 테이블, 노트북, 데스크탑, 프린터, 팩스, 무전기, 무선인터넷 망 설치 등

7 전시 목공 부스제작, 구조물 제작, 콘텐츠 제작,기자재 임차(모니터,컴퓨터 등), 멀티 PDP, 설치공사비

8 투어 가이드, 차량, 입장료, 식비, 물품구입비

9 홍보비 초청장, 리후렛, 포스터, 가로등 배너

10 운영비 영접·영송·의전·수송 차량 렌트비, 번역 및 감수비, 자문료, 정산감사비, 업무진행비

11 인건비 동시통역비, 수행통역비, 사회자, 현장운영인력, 전시도우미, 경호요원, 기자재 운영인력, PCO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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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홈페이지 구축

포럼 공식홈페이지는 ‘08.1월부터 구축을 시작하여 2월초에 1차 오픈을 시행하였다. 국문

과 영문 두개 언어로 제작되었으며, 행사 공식 명칭 약자(WeGMF)를 활용하여 홈페이지 주소

를  http://wegmf.seoul.go.kr로 확정하였다.

공식 홈페이지는 정보화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에서 기획 제작하였고, 영문번역은 자체 인

력으로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사전등록 부분은 기존 등록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노하우가 있는 

PCO에서 개발하여 공식홈페이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공식홈페이지는 행사전에는 해외도시에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사 참석 등록을 하

는 기능을 담당하였으며, 행사 종료 후에는 행사 발표자료, 사진, 동영상 등 행사개최 관련 모

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메뉴구성

 - 행사안내 : 초대의 글, 행사개요, 행사안내, 찾아오시는 길

   - 포    럼 : 행사일정표, 개막식, 시장라운드테이블, 워크샵, 연사소개

  - 사전등록 : 온라인 사전등록

  - 부대행사 : 만찬(환영,환송), 전시회, 투어프로그램, 연계행사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자료실

국문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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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리후렛 제작

행사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해외도시 초청을 목적으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리후렛을 제

작하였다. 국문(600부)과 영문(1,100부) 2종으로 제작하였으며, 인사말, 행사개요, 행사프

로그램, 공식행사, 기조연설자, 워크샵, 만찬, 투어, 전시, 연계행사에 대한 소개와 등록방법, 

행사장 안내 등의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의 영문 약자 WeGMF를 기본 글판으로 하여, 디지털을 

상징하는 ‘e’를 모티브로 도시 시장 간 네트워크를 원 안의 워드

타입으로 표현하였다.

7. 행사 로고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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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트라넷 구축

행사에 대한 안내와 홍보, 해외도시 초청을 목적으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리후렛을 제

작하였다. 국문(600부)과 영문(1,100부) 2종으로 제작하였으며, 인사말, 행사개요, 행사프

로그램, 공식행사, 기조연설자, 워크샵, 만찬, 투어, 전시, 연계행사에 대한 소개와 등록방법, 

행사장 안내 등의 콘텐츠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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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1. 개요

(1) 기본 방향

  ■ 초청의 목적 

서울시 전자정부는 유엔과 미국행정학회가 후원하는 「세계100개 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

서 3년 연속 최우수 전자정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모스크바, 하노이, 앙카라, 

나이로비 등 세계 유수 도시들에게 전자정부의 모델을 전수하는 등 서울시 전자정부의 우수성

은 해외 도시들과의 전자정부 관련 교류를 통해서도 입증되어 왔다. 이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

는 첨단 환경 속에서 공공 서비스의 혁신 또한 필수 요소임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선진 전자정

부로서 우수한 행정 모델을 확산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

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촉매제로 전자정부 부문에 있어 선진 도시와 저개발 도시의 대

표가 한 자리에 모여 상생의 방안을 강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 행사의 취지

였다. 이런 관점에서 다양한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축하고 있는 여러 도시 대표들을 금번 행사에 

참석토록 하는 것이야말로 시작부터 끝까지 성공적인 행사 개최의 최대 관건으로 작용하였다.

  ■ 참석대상 및 목표설정

행사명이 제시하듯이 초청장의 수신인은 해당 도시의 시장(Mayor) 및 시지사(Governor)

가 그 대상이었고, 부시장을 포함한 시장급의 불참이 불가피한 도시는 시 CIO(Chief Infor-

mation Officer)가 시장을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는 기준 하에 2008년 1월 『세계 전자정

부 시장 포럼』초청 업무를 시작하였다. 앞서 언급한 행사의 취지를 기반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

표로 잡은 참석 확보 도시의 수는 일명 20·40 이었다. 이는 총 40개 도시의 CIO급 이상 도시 

대표의 참석을 확정시키고 이 중 20개 도시는 반드시 시장급의 참석을 얻어내겠다는 결의를 상

징화한 수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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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업무 및 경과

(1) 해외 초청

  ■ 초청 대상의 선정 

초청 초기단계에서 목표로 삼았던 도시는 서울시의 기존 자매·우호 도시 22곳 및 교류각서 

체결 도시 10곳으로, 총 32개 도시를 1차 타겟으로 삼아 초청 업무를 착수하였다. 최초 초청 

(2) 참석도시 현황

  ■ 참석자 통계 

       - 해외 도시

구분 참석자 도시수 도시명

도시

(35개)

시장급 19

시장

(9)

본, 요코하마, 프랑크푸르트, 민스크, 마닐라, 자카르타, 이치가와,

카트만두, 서울

부시장

(10)

퍼스, 하마마츠, 이슬라마바드, 예루살렘, 

광저우, 몬트리올, 프라하, 테헤란, 앙카라, 동경

CIO 16

베를린, 북경,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이씨레물리노, 헬싱키,

이스탄불, 비엔나, 타이페이, 바르셀로나, 상파울루, 모스크바, 홍콩,

하노이, 퀘존, 사가 현

중앙정부 장관급 1 일본 금융·행정 개혁상, 내각부 금융 특명 담당 대신

    ※ 대륙별 참석 도시

∙  아 시 아  (18) :  마닐라, 북경, 예루살렘, 이치가와, 요코하마, 자카르타, 카트만두, 타이페이, 하마마츠,

   홍콩, 이슬라마바드, 서울, 광저우, 테헤란, 동경, 하노이, 퀘존, 사가 현

∙  유      럽 (13) :  모스크바, 바르셀로나, 베를린, 암스테르담, 비엔나, 이스탄불, 앙카라, 헬싱키, 프라하,

   프랑크푸르트, 본, 이씨레물리노, 민스크

∙  미        주 (3) :  상파울루, 샌프란시스코, 몬트리올

∙  오세아니아(1) :  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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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시작 후,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도시에 행사 개최 의의와 참석

의 중요성을 통지해야겠다는 결론 아래, 2005년 「서울 세계도시 시장포럼」 당시의 초청도시 

명단 및 세계 100대 전자정부 평가기관 중 한 곳인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이 보유한 도시 명

단을 입수, 통틀어 약 100여개 도시를 초청 명단에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초청 업무에 박

차를 가할 수 있었다. 

이 후에도 행정1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1차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준비위원들 가운데 서울시 

국제관계 자문대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 관광공사 코리아 컨벤션뷰로 단장 등 국제적 네

트워크를 가진 위원들의 도움으로 접촉점이 없었던 유수 도시들에 초청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그 밖에 한일 시도지사 협회에 참석한 일본의 시도 대표들, 출장 차 해외 도시를 방문한 서울시 

직원,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 도시 직원들, 서울에서 개최된 여러 국제 행사에 참석한 외국 도시 

관계자들에게 초청장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초청장을 발송하였고, 그 결과 최

종적으로 136개의 외국 도시 시장들이 초청장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단계별 추진 일정

∙ 1단계 : 136개의 초청 대상 도시 모두에 초청 서한 및 행사 개요를 발송하여 『세계 전자정 

 부 시장 포럼』의 개최 취지와 전반적인 내용 통보

∙ 2단계 : 초청 서한 수신 도시 가운데 참석을 통보해오거나 행사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는 도 

 시를 중심으로 행사자료 제공 등 꾸준히 참석독려

∙ 3단계 : 참석 확정 도시 및 참석 확정 윤곽이 잡히는 도시들을 중점 관리하여 행사 참석 도 

 시 수 확보에 총력을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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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기 간 추진 업무 세부 사항 발송 자료

1

1.2~1.18
- 초청장 확정

- 1차 도시 연락

- 문안 작성·번역·결재

- 도시 별 담당자 연락처 확인 작업

1.25~3.4 초청장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포럼개최 공고 및 참석독려
- 초청장

- 행사개요

3.3∼3.7
1차 안내문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행사명 변경 이유 및 세부 정보 제공

- 1차 안내문

- 세부 행사 개요

3.25~3.28 초청장 우편 발송 초청장 우편 발송 업무

- 초청장

- 행사 리플렛

- 전자정부 홍보책자 및 서울시    

   홍보책자 각 1권

2

4.1∼
감사 서한

이메일 및 팩스발송

참석을 확정해 오는 도시마다 정보화기획

단장 명의의 감사서한 이메일발송

- 정보화기획단장 명의

   감사 서한

- 행사 리플렛

4.28∼5.2

참석 독려 서한

이메일 및 팩스 

발송

행정1부시장 명의 서한 이메일 발송

▷서한 종류

- 참석확정도시 : 감사 편지

- 참석자 미정 (참석은 확정)

 : 시장 참석 독려 편지

- 시장불참 통보 도시

 : 부시장 참석 독려 편지

행정1부시장서한

5.9∼5.13
2차 안내문 이메일 및 팩스 

발송
전반적인 행사 안내 및 세부 사항 전달 2차 안내문

5.14~16 설문지 이메일 및 팩스 발송

아래 내용으로 설문지 발송

-시장 라운드테이블 발표 주제 및 발표 

  자료 

-협의체 설립 관련 의견

-도시 개황 및 참가자 이력서

설문지

3

   ∼7/5 참석도시 관리
변경사항 공지, 업데이트된 정보 이메일 

발송 및 꾸준한 전화 연락

- 프로그램 변경 안내 이메일

- 행사정보 업데이트

5.17∼6.13 설문지 1차 접수 자료 접수 및 독촉

6.16∼6.23 설문지 접수 마감 자료 접수 및 독촉

6.23~6.30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 

초안 및 최종 안내문 

발송

선언문 관련 의견 요청하는 이메일  발송
- 선언문 초안

- 최종 안내문

※ 모든 문서발송 후 전화, 이메일 등으로 수신 확인 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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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 관련 주요 발송문서 견본

[시장님 초청 서한] 

Dear Mr. Marius Job Cohen, Mayor of Amsterdam 

As a city plays a key role in increasing a nation’s competitive edge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exchange and cooperation through city networks has been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this regard, 
Digital Governance enables governments to keep up with an ever-changing world, changes paradigms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induces mor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Doubtlessly, it is a model of governance which is 
the mostappropriate for every city in the world to perform their public servi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is going to host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participated 
by a number of world leaders, including mayors of global cities, CIOs, officials from various e-governments, 
and IT specialists. And the SMG would like to cordially invite you to the Forum, a platform to pave the way for 
mutual growth with all the globalleaders by deliberating on various issues of e-governance. 

Under the theme World e-Government-its present and future, building up a model of e-Government coopera-
tion, the Forum will present outstanding examples of e-government practice and a new model of public service. 
In particular, you are kindly requested to take part in Mayors Roundtable to discuss an issue of creating the 
model of e-government cooperation as follows:
 -sharing knowledge on how administrative procedures can be improved by means of IT
 -creating, exchanging, and disseminating models of good e-government practice
 -working together on joint-projects of e-governments
 -formulating measures to narrow the digital-divide in different cities
In doing so, your city will have more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your citi-
zen will have more enhanced quality of life. 

In addition, an issue of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body with participating e-governments will 
be discussed during the Forum. It will serve as a new medium for advanced e-governments by providing them 
with even more advanced information on digital governance through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global e-government leaders. Seoul sincerely hopes that the city of Amsterdam will play a significant role in 
formingthe cooperation body and becomea spearhead in spreading your cutting-edge technology on digital 
governance to the other e-governments.

It will be a great honour to have your presence at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Look forward to seeing you in Seoul!

Sincerely yours, 

Oh Se-hoon 

Mayor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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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1부시장님 참석 독려 서한]

Dear Mr. Tony Pooley, Deputy Lord Mayor of Sydney

Warm greetings from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From 7 to 9 July 2008, the city of Seoul is going to host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with a number of 
mayors/governors from cities across the globe.

Themed World e-Governments-its present and future, building up a model of e-Government cooperation, the 
Mayors Forum aims to be a discussion ground for participating e-governments to formulate sustainable ways 
to strengthen understanding on digital governance and solidify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The Forum will 
also serve as a platform to draw a specific picture of a new model of public administration, which is combined 
with cutting-edge technologies such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and ubiquitous technology.

Moreover, it has been decided that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will support the Forum as an official sponsor; this should be a prime example that major issues of the Forum 
accords with what the UN pursues. Furthermore, the Forum will give you an opportunity to listen to profound 
insights of the most prestigious speakers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e-governance; Dr. Nicholas Negroponte, 
Founder of MIT Media Lab, and Mr. Guido Bertucci, Director of 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 (DPADM) of the UN, will make speeches on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digital governance.

As of April 2008, some thirty cities from each continent in the world have notified their participation to the host 
city, while another twenty cities are highly expected to take part in World e-Gov. Mayors Forum. Doubtlessly, 
the event promises those participants to give achance to build an inter-city network and deepen understanding 
about each other.

Since we’ve been informed the fact that the mayor of Sydney is unable to take part in the World e-Gov. Mayors 
Forum, the SMG would like to politely request your participationin the event. In addition, I sincerely hope you 
will play a leading role during Mayors Roundtable, in which an issue of forming a cooperation body for global 
e-Governments will be discussed.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will continue advancing with the cooperative organisation and every 
participating city by carrying out wide-ranged joint-projects. In doing so, we’ll be able to bring mor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to our public administration, contribute to better quality of life for citizenry and boost citi-
zen online participation.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n July in Seoul.

Sincerely,

Ra Jin Goo
Vice Mayor for Administrative Affair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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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안내문(Information for Participants)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7-9 July 2008

Seoul, Republic of Korea

GENERAL INFORMATION ON PROGRAM

1. From 7 to 9 July 2008,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is to be held in Seoul, Republic of 
Korea.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official sponsors of the event are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the United Nations Gover-
nance Centre (UNGC),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Korea Communica-
tions Commission.

2. All delegates from participating cities are invited to Welcoming Dinner to be held on 7 July 2008. 
Given it is a formal function, a recommended dress code for the Invitees includes jackets and ties. 

3. World e-Gov. Mayors Forum will be inaugurated by the mayor of Seoul with his welcome speech 
in the morning of Tuesday, 8 July 2008 on the occasion of Opening Ceremony.

4. Mayors Roundtable on 8 July is made up of three sessions. Delegates are requested to submit the 
followings to the Forum Secretariat (contact details are in paragraph 22):
 i) Questionnaire: this survey form contains information on an objective to establish a  
 cooperation bodyfor global e-governments, provisionally named World e-Government As 
 sociation or WeGA, and related questions on the issue. Participating cities are strongly  
 encouraged to express their opinions and suggestions on the issue, apart from answering  
 the questions.
 ii) Mayors Statement: participating cities are required to register mayors’ statements  
 that consist of main points of their presentations during Mayors Roundtable.
 iii) Case of e-Gov. Practice: those cities that want to present good initiatives/cases of  
 their e-Gov. practice are required to submit relevant data and examples.
 iv) Introduction of City: a brief introduction to your city (max. 300 words) and C.V. of the  
 mayor In order to assist interpreters and those responsible for preparation of press re 
 leases, the secretariat would appreciate receiving copies of all the above mentioned docu 
 ments no later than 7 June 2008. 
 * Note
 - The above statements may include document files (MS-Word or MS-PowerPoint), and  
    those wish to use video files, please consult the secretariat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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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questionnaire on i) will be sent to each city by the end of May
5. Upon conclusion of Mayors Roundtable in the afternoon of the 8th July, Press Conference will be 
held. On 9 July, the forum participants can opt to attend either Workshop or Tour program, while IT 
Exhibition is available during the 2nd and 3rd days of the forum.

6. Designated venue of the forum is Lotte Hotel Seoul, 1 Sogong-dong Jung-gu, Seoul, Tel: 82 2 771 
1000, Fax: 82 2 752 3758, Website: http://www.lottehotel.co.kr/english

PARTICIPANTS AND MEETING SUPPORT

7. Major participant groups of the forum incorporate mayors/governors and CIOs of cities from 
all around the world, UN officials, specialists on digital governance and IT experts,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and other stakeholders. As of 8 May, confirmed 
participants are Bangkok, Katmandu, Manila, Nairobi, Sofia, Ulan Bator, Yangzhou, Jakarta, Hama-
matsu City, Perth, Amsterdam, Beijing, Berlin, San Francisco, Ankara, Helsinki, Vienna, Moscow, 
Madrid, Hanoi, Hong Kong SAR, Istanbul, Taipei, Sao Paulo, and Barcelona. Plus, cities includ-
ing Washington D.C., Los Angeles, Athens, Bonn, Milan, New Delhi, Mumbai, Ichikawa, Astana, 
Prague, Minsk, Yokohama, Dubai, Kuala Lumpur and Melbourne are currently considering Seoul’s 
invitationin a favourable manner. 

8. The SMG will support two delegates from each city, in the form of providing expenses for maxi-
mum three nights’ accommodation, meals, local transport, and tour program.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9. Participants are requested to register online via the official website of the forum (http://wegmf.
seoul.go.kr) by 7June 2008. Those who find the online registration difficult, please send a list of your 
delegation to the secretariat staff members will do the registration by proxy. Those who failed to 
register beforehand may fill out the registration form available at a registration desk, located in front 
of the Cristal Ballroom Lobby on level 2, Lotte Hotel Seoul.Registered participants are required to 
collect their forum badges upon their arrival at the event venue. An official identification with photo 
must be presented when collecting the badges. The desk will operate from 0900 to 1800 hours on 7 
July, and from 0900 to 1400 hours on 8 July for the purpose of registration, while it will function as 
a Help Desk during thewhole period of the forum.

IMMIGRATION REQUIREMENTS

10. Participants may obtain their entry visa to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Embassies of Republic 
of Korea in respective nations. For assistance to obtain the visa, contact the forum secretariat (contact 
details are on paragraph 22). For general information on the visa, visit the website of the Immigration 
Bureau of Republic of Korea at http://www.immigration.go.kr/indeximme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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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AID AND MEDICAL SERVICES

11.First-aid kits are available in the Help Desk, located in front of the Cristal Ballroom Lobby of level 
2, Lotte Hotel Seoul. Information on further medical services, including the location of hospitals in 
the vicinity of the venue, will be available at the desk as well. 

CURRENCIES, BANKING, CREDIT CARDS

12. Korean Won is official currency in Korea. Foreign exchange is available at international airports 
as well as commercial banks, including Korea Exchange Bank.Most of major credit cards, including 
Visa, Master, and AMAX, are widely accepted. Business hours of the banks are from 0930 to 1630, 
Monday to Friday.

WEATHER AND DRESS CODE 

13. The weather in Seoul in July is warm and humid, and its temperature ranges from 
22C up to 29C. Light clothing is recommended.

14. Basic dress code for participants during the forum is Smart Casual, whereas those who are invited 
to Welcoming Dinner and Mayors Roundtable are required to wear a jacket and tie.

HOTEL ACCOMMODATION AND RESERVATION

15. Designated hotels, including Lotte Hotel Seoul, for World e-Gov. Mayors Forum will offer spe-
cial rates for the forum participants. Participants can make a reservation either contacting the hotels 
directly or the forum secretariat.

RECEPTION ON ARRIVAL

16. Provided that an advance notice is given, delegates will be met upon arrival at the Incheon In-
ternational Airport or Gimpo International Airportand assisted with the formalities on customs and 
immigration. The SMG will arrange transport from the airports to respective hotels for the delegates. 
For delegates at mayoral level, a protocol officer from the host city will welcome them upon their 
arrival at the airport and provide appropriate transport from the airports to the hotels. Thus, each city 
should inform the host city about expected date and time of arrival in Seoul and flight details no later 
than 7 June 2008.

TRANSPORT
17. The host government will provide localtransport for each city delegation on their arrival/depar-
ture and during the forum for attending daily meetings and official functions. In order to arrange the 
transport, the delegates are requested to inform the secretariat of their flight schedules no later than 
7 Ju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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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ING

18. Simultaneous interpreting facilities for a total of four languages, namely Korean, Chinese, Eng-
lish and Japanese, will be provided for attendees to Opening Ceremony and Mayors Roundtable, 
while the interpreting servi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will be available during each session of 
Workshop. Consecutive interpretation between the two languages will be provided for invitees to of-
ficial dinners on the 7th and 8th 5 of July.

19. Mayors/Governors who wish to accompany with a personal interpreter in Mayors Roundtable 
are encouraged to bring the interpreter and s/he will sit next to the head of the city during the Mayors 
Roundtable. Those cities find it difficult to bring the interpreter, please consult with the secretariat by 
7 June 2008.

PROMOTION MATERIALS FOR DISTRIBUTION

20. Participants desiring to circulate promotion materials of their own cities during the Forum are 
requested to consult the secretariat no later than 7 June 2008. 

PRESS ROOM

21. The SMG will operate a Press Room at Onyx Room, Level 2, Lotte Hotel Seoul during the forum 
period. The Press Conference scheduled on 8 July is also to be held in Onyx Room. 

COMMUNICATION

22. Host City Contacts : 
 Information System Planning Burea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Official website: http://wegmf.seoul.go.kr
      - Phone: +82 2 6361 3116
      - Fax: +82 2 3707 9189
      - Email: info@seoul.go.kr
 Secretariat of World e-Gov. Mayors Forum:
      - Phone: +82 2 2082 2307 
     - Fax: +82 2 2082 2314 
     - Emai : Wegmf@meci.co.kr 

INTERNET ACCESS

23. Wireless internet access is available at entire places on level 2 of the event venue for those bring-
ing their own lap tops. Desk top computers are also available at theinternet lounge, located before 
Crystal Ballroom on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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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URN BOOKINGS

24. Those who wish to make a reconfirmation on their return air tickets, please consult with staff at 
the Help Desk, indicated in paragraph 9. 

25. For further details or any enquiries, please contact the Forum Secretariat.

* A pre-forum event World e-Gov. Challenge and Award, an award ceremony to reward out-
standing e-governments among 100 cities in the world, will take place in the event venue prior 
to Welcoming Dinner, the first official program of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 사진으로 보는 초청 활동(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08. 04. 2 ~ 3 : 상해 Intel Developer Forum 

참석 차 상해 방문, 동 시 CIO와의 접견에서 초청

장 전달 및 행사 홍보

‘08. 4. 22 : 후쿠오카 시장 우리시 방문, 초청장 

전달 및 행사 홍보

‘08. 4. 10 : Wyatt 영국 국회의원 우리시 방문, 

행사 홍보 및 런던 시장 참석 독려 요청

‘08. 5. 18 ~ 22 : WCIT 2008 참석 차 쿠알라룸

푸르 방문, 동 시 시장과의 접견에서 초청장 전달 

및 행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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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협조 

1차 초청장 발송 이후 참석자 확인 작업 진행 중 이메일이나 전화로 참석을 독려하는 데는 한계

가 있음을 절감하고, 주한 대사관,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관광공사와 포럼 준비위원 등 다각정

인 경로로 해당 도시 초청자를 공략하였다.

연번 협조기관 추진시기 추진업무 요청사항 추진결과

1

주한외국대사관

(외교통상부 

문화예술사업과 경유)

‘08. 3.25

: 21개국 공관 1차 공

문발송 

▷이후 4개 공관에 추

가 공문발송

주한 그리스 대사관 

포함 

총 25개 공관장에게 협

조요청 공문 발송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본국 초청도시 대표의 

참석 독려

협조요청한 대사관 본국 도

시 중 마닐라 시장 포함 

총 10개 도시대표 

참석에 일조

2
해외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

‘08. 4.25

: 15개 도시 주재 한국 

공관에 공문발송

주불가리아 공화국대

사관 포함 총 15개 공

관장에게 협조요청 

공문발송

주재 시 시장 직접 

방문을 통한 참석 독려

협조 요청한 주재도시 중 

본 포함 총 8개 도시대표 

참석에 일조

3
국제협력담당관,

아시아 팀
행사 준비 기간

일어 및 중국어 관련 

협조요청

총 13개 일본 및 중국 

도시 연락

요코하마, 광저우 등 

해당 어권 7개 도시대표 

참석에 일조

4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08. 4 ~ 6

- 파리 포함 총 9개 관

광공사 주재도시 시장 

추가 초청

- 공사 주재원과 공조

하여 주재 도시 초청업

무 진행

주재도시 시청에 직

접 전화 및 방문 통한 

꾸준한 

참석 독려

프랑크푸르트 등 2개 

도시대표 참석에 일조

5

기타

:WeGMF2008준비

위원회

위원

‘08. 2 ~ 6

준비위원들의 네트워

크를 활용하여 기존 

대상도시 초청업무 

진행

위원들 개별 인맥이 

유효한 도시 대표 

참석독려

마닐라, 몬트리올 등 

여러 도시대표 

참석에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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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인사 초청

국내인사 초청은 시 간부 등 관계자, 포럼에 참석한 도시가 속한 국가의 주한대사, 이번 포

럼에 후원이나 참여하고 있는 기관·기업 대표, 16개 시도 및 자치구청장, 워크샵 연사·토론자, 

서울시 정보화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초청대상자는 리스트로 정리하여 초청장 발송 주소와 연락번호 등을 확보하였고, 주소가 맞

는지에 대해 사전에 전화로 확인하였고, 초청장은 개막식 초청장을 기본으로 하여 환영만찬, 

환송만찬 초청장은 별지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제작하였다. 

초청장 발송 후 RSVP를 통하여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대상 리스트를 작성하여, 좌석배

치·안내 등 국내초청 인사에 대한 의전계획을 수립하였다.

✠ 초청대상자

개막식 환영(환송)만찬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계 185명 21명

시간부 시 간부(1급이상), 관련국장 30

준비위원 포럼 준비위원 8 준비위원 포럼 준비위원 8

장관급 행안부, 방통위 2

후원기관 UNGC 센터장, 담당 2 후원기관 UNGC 센터장, 담당 2

후원기업 기업 CEO 7 후원기업 기업 CEO 7

광역단체장 16개시도 15

시의회의원 의장단, 상임위원장, 재경위원 20 시의회의원 의장단,재경위원장 3

시립대 시립대 총장 1 시립대 시립대총장 1

국내연사 세션 발표자,토론자 10

주한대사 해외도시 참석 대사관 30

구청장 25개 구청 25

학회, 협회 u-city협회, 시정연 5

정보화추진위원 정보화추진위원 30

언론기자 시 출입기자 등

∗ 일반참석자 : 시 직원, 자발적인 등록자, 타 자치단체·자치구 정보화 부서 직원

 (워크샵 참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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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장

봉 투 초청장 표지

초청장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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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 조치

(1) 참석도시 관리

금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서 채택된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을 토대로 발족이 결정

된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가칭)는 서울시의 주도로 발의된 국제기구로서 세계 여러 도시가 회원

으로 가입하여 그 활동을 펼쳐나갈 때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정보화기획단은 서울시를 제외한 

행사 참석 34개 도시를 기구의 창립 회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이 도시

들이 창립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공동사업 진행에 있어서도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

업 아이디어 발굴, 회원 간 화합 도모, 꾸준한 관련 정보 제공 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협의체 사무국의 전신인 ‘글로벌 전자정부 팀’을 2008

년 8월자로 정보화기획단 내에 신설하여 2009년 실무 회의, 2010년 총회 개최 등 협의체 구성 

전 단계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 추진 업무

 ○ 감사 서한 발송 : 행사 종료 후 정보화기획단은 참석한 34개 해외 도시 시장에게 오세훈 서 

울시장 명의의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은 시장 라운드테이블에서 주제 발표를 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를 구분하여 약간의 내용 변화를 주었으나 궁극적으로는 참석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와 함께 향후 더욱 돈독한 상호 협력을 당부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행

사의 기조 연설자에게도 감사 서한을 발송하였다. 서한은 모두 이메일로 사본 전달한 후 원본은 

참석 도시대표 단체사진을 동봉하여 우편으로 각 도시 시장실에 전달되었다.

 ○ 각종 자료 공유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이 서울시에만 집중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참

석 도시들이 동 행사를 통해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행사 종

료 이후에도 참가했던 타 도시 담당자의 연락정보를 묻는 도시들에게는 해당 정보를 전달하고 기

타 여러 자료 요청 및 질의에 성실히 임하는 등 의사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했다. 또한 

행사 사진에 대한 요청이 가장 빈번하였는데, 시급하게 요청하는 도시에는 각각 이메일로 사진을 

송부해주었고, 이 후에는 프로그램 별로 정리된 사진이 행사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실을 참가 

도시마다 통보하여 참가자들이 손쉽게 필요한 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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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감사서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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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도시에서 시장님께 보낸 서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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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협의체 사무국 구성 : 정보화기획단 내 글로벌 전자정부 팀을 구성함으로써 서울시는 협의체 

사무국 구성을 위한 사전업무의 첫 단추를 끼웠다.  글로벌전자정부팀은 정식 사무국 개소가 있

을 때까지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참석 도시들을 위하여 행사 및 향후 업무 관련 창구

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후 사무국장 초빙과 업무 별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등 인력 충원을 시작

으로 사무국의 개소 절차를 밟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협의체 사무국의 모습을 갖추어 나갈 것

이다. 또한 창립 회원으로 가입할 도시들의 신청 절차 안내부터 ‘09 실무회의 준비에 이르기까

지 협의체 설립단계 진행상황을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참석 도시 및 관심 도시에게 전달하

는 등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 관심도시 관리

정보화기획단은 행사 후속 조치 중 한가지로『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참석을 확정하였으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을 통보해야 했던 도시와 비록 참석은 못했지만 행사에 지대한 관심

을 보인 도시 총 18개를 선정하여 시장 포럼의 전반적인 결과를 통지해 주었다. 결과 안내는 서

울시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이 해당 도시 CIO에게 보내는 서신에 결과 요약문을 첨부하는 형

식으로 이메일 발송되었다. 이를 통해 해당 불참 도시들에게 행사의 성과를 홍보하고 협의체 활

동에 동참하여 줄 것을 독려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 향후 계획

기본적으로 위 18개 도시 대표들에게는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회원으로 가입을 권유할 예정

이다. 정보화기획단의 글로벌 전자정부 팀이 주축이 되어 18개 도시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꾸준히 관련 소식 및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도시 대표들이 향후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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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초청, 각 대륙 별로 공략한다.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초청 시 대상 도시들이 지구촌 각 대륙마다 산재한 관

계로 접촉할 때마다 개별 시차를 맞추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속한 대륙

에 따라 도시마다 차별화된 방법으로 초청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을 

한발 늦게 배울 수 있어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다음은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귀뜸해

주는 대륙별 도시 공략법이다.

 ∙ 아시아 : 아무래도 아시아인들은 우리와 정서가 비슷한 경향이 있다. 즉, 상대 도시 담

당자와 한번 친근한 관계가 되면 실무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서울시 담당자에게 있어 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실제로 주말도 가리

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답변을 주려고 노력해 주었던 담당자들은 다 아시아 지역 도시 직

원들이었다. 업무 관계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라도 적정한 선에서 친분을 쌓을 수 있도

록 노력하자.  

단, 국제교류과 소속이라도 영어 의사소통이 그다지 원활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곳이 아시아 도시들이다. 따라서 전화로 내용을 전달하였더라도 항상 이메일·팩스 등을 이

용해 글로써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어야 확실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 유럽 : 모든 정부 기관이 그렇지만 특히 유럽 도시 정부들이 예산 집행에 있어 다소 엄격

한 경향이 있음을 초청 업무를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금번 포럼의 초청 내용을 최초로 통지

한 시기는 1월 말(초청 서한 우편발송은 3월), 이 당시 상당수의 유럽 도시들은 이미 전년

도 말에 2008년 예산이 확정되어 시장이라도 포럼 참석 비용을 추가 지출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온 도시들이 상당히 있었다.

참석 비용에 대해 한 가지 덧붙이자면, 우리시는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도시 대표와 수행

원 1인의 3일간 체류비용(숙식 및 교통)을 지원하겠다는 점을 초청과 함께 명시하였는데 

암스테르담과 같은 일부 유럽도시는 규정 상 타 도시로부터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자 

도시 예산으로 체류 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도시 초청에 있어 가장 큰 난적은 역시 긴 여름 휴가였다. 우리 행사가 7월 초, 

즉 여름 휴가 기간과 맞물려 있었고 유럽인들이 통상 한달 정도의 휴가를 쓰는 추세는 시장

들에게도 예외로 작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친절하게도 ‘본인은 7.1 ~ 8.1까지 휴가입니

다’하고 직접 이메일 답변을 보내온 도시 시장도 있었다. 행사 시기 선정에 있어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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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을 피할 수 없다면 초청 대상자가 휴가 계획을 잡기 전에 초청장을 보내어 행

사의 중요성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

∙ 북미 : 유럽 도시와 마찬가지로 시 예산 집행에 있어 철저하므로 사전에 초청장을 발송하

여 참석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과 더불어 참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참석의 당위성에 대해 타 대륙 도시보다 북미 도시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타 대륙 도시들은 행사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 및 어떠한 도시 대

표가 참석하는 지에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북미 도시들에게는 단순한 협

력 증진이나 공동번영의 달성 등 대의적인 취지도 취지지만 참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

질적인 혜택 주지야말로 참석을 확정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듯 하였다.

∙ 남미 : 가장 전화 통화가 어려운 도시들이 밀집한 곳이 남미 대륙이었다. 낮밤을 바꿔 전

화를 걸어야하는 난제는 차치하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등 유럽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들

이 많아 아시아나 아프리카보다는 영어 의사소통이 용이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자국어에만 

충실한 도시 정부가 많은 곳이 남미 도시들이 아닌가 싶었다. 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임시로 

스페인어 구사자를 동원해 초기 초청 의사 타진을 하기도 하였지만, 남미 도시 공략에 있어 

제일 능률적인 방법은 주한·재외 공관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재외 공관의 활약이 두

드러졌는데 예를 들어 주브라질 대한민국 공관은 연락이 되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던 브

라질 도시들과의 업무 진행에 있어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였다.

∙ 아프리카 : 타 대륙 별 도시와 비교할 때 아프리카 도시들은 전자정부 인프라조차 구축되

지 않은 도시의 수가 상당하였으나 행사의 대의 중 하나가 정보격차의 해소인 만큼 아프리

카 도시의 참석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초청 업무 진행 시 역시 문제는 의사소통이었는

데 통신 기반시설이 낙후한 도시인 경우 겨우 시차를 맞춰 전화를 했더라도 수신 상태가 너

무 나빠 대화를 나눌 수 없기도 하였다. 따라서 아프리카 역시 재외 공관을 활용하는 방법

이 최선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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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의리의 사나이, 페르난도 마닐라 시장

초청 업무에 부심하고 있던 3월 초 정보화기획단에 날라든 희소식 하나. 동남아시아 주요 

도시 중 하나인 마닐라 시장이 행사에 참석하겠다는 통지였다. 중요한 도시이기는 하나 다

른 도시와 비교해 특별히 정성을 쏟은 곳이 아닌 까닭에 기쁨은 배가 됐지만 사실 너무나 빨

리 참석 확정을 해 줘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닐라 시장의 참석의 배후(!)에

는 라진구 행정1부시장의 밑물 작업이 있었음을 곧 알게 되었다. 2월에 행사 참석 차 일본 

동경을 방문한 라 부시장이 페르난도 마닐라 시장과 만나 직접 초청장을 전해주며 참석을 

여러 번 당부하였던 것이다. 참석 통보 당시 시장급이었던 페르난도 시장은 이후 승급을 하

여 필리핀의 수도 대표이자 장관급 시장이 되어서 라진구 부시장을 더욱 뿌듯하게 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두 사람의 인연은 특히 마지막 환송 만찬을 통해 더욱 

돈독해질 수 있었는데, 이는 페르난도 시장이 미리 준비한 선물을 라 부시장에게 건네주며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행사, 부시장님과의 약속 때문에 온 겁니다. 저는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입니다.”라고 재치있게 라진구 부시장의 공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부시장님, 다음번에 부시장님께서 마닐라를 방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불참을 사전에 통지한 도시들은 일찌감치 제쳐두고 다음을 기약하면 되었

다. 하지만 행사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 이미 보도자료에 ‘참석‘으로 표시된 도시

에서 날아왔던 불참 통보는 정보화기획단에게 있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중 당황

스러웠던 4가지 경우를 2E & 2C로 묶어보았다. 

✤ 2E : 지진 그리고 선거 (Earthquake and Election)

초청장을 보낸 중국 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하겠다고 통보한 

양주는 초청 업무 담당자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러나 참석 통보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 대륙은 사천성 지진의 여파로 나라 전체가 비상 상태에 들어섰고, 약

간의 예상은 했지만 설마했던 양주 시에서도 국가적 상황이 상황이니만치 시장의 해외 출

장은 어렵다고 통지해 왔다. 결국 양주 시장의 불참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참석한 중국 도시

대표들 가운데 시장의 참석은 없었으니 사천성 지진의 파장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까지 미

친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선거출마야 말로 이번 행사의 초청 업무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미 초

피할 수 없었던 4가지 악재 - 2E &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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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을 보낸 도시 시장들이 선거로 인해 중간에 새로운 인물로 바뀌는 통에 그 아래 담당자 

연락선을 찾는 절차부터 새 초청장을 발송하는 일까지 새로이 다 시작해야 했었다. 대표적

인 도시로 런던과 로마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선거로 인해 무엇보다도 아쉬움을 남겼던 경

우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 시장의 불참 통보였다. 정보화기획단의 자체적 연락 및 주

한 불가리아 대사관·주불가리아 한국 대사관 도움 외에도 소피아 주재 유엔 직원을 통해 소

피아 시장 초청 공략에 나섰고, 그러한 노력의 결실인 듯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 참석이라

는 반가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참석 통보에 방심하여 관리가 소홀하였던 탓일

까. 그 사이 소피아 시장은 다음 해에 있을 우리나라 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선거 출

마를 결심, 선거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참석은 어렵게 되

었다는 사실을 전달하여 왔다. 그러니 시장 한명 한명의 참석에 목말라했던 정보화기획단

에게 선거는 그야말로 악재 중의 하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C : 공직자 비리 그리고 폭동(Corruption and Coup)

초청장 발송 이후 가장 먼저 참석 통보를 해온 울란바토르의 시장과 서울시자매도시인 방

콕 시지사의 참석은 준비 단계 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다. 하지만 결론부터 얘기

하자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지수가 작용하여 시장의 참석은커녕 두 도시 모두 대표단을 

보내지 못했다. 아피락 방콕 시지사가 소방기구 납품 비리에 연루되어 법원 심리 중에 있

다는 방콕 시 국제협력과의 연락에 담당자는 할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개최 시기에 즈음하여 타이밍 적절하게(?) 발발한 몽골 사상 최대의 유혈 시위 소

식을 행사 전날 접한 담당자는 울란바토르 시 담당직원한테 전화 다이얼을 돌리며 참석 유

무는 둘째 치고 과연 이 직원이 전화는 받을 수 있을까 가슴이 뛰었다. 물론 양 도시 대표 

다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다행히 방콕 시지사의 비리 의혹은 풀렸고, 울란바토르 시도 며

칠 만에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한명의 도시 시장 참석이라도 더 종용시키고자 애를 

써왔던 정보화기획단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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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1. 홍보전략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기적절한 행사의 홍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번 포럼은 축제성격의 시민참여 행사가 아니라 전문분야 소수인 

들의 국제회의였기 때문에 시민 및 언론의 관심유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전통적인 행사홍보와

는 다소 차별화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거시적인 홍보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여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이번 포럼의 홍보 포인트는 무엇보다도 서울시가 포럼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포럼의 의의, 

성공적인 개최결과에 따른 세계도시 및 시민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행사개최에 대한 단순한 

광고보다는 포럼의 성격을 강조하는데 주력하였다.  또한, 홍보범위를 국내로 국한하지 않고, 

시대와 추세에 맞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해외홍

보에도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다.

금회 포럼의 홍보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첫째, 적시적소에 행사를 알릴 수 있도록 단계별·시기별로 홍보전략을 차별화하여 언론 등  

 각 홍보매체의 관심을 적극 유도하고,

둘째, 세계 최초로 열린 국제 전자정부관련 포럼으로서 행사기간 중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 

 는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였으며,

셋째, 공공 및 민간분야의 홍보매체를 적극 발굴하여 IT 선진도시 서울이 이룬 성과와 행사 

 의 의의를 알릴 수 있도록 역점을 두었다.

2. 홍보방향 및 홍보메시지

(1) 홍보방향

이번 포럼은 2008. 4월부터 행사까지의 기간을 4단계로 나누고 시기별 단계별로 홍보컨셉

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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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08. 4～5) : 행사 소개 알림 

 ∙ 2단계 (‘08. 6) : 행사분위기 조성 

 ∙ 3단계 (‘08. 7월 1주) : 행사분위기 고조 

 ∙ 4단계 (‘08. 7. 7 ～ 9) : 행사진행 및 성과 

홍보매체는 신문, 방송, 포스터 등 기존 오프라인 매체뿐 아니라 전파력이 빠르고 노출효과

가 큰 국내·외 민간 포탈사이트, UCC, 인터넷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였고, 옥외전

광판, 지하철 미디어보드 등 우리시가 보유한 홍보매체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2) 홍보메시지

어느 행사이던 행사를 단순명료하게 정의하는 핵심메시지는 구구절절 길게 쓴 기사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적시적소에 표출되는 핵심메시지는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빠르게 유

발한다.  이번 포럼 홍보메시지로는 포럼개최 의의와 전자정부분야 서울의 위상을 알릴 수 있

는 아래 다섯 가지를 선정하고, 전광판, 지하철 모서리 광고, 보도기사 타이틀 등에 적극 활용

하였다.

세계 전자정부 수도 서울,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3회연속 1위 수상

세계 도시 시장 서울에서 전자정부 미래 논의

서울 전자정부 선언 : 세계 도시시장과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국제협의체 창립 합의

서울시가 앞장서 세계 도시 전자정부 국제협의체 만든다

세계 석학 네그로폰테가 말하는 디지털 서울의 미래

3. 홍보추진

홍보전략과 홍보방향을 기본으로 가용 가능한 홍보매체를 조사하여 홍보시기별 홍보이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홍보를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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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홍보매체 비 고

언론·방송·잡지

TBS교통방송, TV서울(케이블TV), 해외언론 프레스투어

기자설명회, 보도자료 제출, 서울사랑(잡지)
서울시

민간 방송사, 주요 신문, 한국 주재 외신기자클럽

해외언론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 해외주요잡지 대행사 이용

온

라

인

웹사이트

공식홈페이지, 서울시홈페이지, WOW서울

서울시 인터넷방송, 자치구홈페이지
서울시

민간 포털사이트 (네이버, 다음 등)

메일링 하이서울 뉴스메일링 서울시

홍보물
가로배너,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미디어보드, 지하철 모서리광고 서울시

홍보매체목록

(1) 사전 기자설명회 개최

포럼개최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출입기자를 대

상으로 기자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다.  1차 설명회에서는 전반적인 행사소개와 개최의의를 알

렸고,  2차 설명회에서는 서울시의 세계 100대 도시 대상 전자정부 1위 수상의 성과를 홍보하

고, 전자정부 분야 서울시 위상과 함께 세계도시 전자정부 포럼 개최와 세계 전자정부협의체 구

성의 당위성을 알렸다.

  ① 기자설명회 1차

 ▪개최일자 : ‘08. 05. 28(수) 10:00

 ▪보도내용 : 상세내용 별첨

   - 서울, 세계 전자정부의 미래 이끈다

   - 7월 세계 도시 시장들 서울에 모여 논의·토론하는「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개최

   - 정례적·지속가능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및 ‘IT서울선언’ 채택

   - 서울시,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굳히게 될 전망

 ▪보도결과 : ‘08. 05. 29(금) 보도

   - 주요 신문 4건, 방송 2건, 인터넷 및 기타 신문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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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자설명회 2차

 ▪개최일자 : ‘08. 06. 26(목)

 ▪보도내용 : 상세내용 별첨

   - 서울시,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 달성

   - 세계로 수출되는 우수한 서울 전자정부

   - 글로벌 IT리더로서 세계도시간 전자정부협의 기구 구성

 ▪보도결과 : ‘08. 06. 26(목) ～ 6. 27(금) 보도사항

   - 주요 신문 8건, 방송 1건, 인터넷 및 기타 신문 7건

구  분 보도매체 보도제목

신  문

동아일보 9쪽 서울시, 세계 '전자 정부' 주도한다

국민일보 10쪽 '세계 전자정부 포럼' 서울서 개최

파이낸셜뉴스10쪽 7월 서울서 전자정부포럼 세계 34개 도시 시장 참석

서울경제 10쪽 세계 30여개 도시 대표들 '전자정부 협력방안 논의'

방  송
KBS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서울서 열려

YTN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7월 개최

인터넷

및 

기타신문

전자신문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서울서 7월 열린다

연합뉴스 <서울시 "세계 전자정부 우리가 이끈다">

연합뉴스 서울시 7월 市長포럼 개최..'서울IT선언' 채택

뉴시스 서울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최

하이서울뉴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7월 개최

아이티데일리 서울, 세계 전자정부의 미래 '선봉'

쿠키뉴스 서울시，세계 전자정부 선도…‘서울 IT선언’ 채택

보안뉴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7월 서울서 열린다

시민일보 전자정부시장 포럼 7월 개최

오라뉴스 서울, 세계 전자정부의 미래 '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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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도매체 보도제목

신  문

경향신문 014면 서울시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

서울경제 a37면 세계100대 도시전자정부 평가서 서울 3회 연속 최우수도시로

서울신문 016면 서울시 "온라인 행정" 세계 최고

조선일보 a14면 서울시 3년 연속 "전자정부 세계 1위"

파이낸셜 뉴스 011면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 서울시 3년 연속 1위 달성

한국일보 a16면 100대 도시 전자정부평가 서울시 3년 연속 1위

동아일보 a19면 서울시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

아시아경제 025면 서울시 "세계전자정부 수도" 공인

방  송 YTN 서울시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

인터넷

및 

기타신문

전자신문 서울시, 세계 100대 도시중 전자정부 1위

디지털타임스 서울시, 전자정부평가 3회연속 1위

보안뉴스 서울시, 세계 100대 도시중 보안·개인정보보호 최고

IT데일리 서울시, 전자정부 최우수도시로 선정

아이뉴스24 서울,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평가 1위

뉴시스 서울시,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서 3번째 1위

연합뉴스 서울시 '세계 전자정부 평가' 3연속 1위

(2) 일반적인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

홍보매체의 기본이 되는 포스터, 전광판, 가로등 배너, 지하철 모서리 광고 등은 대중 노출 효

과도 비교적 크다.  이런 홍보물은 사전에 제작 심의(간행물,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하고 전광판 

같은 매체들은 홍보가능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행사일정에 따라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① 옥외 전광판 & 지하철 PDP(미디어보드) 홍보

 ▪ 기    간 : ‘08. 6. 25 ～ 7. 9 (15일간)

 ▪ 내    용 : WeGMF 홍보동영상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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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하철 전동차 모서리 광고 

 ▪ 기       간 : ‘08. 6. 30 ～ 7. 9 

 ▪ 배포수량 : 2,000매 (2, 5호선)

 ▪ 내       용 : 세계전자정부 1위 서울,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 개최

③ 가로등 배너

 ▪ 기       간 : ‘08. 6. 30 ～ 7. 10

 ▪ 수       량 : 200조

 ▪ 게첨장소 : 태평로, 행사장주변(롯데·신라호텔), 동대문운동장, 시청광장펜스

④ 포스터 게첨

 ▪ 기       간 : ‘08. 6. 27 ～ 7. 9

 ▪ 수       량 : 500매

 ▪ 배포장소 : 지하철역사(258개소), 중앙부처 및 자치

   단체 공동(자유)게시판, 시청청사

  ※ 포스터는 대표적인 행사 홍보물이지만 근래에는 적절한

      부착장소 및 부착인력이 순조롭게 지원되지 않으므로 다량

     제작하더라도 큰 홍보효과를 보기 힘들다.

⑤ 서울사랑 7월호 게재

 ▪ 게재코너 :  서울은 지금

 ▪ 타 이  틀 :  서울, 세계전자정부 미래 이끈다

 ▪ 내      용 :  7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요, 내용, 전시 등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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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매체를 통한 홍보

세계 최고의 인터넷 사용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등 온라인 매체를 이용한 홍보

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이번 포럼은 IT분야의 행사인 

만큼 온라인 홍보를 중시하여 인터넷 주요 포탈사이트와 서울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온라

인 매체를 통한 홍보에 더욱 집중하였다.  특히, 서울시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외에도 

국내 최대 포탈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 행사배너 표출이 결정됨에 따라 다

수 대중에게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① 서울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 배너 표출

 ▪ 기   간 : ‘08. 6. 16 ～ 7. 9 

 ▪ 내   용 : 행사로고,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개최

 ▪ 방   법 : 일반적 홍보배너 사이즈로 포럼배너를 제작하여 각 기관 배포

 ② 네이버, 다음 포탈 사이트 행사 배너 게재 

 ▪ 기   간 : ‘08. 6. 23 ～ 7. 9 

 ▪ 내   용 : 행사로고,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개최

 ▪ 표출위치 : 포탈사이트 메인 중간 

네이버(naver) 다음(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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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하이서울 뉴스 메일링

 ▪ 시   기 : ‘08. 5. 29(1차), ’08. 7. 3(2차)

 ▪ 내   용 : 행사전반, 개최의의 등 

  ④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 본 행사 인터넷 생방송

  ▪ 시 기: ‘08. 7. 8(화)

  ▪ 방   송    사   이   트  :  4개 사이트

    - 서울시 인터넷방송 :  tv.seoul.go.kr

    - 공  식  홈 페 이 지 :  wegmf.seoul.go.kr    

         - W   O   W  서  울 :  wow.seoul.go.kr

   - 아 프 리 카   T  V :  hiseoul.afreeca.com

  ▪ 방 법 : 서울시 인터넷 방송의 생방송 화면을 4개 사이트에 동시 송출

(4) 해외 홍보 강화

이번 포럼은 세계 35개 도시시장 및 CIO가 참석하여 전자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하고 상

호협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에 따라 해외홍보 매체를 적극 발굴하고 행사를 홍보하

여 세계인에게 서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리려고 노력하였다.  

해외홍보 매체로는 오프라인보다는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홍보에 무게를 두었고, 이번 포럼 

참가도시 국가와 인터넷 사용 인구를 고려하여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추진하였

다.  또한,「해외언론 보도자료 배포 서비스」라는 새로운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해외의 많은 온

라인 사이트에 행사기사를 게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해외 주요사이트에 포럼기사가 게

재됨으로써 Google 등 해외 글로벌 검색사이트에서 포럼의 키워드(예: wegmf)를 입력하면 

즉시 관련기사가 표출되어 네티즌으로 하여금 WeGMF 공식 홈페이지 및 정보접근이 용이하도

록 근거를 남겨두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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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외 공공행정 잡지《PSTM》홍보

  ▪시 기 : 4월호, 6월호

  ▪내 용 : 행사개요 및 일정 

  ※ PSTM (Public Sector Technology&Management) : 

    싱가폴 소재 알파벳미디어에서 발행하는 아태지역 공공부문

    효율성·투명성·신뢰성을 다루는 유일한 잡지

② 해외언론 보도자료 배포

 ▪배포시기 : ‘08. 7. 2

  ▪대행업체 : PR Newswire, http://www.prnewswire.com

         ※ AP, 로이터, 신화 등 전세계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

  ▪배포국가 : 중국, 일본, 미국, 독일, 터키

  ▪보도자료 : 상세자료 별첨

  ▪배포결과 : 178개 주요 사이트에 행사기사 배포

③ 참가도시 주요 웹사이트 행사배너 게첨

  ▪홍보기간 : ‘08. 6. 23 ～ 7. 9

  ▪대상국가 : 미국, 독일, 중국(텍스트 게재)

  ▪홍보사이트

※ 오프라인(신문, 잡지 등) 보도결과 모니터링은 다소 어려움

Forbes.com IT Industry Today Austin Business Journal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2장 추진과정 ∙ 103

④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즈 온라인 사이트 홍보

  ▪홍보기간 : ‘08. 6. 23 ～ 7. 9

  ▪홍보내용 : 행사로고로 공식홈페이지 링크

  ▪홍보방법 : WeGMF 로고를 생동감있게 움직이는

                     플래시로 제작, 네티즌 흥미유발

미국
(www.pcworld.com)

독일
(www.chip.de)

중국
(www.sina.com)

 ⑤ 국내 영문방송 "아리랑 TV" 행사 소개

  ▪방송시기 : ‘08. 6. 13(금) 23:30, 6. 21(토) 11:00, 6.22(일) 7:30, 17:30

  ▪방송프로 : 뉴스플래시 관심뉴스 코너

  ▪방송내용 : 행사동영상(30초) 및 기자 행사 설명

 ⑥ 한국 주재 외신기자 클럽 보도자료 제공

  ▪시      기 : ‘08. 7. 2

  ▪자료내용 : 행사개요, 행사개최 의의 및 내용 (국내 보도자료 영작)

(5) 언론·방송 인터뷰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사를 꾸준히 알린 결과로써 언론과 방송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포

럼개최 의의와 성과 및 세계 전자정부 1위 서울의 위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요청이 많았으며, 

정보화기획단장, 과장, 팀장 등 간부들이 인터뷰에 응하여 충실히 설명하였다.

 ①  TV 서울

 ▪ 방송일자 : 2008. 7. 4(금) 16:00 이후 뉴스

 ▪ 인터뷰자 : 정보화기획담당관

 ▪ 내      용 : 행사소개, 개최의의, 시장라운드테이블 및 「서울IT선언」 소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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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교통방송 라디오 

 < 1차 >

 ▪ 방송일자 : ‘08. 7. 4(목) 11:30 

 ▪ 프 로 명  : 서울ⓝ문화

 ▪ 인터뷰자 : 정보화기획팀장

 ▪ 내      용 : 행사의 성격 및 내용, 참가자소개, 시민참여부문

 < 2차 >

 ▪ 방송일자 : ‘08. 7. 5(금) 07:30 

 ▪ 프 로 명  : tbs 서울광장

 ▪ 인터뷰자 : 정보화기획단장

 ▪ 내      용 : 세계전자정부 3연속 1위의 서울시 전자정부 소개, 서울시 위상

       포럼개요 및  주요 의제, 시민참여행사 소개 

 ③ 전자신문

 ▪ 보도일자 : 2008. 7. 4(금)

 ▪ 방      법 : 서면인터뷰

 ▪ 내      용 : 포럼의 개최배경, 전자정부 출범 후 변화된 서울시 행정환경과 성과,

        「서울 IT선언」의 의의 등

 ④ 비지니스코리아

 ▪ 보도일자 : 2008. 7월호 (발간일 : 7. 10기준)

 ▪ 인터뷰자 : 정보화기획단장

 ▪ 내     용 : 전자정부 출범이후 변화된 서울시 행정환경과 성과, 시스템 수출에 대한  

        서울시의 비전과 성과, 포럼의 주제 및 서울시의 직·간접적인 이익, 서울  

               IT 선언과 협의체 구성의 의의 및 향후 구체적 활동 등

 ⑤ YTN 라디오

 ▪ 방송일자 : 7. 12(토) 06:10, 22:10 (2회)

 ▪ 프 로 명  : 수도권 핫이슈

 ▪ 인터뷰자 : 정보화기획단장

 ▪ 내    용 : 포럼의 발족 계기와 취지,「서울 전자정부 선언」의 주요내용 및 의의, 향후  

      세계 도시간 협력방안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2장 추진과정 ∙ 105

4. 포럼기간 중점 홍보사항 및 결과

행사 전 홍보의 결과는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과 행사기간 중 언론과 방송의 관심도로 나타나

며 이러한 관심도는 많은 대중들에게 행사를 다시 어필하는 또 한번의 좋은 기회가 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포럼일정에 맞춰 일자별로 중점 보도 포커스를 정하고 단계적인 보도를 추진함으

로서 효과를 높였다.  첫날 7. 7(월)에는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시상식』을 보도하여 

‘03, ‘05, ‘07년 3회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서울의 영예와 이번 포럼을 서울이 개최하게 된 

배경을 집중 조명하였다.

개막식과 포럼의 꽃인『시장라운드 테이블』이 진행된 둘째 날 7. 8(화)에는 역사적인『서울 전

자정부 선언(Seoul e-Government Declaration)』을 비롯하여 세계도시가 참여하는 『세

계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설립 및 의의를 보도하고, 동시에 시장님과 세계석학 네그로폰테와의 

대담 기획기사를 진행함으로써 행사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하였다.  또한,『시장라운드 테이블』

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행사장 프레스센터에서는 정보화기획단장의 주재하에 기자설명회

를 개최하여 내방 기자들에게 포럼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08. 7. 8(화) 언론·방송 보도현황

구  분 보 도 매 체 보 도 제 목

신  문

동아일보 a15면 오늘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서울신문 015면 세계 전자정부 포럼 개막

조선일보 a12면 "세계 전자정부 포럼" 오늘 서울에서 열려

한국일보 3면 세계전자정부 포럼 오늘 개막

코리아타임스 04면 Mayors of Cities Gather for e-Government Forum

방  송

YTN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내일 개막

SBS 세계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

한국경제TV 서울시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개막

인터넷 

및 

기타신문

연합뉴스 서울시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8일 개막

전자신문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거는 기대

뉴시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개막

CBS노컷뉴스 오세훈, 세계 도시 시장과 만나 협력 방안 모색

하이서울뉴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오늘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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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자정부선언」 이후 기자설명회 (연합뉴스 7.8(화) 보도내용)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은 8일 발표된 '서울 전자정부

(e-Government )선언'과 관련해 "선언에 참가 세계 도시들은 

앞으로 1대1 도시 협약을 맺지 않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필요로 하 

 는 도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국제적 협력이 용이

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세계 35개 도시 대표들은 이날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에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담은 ̀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

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에 사무국을 두는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발표했다.

다음은 송 단장과의 일문일답. 

 - 선언 명칭이 바뀐 배경은

 ▲ 당초 '서울 IT 선언'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IT가 전자정부 시스템의 기반이기 때문이었는 

  데, 여러 시장들이 주제를 'IT기술'로 한정하기보다 IT가 녹아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바꾸게 됐다. 시장들은 아무래도 시민들과의 소통 방식, 한 도시 

  의 네트워킹이 다른 도시 행정에 도움을 어떻게 줄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 선언 이름에 '서울'이 들어가는 것에 다른 시 관계자들의 이의제기는 없었나

▲ 일단 개최 도시에서 우선권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번 모임의 취지가 

   도시간 협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의제기는 없었다. 

- 다른 도시에 사무국이 생긴다면 서울 사무국과의 역할 분담은 

▲ 서울이 주도권을 갖고 여러 일들을 해준다는 것에 대해 다들 고마워하고 있으며, 거꾸 

 로 "너희가 이 일 해주겠느냐"고 질문 던지면 "서울이 해줘야 한다"고 답할 것이다. 

   다만 다른 도시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서울이 서포트해 줄 것이다. 

- 2010년 총회가 예정돼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임기 중인가 

▲ 이젠 서울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들과 하는 것이므로 아직 모르겠다. 

   내년에 준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때는 개최날짜가 정해진 상태일 것이다. 

- 이번 포럼을 자체 평가한다면 

▲ 앞으로는 국제적 협력이 좀 더 쉬워질 것이다. 현재는 1대1로 도움이 필요한 도시들과  

 MOU(양해각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커뮤니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 생겨서 좋 

 다. 커뮤니티 형식이란 별도의 절차 없이도 한 도시에서 공개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도 

 시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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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 7. 9(수) 언론·방송 보도현황

구  분 보도매체 보도제목

신  문

조선일보 2쪽 "시민 제안이 실제 정책되다니... 서울은 전자정부의 훌륭한 사례"

중앙일보 2쪽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동아일보 4쪽 "디지털 행정이 효율-투명성 높여"

서울신문 4쪽 "도시 간 정보격차 해소를"

한국경제 5쪽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개막

국민일보 5쪽 '전자정부' 의기투합

서울경제 5쪽 '전자정부 협의체' 만든다

코리아타임즈 Seoul Vows to Boost 'e-Government'

방  송

YTN 전자 정부의 오늘과 미래 한자리(동영상포함)

MBC 35개 도시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MBC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식

KBS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

인터넷

및 

기타신문

파이낸셜뉴스 세계전자정부 포럼 서울 개막

뉴시스 <종합>서울 등 세계 35개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연합뉴스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문답>

한국일보 서울등 세계 35개도시 교류·협력 'IT선언' 채택

노컷뉴스 서울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서 선언문 채택

디지털데일리 서울 중심의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연합뉴스 세계 35개 도시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종합)

뉴시스 <일문일답>오세훈-네그로폰테 대담

쿠키뉴스 세계 35개 도시 ‘서울정보기술 선언’ 채택

ITDAILY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서울 IT 선언’ 발표

전자신문 “정보격차 해소는 전자정부의 주된 목표”

전자신문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

연합뉴스 '전자정부 포럼' 개막..'서울 IT선언' 채택

헤럴드경제 전자정부 포럼 개막 참석

머니투데이 세계전자정부포럼 개막...'서울IT선언'채택

뉴시스 <전문>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서울IT 선언

하이서울뉴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 ‘서울 IT 선언’ 발표

아시아경제 오세훈시장, 세계 시장들과 '서울 IT 선언' 채택

뉴시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

전자신문 ÌT리더 서울 ̀세계에 알린다

보안뉴스 오 서울시장,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협력방안 논의

디지털타임스 '전자정부' 세계 도시를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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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행사의 홍보전략과 홍보방향이 세워졌다면 이를 기본으로 홍보시기, 홍보이슈, 홍보매

체 등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한다. 이때 문서화된 홍보계획서를 토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해야 할 일들을『타임스케쥴표』로 작성해 두고 추진사항을 체크하

며 업무를 진행하면 계획한 홍보를 놓치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 

  『타임스케쥴표』를 보면 전체 홍보 추진일정이 한눈에 망라되므로 홍보매체 또는 사례별

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행정처리나 자료준비 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반드시 홍보분야만을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네이버 포탈사이트 홍보”- 못 먹는 감 찔러 봤더니 맛만 좋더라

  우리나라 최고의 포탈사이트를 꼽아보라고 하면 누구나 『네이버』를 들 것이다.  그 명성

에 따르는 홍보효과 만큼 네이버를 비롯한 유명 포탈사이트에 광고를 내건다는 것은 (물론 

광고위치에 차이는 있지만) 비용이 가히 천문학적이라 우리 같은 저예산 행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행사를 두달 앞둔 5월의 어느 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관하는「OECD 장관회의」홍보

배너가 네이버에 뜬 것을 보고 우리 포럼배너도 저기에 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까짓것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라는 마음으로 네이버 광고의뢰 담당자에게 이번 포럼의 

의의와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를 요청하는 간곡한 메일을 보냈다.  답장은 그로부터 이틀 뒤

에 왔는데, 의외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식이었고, 검토기간이 좀 길었지만 홍보가 

확정되고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내가 바라던 그 자리에 배너가 걸리게 되었다.  

   모든 일이 그렇다.  ‘안될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만다면 정말 안되는 것이고, ‘못 먹는 

감이다’ 생각하고 돌아서면 정말 못 먹는 거다.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실감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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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해외언론 배포 서비스 보도자료 (‘08. 7. 2)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to be Held in Seoul

7 - 9 July 2008, Lotte Hotel Seoul, SEOUL, KOREA
SEOUL, South Korea, July 2 /Xinhua-PRNewswire/ -- From 7 to 9 July 2008, World e-Government May-
ors Forum will take place in Seoul with the participation of mayors and governors from some 40 cities 
across the globe. Along with the heads of the cities, CIOs and IT experts of cities from every continent, 
including Amsterdam, Ankara, Barcelona, Beijing, Berlin, Bonn, Helsinki, Jakarta, Manila, Nairobi, Perth, 
San Francisco and Sao Paulo, will get together in Seoul to discuss future perspectives of e-governments 
and ways to boost further collaboration between the cities. 
    (Photo: )
    Hosted by Seoul and co-sponsored by UNDESA and UNGC, the Mayors Forum will be held under the 
theme World e-Government-its present and future, building up a model of e-government cooperation, aim-
ing to provide a platform to share outstanding models of each e-government practice,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cities, and present fresh vision for future e-governments. 
    Presided by the Seoul Mayor Oh Se-hoon, Welcoming Dinner on 7 July will be the first official event 
of the Forum, while Mayors Roundtable on the following day will highlight the entire forum by serving 
as a discussion ground for the mayors and other representatives. Besides, Dr. Nicholas Negroponte, who 
is well-known for his roles as a chairman of One Laptop Per Child (OLPC) Association and a founder of 
MIT Media Lab, will deliver a keynote remark. Another keynote speaker during Opening Ceremony is Mr. 
Guido Bertucci who is a director of Divis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Management 
(DPADM) of UNDESA. 
    Above all, the mayor of Seoul and other leaders of participating cities will jointly proclaim Seoul IT Dec-
laration, whose main points are to come up with practical ways to reinforce e-government collaboration. In 
addition, participating cities will discuss an issue of forming a cooperation body between e-govern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operation body, prospective member cities will launch and carry out 
wide-ranged yet specific on- and off-line joint projects, including projects on sharing outstanding models 
of e-governments, narrowing the digital-divide, enhancing administrative productivity and transparency 
by utilising IT, and formulating and disseminating strategies on eco-friendly IT or Green-IT.
    For further information, visit the official website of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at http://
wegmf.seoul.go.kr .
    
    Contact: 
     Ms. Jeeyoung, Kim
     Tel:   +82-2-6361-3116
     Email: jeeyoung@seoul.go.kr    

SOUR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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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홍보 타임스케쥴표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WeGMF) 홍보 일정표

구  분 세부추진내용 협조부서 및 내용
6월  7월

 5주전 4주전 3주전 2주전 1주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홍보물

  리후렛, SPOT영상(30초)   투자유치담당관                 
World IT Show 

(OECD장관회의)
                    

  포스터
  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   

  사, 자치구 등
    

간행물

심의
              

디자인

심의
인쇄 배포기관발송    포스터 홍보  

  가로배너 중구청     
간행물

심의
              

디자인

심의
인쇄    배너 홍보  

  전광판/PDP(지하철) 홍보담당관           

전광

판심

의

             전광판 홍보

온라인 

홍보

  해외 사이트 행사배너 홍보

마케팅담당관 

(주요 IT, 포탈사이

트 섭외)

               코리아타임즈 홍보시작 배너 홍보  

  포탈사이트(네이버, 다음)      

  배너홍보
자체추진 민간포탈사이트와 협의 중

노출

배너 

제작

     배너 홍보  

  서울시 홈페이지, 유관기관    

  배너 노출
자체추진                  

배너

송부
    배너 홍보  

  인터넷 생방송(서울

시,WOW,   

  아프리카)

홍보담당관 

(서울시 인터넷생방과

의 연계)

               연계협의                     

생 

방 

송

녹화

방송

  홍보담당관 자체추진                       

메

일작

성

       
뉴스메

일링
      

언론 

방송

아리랑TV 행사보도 홍보담당관     

홍보

자료

제출

              23:30 11:00
7:30 

17:30
                  

해외언론 보도자료 배포

정보화기획담당관, 

마케팅담당관(소요예

산 배정)

                 보도자료/대행업체 계약          보도자료 배포       

교통방송 (TV)
교통방송본부, 홍

보담당관
                              SPOT광고, 뉴스보도 뉴스보도   

교통방송 (라디오)
교통방송본부, 홍

보담당관
                                 

인터

뷰
  뉴스보도   

외신기자클럽 보도자료 배포
마케팅담당관 

(보도자료 배포)
               

마케팅담당관 

업무협의

보도자료 

작성
         

외신보

도자료

배포

         

프레스투어 (일본)

마케팅담당관 

(미구주일정 포럼기간

으로 변경)

                                     

일본언

론 프레스

투어

  

기자설명회 (세계전자정부 

1위 수상)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작성
        

기자설

명회 

개최

              

7.7(월) 

세계전자정부 1위 시상식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작성
                  

언

론 

보

도

   

7.8(화) 

서울IT선언발표 (전자정

부협의체)

언론담당관                   
보도자료 

작성
                 

기자설

명회
  

7.8(화) 

시장님&네그로폰테 특

별대담
언론담당관                대담자료작성                    

특별 

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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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실행 및 관리

1. 일정관리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준비기간은 6개월 정도로 다른 국제회의에 비해 짧았고, 신규로 

기획 개최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를 고려한 타이트한 일정계획이 필요했다. 행사 초기

에는 전체 월별 일정계획을 수립하였고, 매월 마다 월별 일정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며, 

일정표에 따라 일일업무 추진현황과 주간업무추진현황을 작성하였다.

✠ 전체 일정표

업 무 명
기 간
(월)

2007
2008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행사 기본계획 수립 (11월) 1

전문기획사(PCO) 선정(계획수립, 공고, 선정심사, 계약 체결 

등) 및 협약 체결
1.5

Key-note speaker 후보군 선정, 섭외 및 확정 2

초청대상 확정 및 공식 초청장 발송 1.5

세션별 주제발표 내용 및 발표, 토론자 등 확정 1.5

국·내외 홍보물 제작 (리후렛, 홍보자료 등) 1.5

방송·언론·인터넷·서울시홍보매체(지하철, 전광판, 가로등 배

너 등) 활용 홍보
3

행사준비 (참가자 컨펌, 의전사항 확인, 축사·선언문·

발표자료 등 확인, 전시회, 통역, 투어프로그램, 만찬 준비 등)
3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최 0.5

포럼 백서발간, 정산, 영상·사진 정리 등 0.5

서울 IT 선언문(안) 작성 1

행사 공식 홈페이지 구축 2

CI, 슬로건 등 확정 1

준비위원회 구성 운영 

 (매월 1회 정례회의, 필요시 수시 회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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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일정표

구분 업무내용 세부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3~19 20~26 27~02 03~09 10~16 17~23 24~29 02~08 09~15 16~22 23~29 30~05 06~12 13~19 20~26 27~03 04~10 11~17 18~24 25~31 01~07 08~14 15~21 22~28 29~05 06~12 13~19

종합
계획

계획
행사 세부 
운영계획 

수립
              

분야별 계획 
정리

세부운영계획 
수립

       

행사장
호텔 선정 및 

계약
 호텔선정   

행사장 
답사

        공식계약           

초청

기조연설자 
섭외 및 
확정

세계적 
명망있는 

인사(
네그로폰테)

  후보군 선정 섭외 확정                   

UN고위급(
베르투치)

         섭외  확정              

반기문총장 
영상메세지 

확보
      이메일요청  공식요청  외교부 지원  확정   

영상메세지 
접수

     

해외 시장 및 
인사 초청

세계시장 
리스트 확보 
및 e-mail 
초청장 발송

 1차발송  2차발송   안내메일     부시장서한            

공식 초청장 
작성 및 발송

     초청장,리후렛 제작 발송        참석확정       

다각적 경로 
활용 초청 

추진
   주한대사,재외공관,준비위원,PCO,민간(기업,개인) 등 활용 참석 독려        

국내초청

초청대상 
선정, 초청장 

발송, 
참석확인

               대상확정 초청장발송 참석확정       

개회식 개회식

축사자 선정 
및 Contact

               국내축사 확정  
해외축사 

확정
 축사접수    

환영사(
시장님) 문안 

작성
                   문안작성 문안검수     

오프닝 영상 
제작

               기획 제작      

개회식 
시나리오 

작성
                 기획 작성      

사회자 확정                확정 섭외          

회의

세션

세션 
프로그램 

기획, 발표자 
섭외

   프로그램 계획   발표자 섭외    원고접수       

협의체구성 

시장라운드

테이블

협의체 구성 

기본안 수립
     자료조사   협의체 기본 구성안 작성             

참여도시 

사전협의
               

관련문안 
작성

의견수렵 자료접수       

시장라운드

테이블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 작성  
발표주제 및 순서 

확정
     

서울 IT선언문안 

작성
            IT선언 초안 작성  문안감수 문안확정 해외발송     

서울시 발표자료 

작성
             자료조사   발표자료 작성     

전시 전시운영
전시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                

공공전시          부서협의 콘텐츠 확정 공간기획           

민간전시           민간기업 협의 콘텐츠 발굴
콘텐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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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 
구축(국, 

영문)
홈페이지 구축                       

홈페이지 
수정 및 
업데이트

     홈페이지 운영 (업데이트)   

오프라인 
홍보

언론매체 
홍보

          PSTM 4월호 프레스투어 설명 1차보도  성대발표   행사보도  

포스터, 
전광판

                 포스타제작 포스터부착 전광판 홍보   

옥외 광고물 
설치

                     제작 부착   

등록

사전등록
등록시스템 

구축
        해외참가자 국내참가자               

등록접수 및 
참가자 관리

           등록접수 참가자 관리   

현장등록
현장 

등록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구축   운영  

관광
문화체험, IT

투어코스 
확정(

자료조사,
답사), 

운영계획

           자료조사, 답사 코스확정 참가자파악 운영계획     

연회
오,만찬

장소 확정 및 
초청대상자 

확정
           장소확정    대상자 확정         

초청장 발송 
및 RSVP

                   초청장 발송      

만찬사, 답사, 
건배제의자 

선정
                   선정  답사접수    

만찬사 작성                    문안작성 문안검수     

영접 
및 

의전

영접, 환송

공항 및 
관련기관 
업무협조

                   관련기관 협조      

해외 
초청인사 
수송 및 
안내계획

                    영접계획      

참가자 
일정 파악, 
차량확보

                   
참가자 일정 

파악
차량확보    

기념품 기념품 종류 결정 및 
제작

                 기념품 결정  제작     

사후관리 사후관리
감사서한, 

백서, 
결과보고, 
정산 등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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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체크리스트 예시(‘08.5)

구분 추진항목 세부추진내용 Dead Line
업무분장

서울시 PCO

실행계획
운영계획 완료 행사 종합 운영계획 완료 5/16(금) O O

실행계획안 작성 실행계획안 작성/완료 5/23(금) O O

초청
초청도시 RSVP

초청 대상도시별 중간전략 수립 5월~ O

도시별 요청사항 리스트업 / 대응 5월~ O O

협의체 구성 협의체 구성 대상도시 선정 협의 5월~ O O

등록 온라인 등록관리
온라인 등록현황 관리 5월~ O
참가도시 대상 등록안내 메일 발송(일부 요청도시) 5월~ O
Information Note 작성/발송 5월 중 O O

숙박
객실 Blocking

룸 타입 확정 및 (예약)객실 수 산정, 1차 Blocking 5/6(화) O O
룸 타입 확정 및 (예약)객실 수 산정, 2차 Blocking 5/30(금) O O

계약 호텔 계약 협의 5/30(금) O

회의

발표자
기조연설자, 좌장, 패널 선정 완료 5/16(금) O
기본 제공사항 결정 및 제반업무 지원 5/30(금) O O
발표자료 접수 5/30(금)

통역
전체 행사 관련 동시, 순차, 수행통역 계획 수립 5/9(금) O O
주요통역사 사전섭외 완료 5/9(금) O

IT 선언 선언문 작성 O

시스템
관련시스템 사용여부 확정 및 솔루션 구현여부 확인

 (무선인터넷망 설치, 전자문서회의 시스템 등)
5/16(금) O O

개회식

/

연회

영상
UN사무총장 영상메시지 진행여부 확정 5/30(금) O
행사 관련 영상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구성 5/30(금) O

사회자 각 연회별 사회자 검토 및 확정 5/6(화) O

공연
공연아이템 1차 협의 5/2(금) O O
공연아이템 2차 협의 및 확정 5/16(금) O O

무대
무대스케치안 협의(1차) 5/2(금) O O
무대시안 디자인 5/9(금) O
무대시안 협의 및 수정 5/16(금) O O

장치물
장치물 거치 범위 확인 5/6(화) O
장치물 디자인 5/9(금) O
장치물 시안 협의 및 수정 5/16(금) O O

식음료 식음료 메뉴 확정 5/30(금) O

전시

컨셉 및 레이아웃
전체 컨셉 재수립 : 모던한 컨셉, "도심 속의 IT" 5/2(금) O
디자인 레이아웃 수립 및 1차 협의 5/2(금) O O

디자인
전시 컨텐츠 취합 및 구현방법 협의 5/16(금) O O
전시 디자인 5/16(금) O
디자인 수정 및 확정 5/30(금) O O

민간기업 유치
유치기업 확정 5/9(금) O
전시컨텐츠 가이드라인 제시 및 협의 5/16(금) O

홍보
언론 보도자료 집행계획 수립/운영 5/30(금) O

잡지 PSTM 광고계획 수립/집행 5/30(금) O O

관광 IT 투어
Core Post 선정 및 중심 투어계획 재수립 5/16(금) O O
투어일정 최종협의 및 확정 5/23(금) O O

인쇄/제작
안내문

국문 안내문 내용 협의/확정 4/25(금) O O
국문 안내문 디자인 협의 및 수정 / 1차 5/2(금) O O
국문 안내문 디자인 수정 및 최종 확정 5/6(화) O O
국문 안내문 제작발주/수령 5/9(금) O

기타 기타 제작물 계획 수립 5/23(금) O O

기타 기념품 기념품 제안(샘플 제시) 5/23(금)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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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영접 전 사전에 각국 대사관과 연락하여 차량지원 여부 확인!

 ※ 에쿠스의 경우 VIP 2명, 수행원 1명 탑승 가능

 ※ 수행원의 수가 많을 경우 수하물과 의전 담당관 혹은 수행원도 미니밴으로 탑승

 ※ 소나타와 그랜저 차량의 수급이 어려운 경우 다이너스티급 및 SM 차량으로 대체

구분 의전 관례차량 비고 

장관 에쿠스 장관급 

기조연설자 에쿠스 1명 

시장 에쿠스 10개 도시 

부시장 그랜저 TG 11개 도시 

CIO 및 연사 소나타 CIO 15개 도시, 연사 13명 

수행원 
(대표와 함께 탑승) 기본 의전차량에 좌석이 뫼자를 경우 

미니밴으로 탑승함 미니밴(뉴 스타렉스)

수하물 미니밴(뉴 스타렉스)

일반 해외참가자 소나타 성대사전행사, 워크 연사 

2. 행사관리

(1) 수송

공항영접, 행사장 이동 등 해외 참가자의 교통 제공을 위해 수송방안이 마련되었다. 차량은 

초청자 국내 최고급 승용차인 에쿠스를 최고급으로 하여 참가자 직위에 따라 그랜저와 소나타, 

승합차 등을 구분하여 배치하였고, 기조연설자는 행사기간 중 전용차량(에쿠스)를 제공하였다.  

단체 이동시에는 모든 참가자에 대해 27인승 고급 버스로 이동하는 것과 시장급 이상에 대해서

는 전용차량을 별도로 제공하자는 것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관리의 어려움과 전용차량 지원대

상에 대한 형평성 등에 따라 모든 참가자가 대형 버스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일부 도

시에서 행사외 타 기관방문 등이 있는 경우 요청시 별도 차량을 지원해 주기도 하였다.

✠ 공항영접, 환송 시



116 ∙Ⅱ 추진체계 및 과정 

■ 행사장 이동 시 : 환영만찬(롯데호텔->신라호텔)

 - 27인승 고급 리무진 6대 활용

 ○ 기조연설자 시장님 대담 : 전용차량 활용(에쿠우스)

 ○ 해외시장 접견

       - 독일 본시장 : 서울시 관용차량 활용(SM5)

       - 일본 요코하마 시장 : 서울시 관용차량 활용(승합차)

■ 시장접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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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  박

숙박은 기본적으로 행사장이 있는 롯데호텔로 정하고, 숙박비 지원대상이 아닌 해외참가자

가 주변 타 숙박장소를 이용할 경우를 대비하여 행사장에서 10분거리내에 있는 프레지던트 호

텔 등 주변 숙박 장소에 대한 안내와 예약도 대행해 주었다.  ‘08.4월 롯데호텔에 방문하여 숙

박 룸을 확인하고 기조연설자 2명에 대해서는 Luxury Suite급으로, 도시대표 중 시장·부시

장급은 Junior Suite로 도시 대표 중 CIO급 및 수행원, 일반연사 들은 Deluxe급으로 룸을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08. 5월 해외도시 참석예정 인원과 연사들의 수를 감안하여 1차 Block을 설정하고, ’08. 6

월에 2차 Block을 설정하였다.

✠ 2차 객실 블로킹 현황

✠ 객실 블록 설정 흐름도

대상자 Deluxe(실)
Junior

 Suite(실)
Luxury Suite(실)

기조연설자 2

도시대표 15 20

도시대표 수행원 40

세션발표자 4

프리젠테이션 발표자 6

예비(추가도시 시장) 5 5

합계 70 25 2

구분 

일정

해제비율 -
미예약 객실

20%

08. 5월 08. 6월
08.6.27

(회의 약 10일전) 

미예약 객실 
100%

블록 설정 1차 해제 2차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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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물

✠ 제작물 현황

구분 항목
사이즈

가로*세로(cm)
수량 단위 부착위치 사용일 비고

무대제작

사전행사 및 환송만찬(사파이어볼룸) 1 식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내 7.7 13:00

환영만찬(신라호텔 영빈관) 1 식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 7.7 19:00

개회식(크리스탈볼룸) 1 식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내 7.8 09:30

등록데스크 백드롭 1 식 롯데호텔 클락룸 앞 7.7 16:00

호텔사인물

개막식 1 식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입구 7.8 09:30 (호텔 사인물 활용, 호텔 제작)

시장 라운드 테이블 1 식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입구 7.8 11:00 (호텔 사인물 활용, 호텔 제작)

워크샵 행사장 유도 1 개 롯데호텔 1층 동선내 7.9 09:00 (호텔 사인물 활용, 화살표, 호

텔 제작)

GIS 룸앞 사인 1 식 7.9 09:00 (호텔 사인물 활용, 호텔 제작)

U-CITY 룸 앞 사인 1 식 7.9 09:00 (호텔 사인물 활용, 호텔 제작)

의전

/수송

/투어

공항

안내데스크 아크릴 판 147.5*33.2*0.2 1 개 7.6 08:00 단위 CM / 가로*세로*두께

/공항 안내 데스크상단 입간판/인

천공항 7.5일 저녁 인천공항 37번 

데스크에 설치 완료 요청

안내데스크 x-banner 1 개 공항 안내데스크 설치 7.6 08:00

포스터 2 개 7.6 08:00 안내데스크 설치, 그외 부착 금지

안내 데스크에 10장 준비

영접피켓 550*350 12 개 7.4 12:00 가벼운 폼보드로...

테입 탈부착 가능하도록...

인천공항 10개, 김포공항 2개

투어

투어 안내피켓 2 개 7.8 20:00~ 가벼운 폼보드로...

테입 탈부착 가능하도록...

버스 부착 A3 행사명, 차량 앞 유리 설치 7.8 20:00 디자인만, MECI 칼라출력

수송 의전 차량 부착 사인 A4 개 7.4 09:00 디자인만, MECI 칼라출력

장치장식물1

(신라호텔)

행사장 내 가로등배너 5 조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 가로등 7.7 19:00

에메랄드룸 입구 안내 x-banner 2 개 입구 좌우 7.7 19:00 에메랄드룸 입구 양 옆 세팅

하차장 안내 물통배너(T-board) 1 개 신라호텔 1층 하차장 7.7 19:00

호텔 메인출입구 통천 1 개 신라호텔 주출입구 지정 게

시위치

7.7 19:00

유도 사인물 (T-board) 1 개 신라호텔 하차장 7.7 19:00

호텔

외부

가로등

배너

호텔 외부 가로등 배너 50 조 롯데호텔 인근 7.5 08:00

호텔 외부
하차장 안내 물통배너(T-Board) 1 개 롯데호텔 1층 하차장 7.8 09:00

호텔 메인출입구 현판 1900*180 1 식 롯데호텔 지정 게시위치 7.4 09:00

롯데

호텔

내부

현황판 행사 현황판 180*275 1 식 롯데호텔 2층 로비 입구 기둥 7.7 08:00

현수막

크리스탈볼룸 통천 배너 2 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내 7.7 09:00

오만찬 현수막 97*281 4 매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 내 7.8 12:00~

Press Conference 현수막 500*90 1 RO 오닉스 룸 7.8 19:30

GIS Sesstion 700*120 1 식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내 7.9 09:00

U-CITY Sesstion 700*120 1 식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내 7.9 09:00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2장 추진과정 ∙ 119

롯데

호텔

내부

X-

BAN-

NER

Luncheon 안내 4 개 7.8 12:00

행사장 유도 600*1800 2 개 롯데호텔 1층, 3층 에스컬

레이터 앞

- 화살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

록 제작

사무국 동선 안내 600*1800 2 RO 2층 에스컬레이터 앞, 3층 에

스컬레이터 앞

- 화살표는 탈부착이 가능하도

록 제작

유도사인물 7 개 롯데호텔 내부 - (신라호텔과 함께 사용)

등록데스크 1 RO 등록데스크 7.7 16:00

Official Dinner 동선안내 2 RO 2층 에스컬레이터 앞 7.8 19:00

Press Conference 동선안내 1 RO 오닉스룸 입구 7.8 17:30

GIS/ u-City 동선안내 2 RO 2층 에스컬레이터 앞, 3층 에

스컬레이터 앞

7.9 08:00

롯데

호텔

내부

반원

스탠드

(등록데스크) Information 반원 스탠드 1 개 등록데스크 7.7 16:00

(등록데스크) VIP / Press 반원 스탠드 1 개 등록데스크 7.7 16:00

(등록데스크) re-Registration 반원 스탠드 1 개 등록데스크 7.7 16:00

(등록데스크) Onsite-Registration 반원 스탠드 1 개 등록데스크 7.7 16:00

VIP Room 룸사인 반원 스탠드 3 개 2층, 3층 VIP Room 사인,

아테네가든 계단 밑

7.8 09:00

사무국 반원 스탠드 반원 스탠드 1 개 사무국 -

Preview Room 반원 스탠드 반원 스탠드 1 개 사무국 -

Press Conference 1 RO 오닉스룸 7.8 17:30

POP

현장 안내 용 (내용 없음) POP AI 10 개 (사무국) - 행사장에서 안내 문구 A2 출력 

부착 예정

포디움타이틀 3 개 -

기타
테이블 클로우즈(접견테이블) 사이즈체크 1 장 서울시장 접견실 (중앙 테

이블)

7.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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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물 시안

의전 차량 부착 시안 - A4(297mm×210mm) & A3(420mm×297mm)

영접피켓 (550mm×350mm) - 12ea

현장 안내용 POP - A1(594mm×41mm) - 10 ea

룸사인 (250mm×2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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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파이어불룸 기둥장식배너(970mm×2,800mm)-4ea

∙GIS  현수막 (7,000mm×1,200mm)

∙U-CITY 현수막 (7,000mm×1,200mm)

롯데호텔메인출입구현판 (19,000mm×1,800mm) -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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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배너 (600mm×1,800mm)

 인포메이션(6,100mm×2,400mm)

ㆍ점심식사안내네스크-4eaㆍ인천공항안내데스크-1ea ㆍ사무국동선안내-2ea ㆍ등록데스크-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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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북

✠ 프로그램 북

(4) 가이드북, 프로그램 북 제작

행사당일 배포할 제작물로 가이드북과 프로그램북을 제작하였다.

 가이드북은 영문과 국문으로 행사프로그램, 행사장안내, 행사내용과 기타 행사관련 정보들을 

포켓용으로 제작하고 네임텍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하여 언제든지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고, 프로그램북은 영문책자로 제작하여 프로그램 상세정보와 도시소개집, 발표자

료집 등을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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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대시설 운영

 ∎ 제작물 시안

 ○ VIP휴게실 :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 룸

해외 도시 시장 등 대표들이 회의 중이나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쉴 수 있도록 VIP휴게실을 별

도로 마련하였다. 롯데호텔 2층 에머랄드룸에 마련한 VIP휴게실에는 영어가능 안내요원을 배

치하고, 전통한과와 오미자차등 전통음료를 준비하였고 영자신문·잡지책 등 안내물과 인터넷

이 가능토록 준비하였다.

 ○ VIP대기실 : 롯데호텔 2층 제이드 룸

 제이드룸은 개막실 연설자들의 사전환담 및 대기 장소로 활용하였다.

사용일시 2008. 07.08 (수) 08:30~18:00

수용인력 40명 (최대 60명)

사용 대상자 해외초청인사(라운드테이블 참석인사)

인력 영어 가능 자원 봉사자 1명

물품 사방화, 쇼파, 옷걸이, 테이블, 무선인터넷

사용일시 2008. 07. 08             08:30~12:00

수용인력 7명

사용 대상자 서울시장, 기조 연설자, 본 시장, 행안부 차관 등

인력 영어 가능 자원 봉사자 1명

물품 사방화, 쇼파, 옷걸이, 테이블, 무선인터넷

안내물 배포대 

- 영자 신문 및 잡지책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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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운영

포럼 사무국은 롯데호텔 3층 파인룸에 배치하고 행사하루전인 7.6일 입주하여 행사준비와 

물품보급 및 관리, 포럼 참가자 지원업무 등을 맡아 처리하였다.

 ○ 사무국 배치

구분 항목 수량 비고

물자

데스크탑 2대

레이저프린터 2명

칼라프린터 1대

전화기 3개

팩스 1대

음료대 및 냉온수기 1대

고속 복사기 2대

복사용지 1식 흰색

상황판 1개

작업대 1식

무전기 30대

사무용품 1식 연실, 펀칭, 자 등

행거

음료대

상황판

복사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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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부대시설 운영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은 장소별 사용대상, 사용 인원, 용도 계획등을 검토하

여 배치하였다. 필요한 물품을 산출하고 장소 셋팅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업무 추진 시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였다.

구분
사용기간

위치 담당자 비고
날짜 시간

Preview Room

7.7 12:00~17:00 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 운영요원 1명

무선 인터넷 설치7.8 08:30~12:00 롯데호텔 3층 토파즈룸 사무국 관리

7.9 08:30~17:00 롯데호텔 2층 제이드룸 운영요원 1명

공연단 대기실 7.8 13:00~18:00
롯데호텔 3층 토파즈룸 사무국 관리

롯데호텔 2층 오닉스룸 2

도우미 휴게실 7.8 08:00~18:00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볼룸 

∎ 시장 접견 장소 : 롯데호텔 3층 아테네 가든

해외도시 시장 접견 중 일정상 시장님 접견실에서 접견이 어려운 2개도시(독일 프랑크푸르

트, 벨라로시 민스크) 시장 접견을 롯데호텔 3층 아테네 가든에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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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 호

경호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출입 통제 등 행사

의 보안을 위해 필요하나 행사의 분위기를 깨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설 

경호요원으로 준비하였다. 경호는 메인행사인 개막식과 시장라운드테이블에만 배치하는 것으

로 정하고, 전시 야간 물품 관리를 위한 야간 경호요원도 배치하였다. 사설 경호요원 배치를 위

하여 호텔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배치 장소를 정하고, 영어가 가능라고 국제회의 의전 및 경호

경험이 많은 경호원으로 선발 배치하였다.

환영만찬 등 외부행사는 야간에 외부에서 있을 위험과 교통혼잡으로 있을 수 있는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하여 경찰청에 협조를 의뢰하여 진행하였다.

✠ 경호 기본 계획

구분 프로그램 종류 내용 비교

경찰청 환영만찬 콘보이 롯데호텔 신라호텔 교통 혼잡으로 인한 이동 시간 단축

시장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 경호 롯데호텔 2층, 1층 4명

전시장 전시장 물품 관리 야간 전시장 경호 1명

✠ 경찰청 및 사설경호 사전 준비 일정표

날짜
내용

사설경호 경찰청

6.30 (서울시청) 공문서 발송 완료

7.1 사설 경호 인력 확정 및 배치 경찰청 담당자 확인 & 자료 배송

- 경찰청 담당자 미팅

7.6 사설 경호 현장 확인 및 체크

7.6 사설 경호 계획 확정 및 미팅

7.8~ 현장 경호 현장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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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경호 인력 배치

✠ 인력 배치도

인리 구분
7월 7일 7월 8일 7월 9일 

8시 -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15시 16시 17시 18시 19시  20시 21시~  8시 9시 

사설 경호 1 롯데호텔 2층 전시 오찬장 전시장 1층 하차장 

사설 경호 2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륨 앞 3F 사파이어볼륨 

사설 경호 3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륨 앞 3F 사파이어볼륨 

사설  경호 4 롯데  2F VIP 룸 입구  

전시 경호 롯데호텔 2F 로비 롯데호텔 2F 로비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2명 

롯데호텔 1층 입구  

[롯데호텔 1층 도면]  

사설경호

롯데호텔 2층 VIP Room 입구  

[롯데호텔 2층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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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시 대처방안

비상상황 대처방안 상제 내용 

현장 사고 발생 대비 보험가입 
∙행사 기간 중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해 행사  참가자 및 

    운영 요원 보험 가입 

현장 위험물 사전 정검 경찰청 ∙행사 1일 전 행사장 위험물 사전 정검 

화재 발생 

소화기 위치 파악 ∙롯데호텔 소화기 위치 사전 파악 후 운영  요원 교육 

종로 소방서 항시 대기 
∙비상시 대처를 위해 종로 소방서 공문 발송 

∙기간 둥 대기 

응급 환자 발생시 서울 백병원 

∙필요 시 샘뷸런스 대기, 의무실에 의사 & 간호사 지원 

∙현장 의료사고 발생시 staff 보로 후 의무실 이동 

∙의무실 1차 응급 처치 (위급시 인접 병원으로 긴급 후송)

운영 상 비상 상황 테크니션 항시 대기 
∙기자제 및 시스템 오류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테크니션 

    항시 대기 

야외 행사 시 우천 시 사전 대처 안 마련 ∙환영 만찬 및 투어의 경우 대처안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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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 영접·영송

의전분야는 해외 도시대표들이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각각의 개별 행사 진행의 요소요

소와 연관이 되어 있어 범위가 포괄적이나, 개별 행사의 의전 관련 주요 사항은 각 행사부분에

서 기술하기에 여기에서는 공항출발 후 호텔에서의 영접 및 영송, 환영만찬, 환송만찬, 개막식

에서의 귀빈실 운영, 도시대표 및 기조연설자 시장님 접견 및 워킹그룹 미팅 등에 관련한 사항

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의전 지원 인력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진행함에 있어 의전분야에의 투입인력은 4개 그룹으로 분

류할 수 있다. 서울시 집행부와 PCO의 전담인력 외에 외국 참여도시 대표들의 영접을 위한 영

접관들과 대표들이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스케줄 조정 및 안내를 담당하는 리에종(liaison)들

이 그 주체들이다. 

이중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2명이 배치되어 1명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영접하는 일을 주관하여 

담당하였고, 다른 한명은 호텔에서의 영접, 본 행사 전 도시대표와 정보화기획단장의 사전면담 

주선, 행사기간 중 시장면담 및 시청 관련 부서 방문·견학 등 개별 스케줄 지원, 환영만찬 및 환

송만찬시 각 도시대표들간 소개 및 시장님과 부시장님 안내 등을 담당하였다. 

PCO에서는 공항에서의 영접 요원들 외에 호텔에서 의전을 총괄하는 전문인력 1명, 영접·영

송 담당인력 1명과 호텔 체크인·아웃 담당으로 2명을 호텔로부터 별도로 배정받은 전용 프론트

에 배치하였다. 사무국에는 도시 대표들의 이동과 차량배차를 총괄하는 담당 1명이 별도로 배

치되어 의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PCO에서는 단순히 입국하는 도시대표들의 영접에만 주

의를 기울이지 않고, 미리 통보받은 항공스케줄에 대하여 미리 해당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정상

적으로 예약이 유효하게 되어있는지를 재확인하여 영접수행에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

록 한 것도 세심한 일처리의 한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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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접관

서울시에서 주관하였던 다른 국제회의 등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항에서의 영접과 호텔까

지의 동행안내에 영접관을 배치하여 서울시를 대표하여 해외 도시대표를 영접하도록 하였다. 

일본 장관과 같이 대사관에서 영접 및 일정을 관리하는 경우와 개별적 활동으로 인하여 별도의 

영접관이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31개 도시대표에 대하여 최근에 해외유학을 다녀온 사람

들을 우선으로 하여 각각 영접관을 배치하였다. 

시장과 부시장에 대하여는 5급 팀장 17명이 영접관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CIO에 대하

여는 6급 또는 7급 직원 14명을 배치하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도시 대표들에 대해서는 해당국가

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배치하여 상호간에 언어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기조연설자 네그로폰테의 의전은 특별히 엄연숙 과장에게 의뢰를 하여 공항영접부터 개막식 

참석, 기조연설 및 시장 대담 등의 일정에 동행을 하도록 하였는데, 네그로폰테는 떠나는 시간

에 별도의 감사의 뜻을 전할 정도로 흡족해 하였다.

시장포럼의 내용과 임무 등을 공유하기 위하여 사전에 영접관들을 모아 사전교육을 실시하였

다. 7월 2일에 후생동 강당에서 개최된 교육에서는 시장포럼의 성격과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배

경 등을 전달하였고, 실제로 배정받은 도시대표를 영접함에 있어 집결장소, 공항이동 방법, 담

당자 연락처, 영접진행 순서, 공항내 귀빈주차장까지 이동동선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특히 PCO의 현장 영접 업무 전문 인력이 참석하여 의전 수행 요령, 주의할 점 등에 대한 교육

을 실시하여 실제적인 교육을 실시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영접관 배치 계획>

연번
도시명

(국가명)
대표자

영접관

소속 직급 성명

1 USA
Nicholas Negroponte

(Keynote Speaker)
문화예술과 행정4급 엄연숙

2 Japan
Watanabe Yoshimi

(Government Minister)
복지정책과 행정5급 김병철

3
Minsk

(Belarus)

Mikhail Pavlov

(Mayor/부총리급)

경쟁력정책

담당관
행정5급 엄의식

4
Manila

(Philippine)

Bayani F. Fernando

(Mayor)
도시관리과 시설5급 박상돈

5
Helsinki

(Finland)

Tuomo Karakorpi

(IT Director)

지리정보

담당관
시설5급 백현식

6
Berlin

(Germany)

Karl-Heinz Löper

(Head/IT-Competence Center)
의사담당관 행정6급 이윤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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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시명

(국가명)
대표자

영접관

소속 직급 성명

7

Prague

(Czech 

Republic)

Marketa Reedova

(Deputy Mayor)
보건정책과 행정7급 박경길

8
Hamamatsu

(Japan)

Yasuhiro Yamazaki 

(Deputy Mayor)
방재기획과 행정6급 권영택

9
Beijing

(China)

Zhu Yan

(Director General/Beijing

Informatization Office)

환경행정

담당관
행정5급 남길순

10
Amsterdam

(Netherlands)

Irene Verschuur

(Director/ICT)

정보시스템

담당관
전산7급 김태인

11
Frankfurt

(Germany)

Petra Roth

(Mayor)

푸른도시

정책과
녹지5급 최윤종

12
Hong Kong

(China)

Bassanio SO  

(Assistant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세제과 세무6급 최한철

13
Guangzhou

(China)

Xu Zhibiao 

(Vice Mayor)

교육사업

담당관
행정6급 정의석

14
Perth

(Austrailia)

Michael William Sutherland

(Deputy Lord Mayor)
자연생태과 환경5급 구아미

15
Ichikawa

(Japan)

Mitsuyuki Chiba

(Mayor)
행정과 행정7급 박경여

16
Vienna

(Austria)

Omar Al Rawi

(Member/Vienna City Council Committee)
기획담당관 행정6급 조경익

17
Montreal

(Canada)

Francine Senécal

(Vice Mayor)
주택공급과 시설5급 김병옥

18
Barcelona

(Spain)

Pilar Conesa

(Executive Manager/ e-Admin. and Infor-

mation Systems)

도시철도

설비부
통신6급 이용현

19
Taipei

(Taiwan)

Chia-sheng Chang 

(CIO)
문화재과 행정6급 이경숙 

20
San Francisco

(USA)

Chris Vein

(Director/Department of Telecommunica-

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한강사업본부 토목6급 신용철

21
Kathmandu

(Nepal)

Dinesh Thapaliya

(Chief Executive)

저공해사업

담당관
환경5급 이인근

22
Jakarta

(Indonesia)

Sylviana Murni

(Mayor of Central Jakarta)
조직담당관 행정5급 이상훈

23 Teheran
Seyed Hashemi

(Counsellor of Mayor)
행정국 행정5급 배형우

24
Moscow

(Russia)

Alexey Mikhailov

(Head/IT Department)

에너지정책

담당관
환경5급 권  민

25
Bonn

(Germany)

Bärbel Dieckmann

(Mayor)
행정과 행정5급 김영환

26
Ankara

(Turkey)

Lokman Erturk

(Vice Mayor)

창의혁신

담당관
행정5급 이원목

27
Istanbul

(Turkey)

Hakki Tok

(CIO)
마케팅담당관 행정6급 박숙희

28
Sao Paulo

(Brazil)

Márcia Regina Ungarette

(Secretary of Administration)

C40총회

담당관
공업6급 최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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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도시명

(국가명)
대표자

영접관

소속 직급 성명

29
Jerusalem

(Israel)

Shmuel Shkedi

(Deputy Mayor)

시설안전국 건

축부
시설5급 김승원

30

Issy-les-

Moulineaux

(France)

Eric Legale

(Managing Director/Issy Media)

도로관리

담당관
시설6급 권완택

31
Islamabad

(Pakistan)

Mazhar Hussain

(Member/CDA)

C40총회

담당관
행정5급 오제성

32
Yokohama

(Japan)

Nakada Hiroshi 

(Mayor)

유시티추진

담당관
행정5급 김석태

33

Saga Prefec-

ture

(Japan)

염종순

(정보기획감)
불필요

  (2) 리에종 (Liaison staff)

해외 도시대표들의 호텔에서의 영접과 환영·환송만찬, 개막식, 투어 등의 공식일정과 시장 

면담, 부서방문 및 개인 관광·쇼핑 등의 개별 일정 진행의 핵심적인 역할은 리에종들이 담당하

였다. 수행통역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리에종이 투입되어 각각 1개에서 3개 도시의 대표들을 

밀착 수행하였다. 

리에종들이 구사하는 외국어는 영어가 대다수였으나, 해당국의 언어를 감안하여 일본어와 

중국어 및 터키어, 러시아어와 포르투갈어를 구사하는 리에종들도 함께 편성이 되었다. 리에종

들의 대다수는 숙명여대 통역단에서 파견된 대학생들로 대부분 외국에서 살거나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었으며, 일부는 현재 외국에서 유학을 하던 중 방학을 맞아 한국에 다니러 왔다가 아

르바이트 겸 자원봉사의 성격으로 지원하여 근무를 한 것이다. 

주 연령층이 20대 초반으로 구성된 리에종들을 처음 봤을 때는 나이 어린 학생들이라 미덥지 

못한 면도 있었으나, 막상 임무가 시작되어 모두가 자기가 맡은 외국 도시 대표들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는 느낌이 들었다.



134 ∙Ⅱ 추진체계 및 과정 

2. 사전 준비 사항

  (1) 공항현장답사

공항에서의 영접 의전에 대한 업무 협조 요청과 현장 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실제 영접이 시

작되기 3주전인 6월 19일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을 방문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사전

에 공문을 발송하고 회의 소집을 의뢰하여 국정원 관계자, 법무부 산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

무소 관계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의전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CIQ영접 허

가 관련하여 기간 및 출입인원에 대한 의견 조율을 하였는데, 국정원 관계자가 적극적으로 협

조하여 해외 도시대표들의 입국과 출국에 맞추어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5장의 출입증을 

발급하여 서울시 대표와 PCO 요원 7명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었다. 출입

국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별도의 게이트를 국제회의 참가자용으로 배정하여 도시대표들이 수월

하게 입국수속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나중에 들은 후문으로는 다른 대규

모 행사에 비교하여 기간과 출입인원에 대하여 후하게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니 국정원 관계자

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관세청 산하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협의를 하여 전

자정부 시장 포럼 참석자들의 통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인천국제공항에서의 도시대표의 탑승 위치는 당초 입국장 게이트를 나와서 동편 또는 서편 

끝쪽의 도로에서 탑승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실제로 현장을 답사한 결과 차량의 통행

량이 많고 버스와 택시들이 승차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에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쫓기듯

이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차량의 탑승 위치는 

입국게이트로부터 이동 거리가 길어질 수 있기는 하지만, 공항청사 양편에 있는 VIP 주차장

에서 탑승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A, B, C 게이트를 통하여 입국하는 도시대표들

은 동편 VIP 주차장을 이용하고, D, E, F 게이트를 통하여 입국하는 대표들은 서편 VIP 주

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탑승장소를 지정하였다. 도시대표들의 입국시 이동 동선은 하단 그림

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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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대표 입국시 이동 동선

  (2) 차량 배차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영접·영송 및 환영만찬과 시장면담을 위한 이동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승용차를 도시대표들에게 제공하였다. 참여 도시대표들의 성격에 따라 장관과 시장에게는 에

쿠스, 부시장에게는 그랜저TG, CIO에게는 소나타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배차 원칙은 차량 배차 사정에 따라 상위등급이 되거나 하위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체

로 잘 지켜져서 운영이 되었다. 

차량의 대수는 도시대표가 2인일 경우에는 영접관과 함께 1대에 동승하도록 하였고, 3인이

상이 될 경우에는 별도로 스타렉스 미니밴을 배차하여 상호간에 불편함이 없이 이동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특별히 헬싱키의 경우에는 2명의 대표가 부부동반으로 참석하였기에 개별적으로 2

대의 승용차를 제공하였다.

탑승동 

여객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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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호텔 영접

  (1) 7월 4일

환영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공식 일정의  시작은 7월 7일

이었으나, 일부 도시의 대표들은 미리 한국에 입국하여 사전에 서울의 모습을 돌아보고자 7월 

4일부터 입국을 하기 시작하였다. 

7월 4일에는 3개 도시대표들이 입국을 하였는데, 처음으로 독일 베를린 시의 CIO Karl-

Heinz Loeper가 딸과 함께 당초 예정시간보다 20분 정도 연착되어 8시 45분경에 입국을 하

였고, 같은 항공편으로 핀란드 헬싱키의 CIO Tuomo Karkorpi와 IT 프로젝트 매니저 Kari 

Miakaia가 배우자와 함께 입국을 하였다. 베를린 대표는 좋은 할아버지 같은 인상을 풍겼는

데 접해보니 역시 넓은 마음과 더불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나중에 실무협의회의나 본회의시 지지발언을 개별적으로 요청하였고, 이

에 부응하여 ‘서울 전자정부 선언’ 및 협의체 구성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더불어 포럼의 

준비나 진행이 너무도 잘 되었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

가 되었다.

이어서 오후 1시 40분경에는 체코 프라하의 부시장이 의회의원, IT부서장 및 국제협력과 담

당 직원과 함께 입국을 하였다. 여성부시장으로 동행 일행들과 격의없이 지내는 모습이 역시 

동·서양간에 문화적 차이를 실감하도록 하였다. 호텔에서 영접당시 상당히 굳은 표정을 보여 수

행 리에종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였는데, 점차로 웃어 주었다고 좋아하더니, 나중에 쇼핑에 

동행하고 나서는 무척 가까워져 프라하에 놀러 오라고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접촉하고 동

행하는 것이 사람들 간에 가까워지는 기본적인 원리임을 실감하였다.

<7월 4일 도착 도시>

연번 국가 도시 인원 시간 항공편

1 Germany Berlin 2 08:25 AY 041

2 Finland Helsinki 4 08:25 AY 041

3 Czech Republic Prague 4 13:25 KE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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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월 6일

일요일인 7월 6일부터는 해외 도시대표들이 본격적으로 입국을 시작하였다. 7월 6일 하루

에만 14개 도시대표 24명이 도착을 하였다.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 비슷한 시간대에 민스

크시장, 하마마츠 부시장, 베이징 CIO, 암스테르담 CIO 등 4개 도시대표들이 도착하도록 

되어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접에 임하였

다. 최초 도착은 백 러시아라고도 불리우는 벨로루시(Belarus)의 수도 민스크시의 Mikhail 

Pavlov시장과 대외교류과의 팀장 Ivan Lukashevich 일행이었다. 이어서 일본의 하마마츠

시 부시장 Yashuhiro Yamzaki와 부 CIO Takeki Kobayashi와 IT정책과의 팀장 Kenji 

Yamashita 일행이 도착하였고, 예정된 시간보다 20분정도 빨리 중국 베이징의 CIO Zhu 

Yan과 북경 정보화본부 계획과장 Tong Tengfei 일행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CIO Irene 

Verschuur과 인사기록과장 Rienk Hoff 일행이 도착하였다. 

호텔에 하마마츠 부시장이 먼저 도착을 하고, 이어서 베이징 CIO가 도착을 하여 호텔에서 

별도로 마련하여준 데스크에서 체크인 수속을 밟게 되었다. 11시 15분경에 도착한 민스크시

장은 벨로루시의 부총리급으로 벨로루시 대사관에서 별도로 영접을 하면서 입국심사후 바로 호

텔로 출발하지 않고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30분 이상을 머무르다 출발하게 되었다. 앞서 도착

한 베이징 CIO의 체크인 프로세스에 시간이 걸리면서 민스크시장이 데스크 앞에서 언짢은 듯

한 모습으로 상당시간을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져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더욱이 민스크

시장이 도착하는 것도 몰라 호텔 현관 앞에서부터 영접을 하지 못해 더욱 안타까운 상황이 되

어 버리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두가지 사항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연락체

계의 혼선이었는데, PCO 측의 영접담당 인력이 영접관과 직접 통화를 하여 이동 상황을 파악

한 후 담당 리에종과 프론트 영접 요원에게 상황을 알려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시 담당 인력

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 도착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는 영접관으로 하

여금 공항출발시, 충정로 또는 마포 통과시, 그리고 호텔 도착 전 서소문로 등 3번에 걸쳐  서

울시 영접총괄요원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여 서울시 요원이 PCO 측 인력에게 이동상황을 전파

하도록 함으로써 연락체계 혼선의 문제는 해소가 되었다. 

다른 하나는 호텔측에서의 영접 소홀이었는데, 나중에 입국하는 도시시장들의  영접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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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바로 배정받은 객실로 올라가고, 수행원이 따로 남아서 체크인 수속을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대표가 프론트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포럼 

행사의 짜임새도 높아지고 호텔의 이미지도 높이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었다. 

오후가 되면서부터는 어느 정도의 시간여유가 생겼고, 무엇보다 영접에 대해 익숙해지면서 

보다 계획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게 되었다. 오후 시간 첫 번째로 프랑크프루트의 시장일행이 도

착을 하였는데, 입국예정인원 총 6명 중 95년부터 3번째 임기로 13년째 시장을 역임하고 있

다는 Petra Roth 박사와 시장비서관 Peter Heine 일행 등 3명이 먼저 입국을 하였다. 프

랑크푸르트 시장 일행은 시에서 출자한 세계최대 컨벤션 전문회사 메쎄 프랑크프루트와 연계

하여 국내 방문을 계획하였기에 공항영접과 공식행사외의 다른 일정들은 한국지사에서 관리하

였다. 숙소도 별도로 힐튼호텔로 정하였기에 영접을 위해서 리에종과 함께 힐튼호텔까지 가서 

예약사항을 확인하고 도착 영접을 하였다. 롯데호텔과 비교하여 다른 점은 프론트 데스크 앞

에 별도의 책상과 의자를 배치하여 도시대표들이 앉아서 기다리면 호텔 직원이 관련서류를 가

지고 마주 앉아서 체크인 프로세스를 진행하여 투숙객들이 편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한 점이 돋보였다.

이후로 홍콩의 CIO Bassanio So와 그 일행이 도착하였고, 이어서 중국 광조우의 부시장 

Xu Zhibiao와 CIO Xie Xuening 등 일행 6명이 도착하였다. 영접할 때 우리측에서 배치한 

리에종 외에 광조우 대표들이 별도로 섭외한 관광사 가이드가 나타나 혼동이 있기도 하였으나 

같이 공조해서 일정을 관리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는 호주 퍼스시의 부시장 Michael Sutherland가 도착하였다. 퍼스시는 우리에

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서호주에 위치한 인구 140만 정도의 도시이다. 부시장은 도착시에 

표정이나 행동이 상당히 권위적인 느낌을 받았으나 나중에 지내면서 보니 첫인상과 달리 재미

있고 서글서글한 성격임을 알게 되었다. Surtherland 부시장은 참가한 도시대표 중 유일하게 

명함의 한쪽 면을 한글로 새겨와 방문국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후에 도착한 이치가와시의 시장 Mitsuyuki Chiba와 CIO Mikio Ihori 등 일행은 편안

한 인상의 도시대표들이었다. 우선 Chiba 시장은 친근한 이웃집의 할아버지 같은 인상이었는

데, 인상대로 별로 격식도 차리지 않고 직원들과도 격의없이 지내는 모습이 좋게 보였다. 이치

가와시는 동경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약 47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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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도시인데, 서울시의 기획과에 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을 동반하

고 와서 필요시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것이 이채로웠다.

저녁무렵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대표로 Omar Al Rawl이 도착하였고, 캐나다 몬트리

올의 부시장 Francine Senécal과 한강사업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찬곤 본부장님과 개별적

인 친분을 가지고 있으며 몬트리올 메트로폴리스 국제연수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mara 

Ouerghi가 같이 입국을 하였다. 몬트리올 대표들은 체류기간 동안 인재개발원 방문 등 활발

한 활동을 하였고, 아울러 전자정부 선언문 채택과 협의체 구성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었다. 

이후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시를 대표하여 e-Govern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부서의 장으로 있는 Joan Batlle가 입국을 하였다. Joan Batlle는 전자정부 협의체 사무국

의 서울 소재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내어, 애를 먹게 하였으나, 결국 협의체 창립과 서울 전자정

부 선언 채택에 적극 협조하였다. 

바깥이 어두워지면서 대만의 CIO Chia-Sheng Chang과 그 수행원이 도착하였다. 대만

의 대표는 전자정부선언문에 대하여 사전의견 조회시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여 정보화기획단

장의 도시대표 사전면담 필수대상으로 지목을 하여두었기에 반드시 면담시간이 잡아져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다음날인 7월 7일(월)에 정보화기획단장의 일정은 이미 빡빡하게 잡혀있었다. 

도착한 그 저녁에 바로 면담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더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주었고, 면담결

과도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와 도시대표 사전면담 주관팀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저녁 9시경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여 참석한 Chris Vein을 마지막으로 하여 14개 도

시대표의 영접을 마무리 하였다. 7월 7일에는 필리핀의 마닐라 시장이 새벽 6시에 도착하는 것

을 시작으로 아침 일찍부터 영접일정이 잡혀있어 호텔에 방을 하나 잡아서 숙박을 하게 되었는

데, 역시 특급호텔답게 시설을 훌륭히 갖추어 놓았으며, 자동 원격으로 시설들을 조정하게 되

어있어 전자정부 포럼에 어울리는 호텔의 성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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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7일

첫 공식행사로서 저녁 7시부터 시작되는 환영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7월 7일까지는 나머

지 도시대표들이 도착을 하여야 하였기에 일정상 본행사 당일 오전에 입국하는 대표들을 제외

하고는 대부분이 7월 7일에 입국을 하게 되어 13개 도시대표 32명이 도착하였다. 

처음으로 필리핀 마닐라 시장 Bayani Fernando와 그 일행이 도착하였는데, 당초 도착 예

정시간인 오전 6시보다 40분정도 가량이 당겨져서 오전 5시 20분경에 도착하여 아침부터 부산

을 떨며 영접을 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네팔의 카트만두시 시장 Dinesh Thapaliya와 수행원

이 도착을 하였다. 이후로 오전 동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를 대표하여 중앙 자카르타의 

시장 Sylviana Murni 일행, 당초 시장이 참석하기로 한 이후에 대표단이 여러차례 바뀌는 우

여곡절 끝에 최종적으로 부시장 Seyed Mehdi Tashakori Hashemi을 대표로한 이란 테헤

란시 대표단, 러시아 모스크바시의 CIO Alexey Mikhailov 일행 등이 입국을 하였다. 터키

에서는 두개의 도시대표들이 참여하였는데, 앙카라의 부시장 Lokman Erturk 일행과 이스탄

불의 CIO Hakki Tok 일행이었다. 멀리 브라질 상파울루시의 대표로는 CIO Mácia Regina 

Ungarette 일행이 입국을 하였다.

<7월 6일 도착 도시>

연번 국가 도시 인원 시간 항공편

1 Belarus Minsk 2 11:10 SU 599

2 Japan Hamamatsu 3 11:35 JL 983

3 China Beijing 2 11:50 CA 123

4 Netherlands Amsterdam 2 11:55 KL 865

5 Germany Frankfurt 6 13:10 KE 906

6 China Hong Kong 5 14:05 CX 410

7 China Guangzhou 6 14:45 CZ 337

8 Australia Perth 2 15:25 SQ 608

9 Japan Ichikawa 5 16:00 OZ 101

10 Austria Vienna 1 16:45 EK 322

11 Canada Montreal 2 17:15 SQ 017

12 Spain Barcelona 1 17:20 KE 914

13 Taiwan Taipei 2 18:15 BR 160

14 USA San Francisco 1 19:55 UA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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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 도착 도시>

연번 국가 도시 인원 시간 항공편

1 Phillippines Manila 3 6:00 PR 466

2 Nepal Kathmandu 2 6:55 TG 656

3 Indonesia Jakarta 2 7:15 SQ 602

독일 Bonn시로부터는 Bärbel Dieckmann 시장과 Maria Hohn- Berghorn 국제 협

력과장이 참여를 하였다. 본 시장은 숙소인 롯데호텔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던지, 호텔이 유

럽에 진출해 있는 지 여부를 문의하면서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면 같은 호텔에 머무르고 싶다는 

의사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호텔 자체의 시설이 훌륭한 점이 주가 되겠지만, 호텔측

에서 본시장이나 마닐라 시장처럼 주요 도시의 시장들에게는 별도의 체크인 수속과정 없이 바

로 객실로 안내를 하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다리게 하지 않도록 동선을 유도하여 특별

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이러한 서비스

는 다른 국제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도 호텔측의 협조로 제공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오후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시의 Shmuel Shkedi 부시장 일행,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의 

대표 Eric Legale,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의 Mazhar Hussain 부시장 일행과 일본 

사가현의 정보기획감으로 있는 동포 염종순씨가 도착하였다.

밤이 되어서는 기조연설자 Nicholas Negroponte가 마지막으로 도착하였다. 그 간 몇 차

례의 시간변경 끝에 밤 11시로 최종 변경되어 입국심사와 인천공항에서 서울까지의 이동시간

을 계산하여 개략적으로 12시 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에 도착할 것이라 예상을 하였는데, 영

접관으로 수고를 하여주신 엄연숙 과장으로부터생각보다 빠르게 이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해들으면서 다른 곳에서 다음 날을 준비하고 있다가 급히 이동을 하여 영접을 하여야 하는 상

황이 되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호텔로비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리는 순간 기조연설자를 태운 

차량이 뒤이어 도착하였고 자연스럽게 문을 열어주면서 기조연설자를 영접하게 되어 무사히 넘

어가게 되었다. 

호텔 측의 협조로 별도의 체크인 과정 없이 객실로 이동하여 전 출발지로부터 긴 여정을 마

무리하고 바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는 방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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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국가 도시 인원 시간 항공편

4 Iran Tehran 3 08:25 IR 800

5 Russia Moscow 5 11:10 SU 599

6 Germany Bonn 2 11:25 LH 712

7 Turkey Ankara 3 11:30 TK 090

8 Turkey Istanbul 2 11:30 TK 090

9 Brazil Sao Paulo 3 11:55 KL 865

10 Israel Jerusalem 2 14:45 KE 938

11 France
Issy-les-

Moulineaux
1 14:55 AF 262

12 Pakistan Islamabad 2 16:15 TG 634

13 Japan Saga Prefecture 1 21:50 KE 2710

(4) 7월 8일

7월 8일은 포럼 본 행사가 시작되는 날이었는데, 이날 오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두명의 귀빈이 

입국을 하였는데, 일본 와타나베 요시미 행정개혁장관 일행과 일본 요코하마시의 나카다 히로

시 시장 일행이었다. 와타나베 요시미 장관은 일본대사관에서 나와서 수행을 하였는데, 김포공

항에서부터 포럼 본행사가 개최되는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까지 일사천리로 이동이 이루어졌

다. 호텔 입구에서 영접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일행들이 그룹을 지어서 엘리베이터로 이동을 하

여 별도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가보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2층 회의장으로 이동을 에

스컬레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서 바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요코하마시장 일행 또한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기 때문에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하였는데, 나

카다 히로시 시장은 젊은 40대 시장으로서 훨칠한 키에 준수한 외모로 강한 카리스마를 풍기는 

모습이었다. 요코하마 시장일행이 도착하여 바로 진행중에 있는 포럼행사에 참여함으로써 34

개 도시대표들의 입국이 마무리 되었다.

(5) 호텔영송

포럼 본행사가 끝난 저녁부터 해외 도시대표들의 출국이 시작되었다. 영접과 달리 영송의 경

우에는 공항까지 동승하여 영송을 하는 것은 서로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별도 차량을 배

차하여 호텔에서 작별인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포럼 본행사 후 서울에서 별도 일정이 있

는 도시대표들이 숙소를 옮겨 갈 경우에는 다음 숙소까지만 차편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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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그 이후 시내 이동이나 공항이동에는 별도의 차편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 

도시대표들은 별도의 깨끗한 중형급 이상의 차량을 배정하여 공항 또는 다음 숙소까지 편하

게 이동시켜 주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여기며 서울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떠나갔다.

일자별 출국 분포를 보면 포럼 본행사 당일인 7월 8일에 기조연설자 Nicholas Negro-

ponte와 비엔나 도시대표가 출국하였고, 7월 9일에는 11개 도시대표 일행이 출국을 하였다. 

이어서 투어프로그램까지 모두 마친 7월 10일에는 13개 도시대표가 떠나갔고, 이후 서울에서

의 별도 개별일정들이 있는 도시대표들은 해당 업무를 마친 뒤 7월 11일에는 4개 도시대표가 

떠났고, 7월 12일에는 1개 도시대표, 7월 13일에는 2개 도시대표가 출국을 함으로써 모든 도

시대표가 서울을 떠나갔다.

4. 프로그램별 의전 지원

  (1) 환영만찬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의 첫 공식행사인 환영만찬을 위하여 포럼 개최장소인 롯데호

텔에서부터 환영만찬 장인 신라호텔 영빈관까지의 이동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행사 진행이 시

작되었다. 버스는 롯데호텔 후면쪽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도시대표들은 호

텔 2층에서 연결통로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탑승하도록 계획하였다. 

리에종들과 서울시, PCO 측의 행사진행 요원 안내에 따라 오후 5시 45분경부터 도착순서

대로 버스에 탑승을 하여 신라호텔 측으로 이동을 하였고, 이동시에는 경찰청 측에 별도의 요청

을 통하여 배정된 패트롤의 안내가 선두에서 안내를 하여 교통정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울

러 도시대표들이 특별한 손님으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도록 하였다. 

만찬장에서 시장급 도시대표들을 지정된 자리에 안내하기 위하여 리에종 외에 서울시 영접관

들을 배치하였는데, 이는 영빈관 입구측에 마련된 공간에서 칵테일, 음료수 등으로 리셉션 후 

만찬을 위한 이동시 자리를 찾는데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롯데호텔에서 출발한 도시대표들과 아직 출발하지 않은 대표들의 인원 점검 및 안내를 하고 있

던 중에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시장님이 출발하신다는 전갈을 받으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

작했다. 빨리 만찬장으로 이동하여 시장님을 안내하고 다른 도시대표들과 상호 인사를 하는 일을 

진행하는데 늦지 말아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롯데호텔을 떠나 신라호텔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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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영빈관에 도착했을 때 시장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리셉션장으로 들어서니 도

시대표들이 그룹별로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대개는 같이 온 일행끼리 대화를 주고 받거

나 그전에 서로 안면이 있는 경우들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었다.

호텔에서 도착하는 도시대표들을 영접하여 어느 도시의 대표인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

기에 서로간에 인사를 시키면서 분위기가 어우러지기 시작하였다.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본, 베를린 도시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프랑크푸르트 시장과 본 시장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여서 서로가 가볍게 인사를 하였으며, 베를린 대표로 참석한 CIO의 경우에는 부인이 베를

린 시의원으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본 시장과 친구사이로서 서로간에 알고 있으나 CIO

끼리는  모르는 사이라고 하여 리셉션 장에서 소개를 시켜주었다. 시장은 주로 시장끼리, 부시

장은 부시장급으로 소개를 시켜주는 등 비슷한 급끼리 서로 인사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하

였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에서 온 도시대표들을 서구권과 달리 사교적으로 나서는데

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어서 좀 더 배려하여 안내하였다. 

만찬장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시장님이 도착하면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자

정부 시장 포럼의 호스트인 시장님이 도착하니 입구에서부터 서로들 시장님과 인사를 하겠다고 

시장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한번에 많은 대표들이 다가오셨기에 돌아가면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시작하였고, 중간에 끼어들어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가능한 먼저 와서 

기다리시는 도시대표들을 우선으로 하여 소개를 시켜드렸다. 아주 흡족하게 여러 도시의 대표

들과 인사를 나누는 시장님을 보며 행사를 준비하여 온 과정이 잘되었다는 안도를 하던 중, 사

회자의 안내로 각자의 지정 테이블로 이동을 하며 만찬 공식행사가 시작되었다.

만찬 행사는 예정된 진행순서에 따라 무리없이 진행되었다. 야외에서의 만찬이라 7월초의 만

찬장은 덥고 습도가 높아 상쾌하지는 않았으나 해외 도시대표들은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

었기에 날씨로 불쾌해하지 않을까 하던 우려를 씻어주었다. 만찬에서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는 문화공연이었는데, 6명의 여성 타악 연주자로 구성된 드럼켓의 공연은 좌중을 압도하며 

북만으로도 다양한 리듬과 소리를 만들어내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아내었다. 특히 암스테르담 

CIO의 경우에는 공연내내 흥겹게 박자에 맞추어 몸을 흔들더니 공연이 끝나고 난 뒤 대기실까

지 찾아가 암스테르담으로 공연을 하도록 초빙하겠다며 드럼켓의 멤버들에게 해외 공연을 제안

하느라 시간이 지연되면서 마지막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호텔로 이동하여 버스에 내려 각자의 객실로 돌아가면서 첫날의 밤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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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막식

2008년 7월 8일, 드디어 D-day가 되었다. 개막식 시간이 가까워 옴에 따라 객실에 있는 

도시대표들을 연락하여 크리스탈 볼룸으로 안내하는 일과 입장하는 국내 초청인사들을 영접하

는 일로 분주한 가운데 병행해서 진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다. 기조연설자와 개막식에서 축사

를 하는 독일 본 시장의 VIP 대기룸으로의 안내와 기조연설자의 연설시간 연장 협의 및 라운드

테이블 사이 점심시간 동안 개최키로 계획된 워킹 그룹 미팅 준비였다.

우선은 Nicholas Negroponte에게 준비한 기조연설 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하는 일이

었다. 당초 또 한명의 기조연설자인 유엔의 귀도 베르투치가 갑자기 생긴 일정으로 참석이 곤란

해짐에 따라 뒤 이은 라운드테이블하고의 연계 시간 등을 감안하여 기조연설 시간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예정된 시간 보다 긴 시간동안 연설하여 줄 것을 당일날 요청하는 것은 결

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개막식 참석을 위하여 만나기로 한 9시 20분보다 조금 일찍 

객실로 찾아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연설시간의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의외로 흔쾌히 허락을 해

주어 무척이나 다행스럽게 되었다. 

다음은 VIP 룸을 크리스탈 볼룸 근처인 Jade 룸에 마련하여 개막식 시작전에 시장님과 기조

연설자, 독일 본 시장이 환담을 나눌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었다. 시장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VIP 룸에 기조연설자와 본 시장이 도착하여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입장하시는 것이 모양새가 

나을 듯하여 기조연설자와 본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리에종을 통하여 두 귀빈으로 하여금 행사

장소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독려를 하였으나, 막상 당사자들은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

간이 다 되어 가도록 아직 모습을 나타내지를 않았으며, 주최 측에서 객실로 계속 독촉 전화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애간장이 녹아 버릴 지경이었다.

다행히 본 시장이 먼저 모습을 나타내어 VIP 룸으로 안내를 하고, 시장님의 안내를 위하여 

나갔더니 시장님은 중간에 마련된 전시장을 둘러 보시고 계시는 것이었다. 부랴부랴 VIP 룸으

로 돌아와 본 시장을 모시고 시장님과 다시 인사를 나누도록 하였으며, 기조연설자도 동참하면

서 자연스레 전시장 이곳 저곳을 둘러보며 설명을 듣게 되었다. VIP 룸 사용은 못하였으나, 진

행이 자연스러워졌고, 기자들에게도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계기를 주게 되어 오히려 더욱 바람

직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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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워킹그룹 미팅

서울 IT 선언과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참여 도시들의 지지와 더불어 실질적인 추

진 방법을 논의하기 위하여 워킹그룹 미팅을 갖는 것은 환영만찬 후에 결정이 되었다. 때문에 

참여 대상 도시로 선정된 도시 대표들에게 점심시간 동안의 워킹그룹 미팅에 대한 참석여부 확

인과 아울러서 장소섭외, 자리배치 등이 다음날 개막식 시작 전, 후로 결정이 되어야 하였다. 

우선 대상 도시대표로 이치가와 시장, 자카르타 시장, 퍼스 부시장, 캐나다 몬트리올 부시

장, 중국 광저우 부시장, 독일 베를린 CIO 등이 선정되었고, 개막식이 막 시작되기전에 리에

종들로 하여금 이들에게 워킹그룹 미팅의 제안과 아울러 도시별로 1명의 대표 참석여부의 의사

타진을 하여 모두 좋다는 답변을 듣고 미팅 주최를 추진하게 되었다. 

장소는 호텔 1층의 이태리 식당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방을 배정받아 10명의 자리를 마련하

였고, 좌석배치 계획까지 세워 두어 미팅 시작을 위하여 도시대표들이 입장할 때 혼잡스러운 상

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참석하는 도시대표를 담당하는 리에종들에게는 미리 장소의 공

지와 아울러서 라운드테이블 I의 순서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시작되면 해당 대표들을 식당의 미

팅장소까지 안내하도록 하였다.

라운드테이블 I 종료와 더불어 사회자의 워킹그룹 미팅에 대한 안내멘트가 있었고, 해당 도

시대표들은 약속장소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몬트리올에서는 부시장과 더불어 참석한 인력

개발원장이 참석을 하였고, 바르셀로나의 CIO는 워킹그룹 미팅을 한다는 사회자 멘트를 듣고 

참석을 하겠다고 찾아왔기에 당초보다 2자리를 추가하여 좌석을 배치하게 되었다. 

미팅을 통하여 ‘세계 IT 선언’이 ‘세계 전자정부 선언’으로 바뀌게 되었고, 협의체 구성과 더

불어 사무국 설치 도시에 대하여 바르셀로나에서는 잠정적으로만 서울에 두자는 의견을 개진하

였으나 전반적으로 서울에 두자는 데 미팅 참여 도시대표들이 합의를 하면서 성공적으로 워킹

그룹 미팅을 마치게 되었다.

(4) 시장 접견

본 행사의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면서 사전에 조정된 시장님과 기조연설자 및 도시대표들과의 

접견이 진행되었다. 일정조정은 시장실과 국제협력과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여졌다. 또한, 

접견 대상자의 안내에 있어서는 호텔을 출발하여 시청 주차장까지의 이동은 정보화기획단에서 

담당을 하였고, 주차장 이후의 동선은 국제협력과에서 담당을 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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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기조연설자와 시장님간의 대담이었는데, 영접관 엄연숙 과장의 안내로 시청으로 

이동을 하여 무사히 대담을 마쳤으며, 이후로 본 시장, 요코하마 시장과의 접견이 시장실에서 

이루어져 별도의 차량을 준비하여 호텔에서 시청 주차장으로, 또 접견후 다시 호텔로 이동을 

지원하였다.

이후 본행사 이후 환송만찬 전까지 프랑크푸르트 시장과 민스크 시장과의 접견은 롯데호텔 

내 아테내 가든에서 이루어졌고 총무과 의전팀에서 담당을 하였기에 해당 도시 시장의 안내만 

담당을 하였다. 한편, 이치가와 시장은 부시장님과의 면담이 성사되어 차량제공 및 안내 등을 

지원하였다.

(5) 세션 참여자 중식제공

3일차에는 투어와 더불어 GIS 및 U-City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도시대표들 중의 일부는 세

션에 참여하여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교환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문제는 점심식사에 있

었는데 세션에 참석하는 도시대표들과 세션 참여 연사들을 위하여 뷔페 점심을 준비하였는데, 

정확한 식수인원의 파악이 요구되었다. 

투어 참가인원 및 출국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세기 시작하였고, 아울러서 각 세션별 점심식

사 참석 인원을 파악하여 식수인원을 확정하였다. 더불어 리에종들로 하여금 세션 진행 장소 앞

에 대기하고 있다가 도시대표들이 나오면 점심식사 장소로 안내를 하도록 하였다. 

세션이 모두 끝난 후 마지막 인원 체크를 위하여 u-City 세션장으로 들어서니 전날 환송만

찬장 앞에서 기자를 사칭하며 소란을 피웠던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CIO를 붙잡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길래 점심약속에 늦었다며 어서 가자고 유도를 하였더니 사이비 기자가 갑

자기 ‘아침에 시장님 사모님과 통화를 하였다’ 면서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다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몸싸움을 포함하여 한참을 옥신각신하다가 호텔측에서 개입하면서 후선으로 빠지

게 되었는데 기분이 영 불쾌하였다.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대표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말을 끊고

서 빠져나오지 못해 난감한 상황에서 구출해 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앞으로의 국제회

의 등을 개최할 때는 시정신문 기자를 사칭하는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

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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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공항 영접,영송 계획 수립

1. 공항 영접 

 ∎ 영접개요

 ○ 일 시 : 2008, 7. 4(금)~8(화)/ 5일간

 ○ 영접장소 :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 영접대상 : 기조연설자, 세계도시 대표단·초청연사 등

 ○ 영접방법 : 대상자를 3개 그룹으로 구분, 그룹별로 영접방법 구분 운영

 ∎ 세부 추진계획

 〈 인천국제공항 영접 〉

 ① 공항 입국장 안내 데스크 설치·운영

  ○ 운영기간 : 2008. 7. 4(금)~10(목)/ 7일간

  ○ 설치장소 : 1층 입국장 37번 안내카운터 사용

    ○ 안내요원 : 14명(시 2, 행사전문대행사 12)

    ○ 운      영 : 안내요원 상시 대기, 입·출국자 안내 등 편의 제공

    ○ 추진방안

      - 안내 데스크 설치·운영 협조요청 : 시 → 인천국제공항공사

      - 승인 공문 및 약정서 발송 : 인천국제공항공사 → 시

      - 약정서 회신 및 사용료 납부 : 시 → 인천국제공항공사

 〈 ※ 사전 준비 〉

        - 안내 간판 설치(데스크 위쪽, 150㎝×33㎝)

      - 환영 피켓 4(국제행사 대행사/협조)

  - 행사 안내책자 200매, 이동 안내지 200매, 노트북 1대, 무전기 16대

구       분 대          상 영     접

V I P (A급) 기조연설자, 장관, 도시 시장 CIQ 영접

V I P (B급) 도시 대표(부시장, CIO), 초청 연사 일반 영접

일반 참가자 도시 수행원 및 일반 해외 참가자 일반 영접

※ CIQ 영접 : CIQ(Customs, Immigration, Quaratine) 지역내 영접

   일반 영접 : 공항내 안내데스크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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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CIQ (Airside-보안구역) 의전

   ○ 대       상 : 기조연설자, 장관, 주요 도시시장(명단 추후 확정)

   ○ 영접 요원 : 6명

      - 사무관급으로서 영접 경험, 어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선발

   ○ 주요임무

      - 참가자 항공 스케줄 수시 확인(의전실에서 확인 가능)

      - 참가자 및 동반자 여권을 받아(수행원과 함께) 대리 수속 진행

      - 참가자 및 동반자 수화물 확인 수취

   ○ 영접 진행 : VIP도착 → 대리입국심사 수속 및 진행(출입국 심사대, 세관 통과) → 수하 

                        물 수취 → 3층 귀빈실 이동 및 휴식『선택』→ 1층 도착팀 영접팀에게 인계

   〈 ※ 사전 준비 〉

      - 외교통상부 : 참가자의 해당 국가 담당자에게 VIP들의 입국 절차 간소화 및 귀빈실 사 

                               용관련 협조 요청

      - 인천국제공항 : 입국 절차 간소화 협조 요청

 ③ 1층 도착 의전

    ○ 영접 요원 : 6명

    ○ 주요임무

     - 공항 전광판에서 참가자 항공 스케줄 수시 확인

     - Airside 의전요원, 의전 차량기사, 차량 탑승 의전팀 등 수시무전 연락 연락체계 확보  

     유지

    ○ 영접 진행 : 게이트 대기 → Airside 의전팀에서 인수 → 환전 및 용무안내 → VIP 주차 

                  장 안내 → 의전 차량기사 연락 → 의전차량 탑승 안내 

       〈 ※ 사전 준비 〉

       - 참가자 항공 스케줄 확인

       - Airside 의전요원, 의전 차량기사, 차량 탑승 의전팀 명단 및 연락번호 확보

  ④ 차량 탑승 의전

    ○ 영접 요원 : 팀장급 40여명(최근 해외 유학자 우선 선발)

    ○ 주요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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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전광판에서 참가자 항공 스케줄 수시 확인 

  - 호텔 의전팀과 수시 무전 연락 등 연락 체계 확보 유지

  ○ 영접 진행 : 1층 도착층 의전팀과 게이트에서 대기 → 차량 탑승 안내(동반 탑승) → 차 

                  량 이동(호텔 의전팀에게 연락) → 롯데호텔 도착 → 호텔 의전팀에게 인계

  〈 ※ 사전 준비 〉

      - 영접 차량 준비 : 에쿠스 15여대(기획사에서 준비)

      - 참가자 항공 스케줄 확인

      - 1층 도착층 의전요원, 의전 차량기사, 호텔 의전팀 명단 및 연락번호 등 확보

 ⑤ 호텔 의전

    ○ 영접 요원 : 팀장급(최근 해외 유학자 우선 선발)

    ○ 주요임무

      - 행사장 위치 및 이동방법 등 안내

      - 호텔 Check-in 지원, 수화물 확인 등

      - 현장 등록데스크 등록접수 안내, 사전 등록자 등록물품 수령 등

    ○ 영접 진행 : 호텔입구 대기 → 차량 탑승 의전팀에서 인수 → 호텔 체크 인 확인  → 행사 

                           장 위치 및 이동방법 안내

 〈 ※ 사전 준비 〉

      - 참가자 호텔 객실 확인

      - 차량 탑승 의전팀 명단 및 연락번호 등 확보

 〈김포국제공항 영접〉

    ○ 대       상 : 일본, 중국 참가자(명단 추후 확정)

    ○ 영접 요원 : 5명(시 2, 국제행사 대행사 3)

    ○ 주요임무

      - 참가자 항공 스케줄 확인

      - 의전 차량기사, 차량 탑승 의전팀 명단 및 연락번호 확보

      ※ 의전차량 각 출구에서 가장 근접한 바깥 출구 근처 대기 후 탑승

          (일반승용차 대기 장소 : 2C, 13C 구역)

    ○ 영접 진행 : 1층 Gate 대기 → 도착시 피켓 영접 → 차량 주차지점 안내 → 차량 탑승 의 

                          전팀에게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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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탑승 의전 및 호텔 의전은 인천공항 영접과 동일

 〈 ※ 사전 준비 〉

      - 환영 피켓 준비 2개(국제행사 대행사 협조)

      - 행사 안내책자 50매, 이동 안내지 50매

2. 공항 영송

  ∎ 영송개요

    ○ 일      시 : 2008. 7. 9(수)~10(목)/ 2일간

    ○ 영송장소 :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 영송대상 : 기조연설자, 세계도시 대표단·초청연사 등

  ∎ 세부추진계획

    ○ 영접 요원 : 6명~12명

    ○ 주요임무

      - 참가자 출국 스케줄 확인

      - 롯데호텔 로비에서 비행기 출발 4시간전 의전차량 탑승

      - 인천공항 의전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3층에서 하차

           (단, 의전실을 이용할 경우 VIP 주차장에서 하차)

      - 수화물 수속 안내 대행

      - 출국장 및 공항 라운지 안내

      - 비행기 도착 약 1시간전 Gate 앞에서 영송 인사

     ※ 단, 참가자가 면세점 쇼핑을 원할 경우 출국장 앞에서 영송 인사

   ○ 영접 진행 : 호텔 로비 대기 → 로비 도착 → 호텔 Check Out 확인 → 차량 대기 장소 이동 

  → 차량 탑승(동반 탑승) → 이 동 → 공항도착 → 수화물 수속 안내

                       →출국장 안내

 〈 ※ 사전 준비 〉

      - 참가자 출국 스케줄 확인

      - 차량 번호 및 운전기사 번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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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주요 추진일정 ]

일자 6/9~13 6/16~20 6/23~27 6/30~7/4 7/6~7/10

내용

인천공항 영접 안내

카운터 공문 발송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

내 각 부처에 1차 협조

공문 발송 예정

(의전실, 출입국관리사

무소, 세관, 검역소 등)

공항의전요원 및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게재 및 

모집(16일까지)

(약 8명-항공스케쥴에 따라 탄력적 운영)

인천공항 및 김포공항내 각 부처에 2차 협조공문 

(참가자 항공스케쥴 나오는대로) 수시 발송 예정

CIQ 영접이 확정시,

영접요원에 대한 임시

출입증발급관련 신청

서류준비

1.CIQ 영접이 확정시,    

   에어사이드 요원 임 

   시출입증발급신청.

2.TRS무전기 임대.

3.영접안내카운터의     

   행사안내 입간판

   시안 제작.

4.영접요원 항공스케   

   쥴에 따라 1차 배치.

참가자 항공일정에 따라 의전차량수배 및 배치(메씨투어).

1.공항안내카운터 

   안내입간판 제작. 

2.인천공항 영접안내 

   카운터 사용료 지불.

3.인천공항 및 김포 

   공항 관계자와의미팅

   (영접요원 가급적이 

   면 참석, 미팅 및 1차  

   교육) 의전점검.

영접요원에 대한

인천공항 교육 및

리허설 실시.

영접 및 영송 실시.

* 상기 일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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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의전 실행시 숙지사항 및 대응방안 ]

구분 세  부  내  용

숙지

사항

∙ 각 요원들은 반드시 지정된 위치, 지정된 시간에 대기한다.

∙ 다른 요원들의 연락처 및 무전기(TRS)를 소지하고 사용법을 숙지한다.

∙ 모든 의전요원들은 본인이 맡은 참가자의 항공스케쥴을 수시로 (20분 간격)으로 확인한다. (특히 1층 도착층

   요원들은 수시로 모든 참가자의 항공스케쥴을 전광판에서 확인하고, 전광판에 착륙/도착으로 뜨면 필히 확인

   하여 에어사이드 요원들에게 알린다.)

∙ Airside CIQ요원들은 의전실에 대기 후, 항공도착시간 30-20분 전이 되면 들어가 영접하고, 1층도착층 요원 

   들은 의전실 또는 도착층의 각 게이트에 대기하여 참가자가 오면 맞이한다.

∙ 참가자 도착시간이 임박하면 참가자의 지정의전차량 기사님에게 연락하여 위치를 미리 파악해 둔다.

∙ 1층 담당요원들과 인턴기자들은 참가자가 게이트에서 나오면 VIP주차장으로 안내하고 지정된 의전차량에  

   탑승시킨다.

∙ 만약 VIP주차장을 이용안할 경우에는 도착층의 각 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승용차 일시 정차지역인 2C, 13C 

   구역으로 차량을 정차시킨 뒤 탑승시킨다.

∙ 영송시, 모든 영송요원들은 해당 참가자의 항공스케쥴을 수시로 확인하고, 참가자가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해당 항공사가 어디에서 몇시부터 발권을 하는지 알아두어 참가자를 해당 발권 카운터로 안내해준다.

∙ 다른 용무가 있을시 파트너와 팀장에게 알린 후 빠른 시간 내에 용무를 끝낸다.

∙ 식사는 파트너와 함께 하지 않고 교대로 식사하도록 한다.

의전시

참가자

대응방안

∙ 참가자를 영접할 때는 바른 자세와 작은 미소로 정중히 인사하여 맞이한다.

∙ 이동동선을 따라 의전시에는 참가자의 왼쪽 앞에서 의전을 한다.

∙ 참가자와의 대화시에는 바른 발음으로 간단하게 대화 한다.

R I s k  대응방안

∙ 영접시, CIQ 의전요원이 참가자를 못 만났을 경우에는 즉시 팀장과 1층 도착층 요원에게 알리고 지시를 받는다.

∙ 참가자가 1층 도착층 게이트로 나와 입국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20분~1시간 이므로 1층 도착층 요원들은 이점을 

   유의하여 조급해 하지 말고 기다린다.

∙ 참가자가 1시간 넘게 안 나온 경우 팀장에게 알리고 지시를 기다린다. 

∙ 참가자에게 병이 생겼을 경우 팀장과 호텔 의전연락관에게 연락을 취한 후, 공항직원의 협조를 얻어 공항내

   병원 (지하 1층)으로 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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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 관계기관 연락처 등 참고자료 ]

(1) 외교통상부 : 장관급 이상 VVIP인 경우만 해당

    * 공문내용 : 참석자 성함(영문포함), 직책, 비행기편명 및 시간(입출국), 협조 요청사항(귀빈실이용), 방문목적 등 

   을 포함한 공문작성 후 외교부 각 담당자에게 팩스로 보내고 확인전화 할 것.

(2) 인천국제공항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입국 절차 간소화 관련 내용과 참가자 세부 리스트

     담당자 : 김정욱 032-740-7223,   Fax:032-740-7380

  *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총무과 (전화 : 032-740-7222, 팩스: 032-740-7380

   * 공문내용 : 일반공문 작성하듯이 하고 출입국시 편의 협조 요청하는 문구로 함.

    - 행사내용(언제부터~언제까지, 무슨 행사), 원활한 출입을 위해 협조 요청

         들어오시는 분 세부 인적사항, 내용, 목적, 참가자의 비서 또는 수행원 인적사항    (1명 해당하나, 관례적으 

     로 2명), 영접 직원 (2명) 세부 인적사항.

   * 세관 -> 세관 신고 간소화 내용과 참가자 세부 리스트.

    담당 : 손요나 032) 740-4112, Fax: 032-740-4139

 * 인천공항 의전실 : -> 귀빈실 사용 관련 내용과 참가자 세부 리스트.

    의전차량 수배 후, 차량 번호·기사성함(연락처) 함께 발송(귀빈주차장 이용 가능토록)

    귀빈주차장까지 동선이 먼 경우, 1층 도착 층에서 일반승용차 대기장소인 2C구역 또는 13C구역 차량 정차가  

  가능하므로, 각 게이트(A,B,E,F)에서 가까운 구역으로 안내 및 탑승 유도

  * 문의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의전실: 032-741-2412, 2413.  Fax: 032-741-2410

(3) 인천국제공항 임시출입증발급소 (Airside 구역에서 의전시 반드시 필요함).

   * 임시출입증의 발급은 2주 정도가 걸리므로 행사 시작전 2주 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함.

  * 협조공문(행사개요가 들어감).

  * 공문에 보안구역(Airside) 의전 직원 세부 명단 (이름, 소속, 직책,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장 중요한 서류로 보안구역(Airside)에 들어갈 직원 개개인의 서류가 필요함.

    A) 신원진술서 1 부(반명함판 3*4 사진 부착) 

      ->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서 다운로드 및 작성후 사진 부착.

    B) 기본증명서 1 부(가족관계등록부 중) (근처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함).

    C) 주민등록증 사본

  D) 출입증관리책임자 각서 1부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서 다운로드 가능

    E) 행사 네임텍 

       -> 네임텍 왼쪽에는 반명함판 사진 부착하고 오른쪽에는 한글이름 및 영문이름, 주민번호, 행사명 들어가야  

         함. 임시출입증 발급시 네임택에 임시출입증발급소 도장을 찍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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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처: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입증발급소(담당자: 이혜숙,  김중곤 소장님)

    http://www.airport.kr/iiacms/pageWork.iia?_scode=C0303020201

    전화: 032) 741-2573,   팩스: 032)741-2564, 2574

(4) 인천공항 국정원 담당자 : 이재철  jclee6608@hanafos.com

    (국가적인 행사시 국정원 분도 같이 협조 및 협의함).

(5)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항공기로 오시는 VVIP 참가자의 경우, 

   해당 항공사와도 협조를 얻으면 영접시에 수하물 수취시, 참가자가 고령자인 경우 전동카트차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영송시에 해당 항공사와 협조를 얻어 대리발권수속을 할 수 있음.(사전에 확인 요망).

(6) 김포공항 : 주로 일본, 중국 참가자 대상

 - 김포공항 의전실 : 2660-2402, 김포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2664-6202

   - 김포공항 세관 : 2660-8686

   ◈ 일반 참가자 영접시.

   *  일반 영접시에는 협조공문이 필요가 없고, 1층 도착층에서 참가자 항공 스케쥴과 출구를 잘 알아보고 의전직원 

  들이 피켓을 들고 영접하면 됨.

    *  의전차량은 각 출구에서 가장 가까운 바깥 출구 근처에 대기하였다가 탑승함.

     의전차량의 대기 장소는 1층 도착층(2C 구역, 13C구역)이 따로 있으므로 주의 요망

   ◈ 공항영접카운터의 이용

    1) 이용신청절차 : 이용할 영접카운터 위치 및 금액 확인 영접카운터 이용신청 Fax 및 우편 접수 승인공문 및 약 

           정서 발송(공항공사) 약정서 회신(이용자) 고지서발송(공항공사) 사용료 납부 후 사용(이용자)

    2) 사용조건 : 카운터 사용 최소 3주전 공문접수 요망, 카운터 사용 3일 전까지 사용료 납부완료, 카운터 사용후  

     원상회복 확인

    *  5일 사용료: 임대로 309,460 원, 전력사용료 6400원,  합계 315,860원

    3) 영접카운터 안내 간판 : 행사영접에 관련된 안내간판을 데스크 위쪽 설치 가능

       크기: 가로 147.5 cm X 세로 33.2 cm X 두께 0.2 cm

      설치시 데스크 위쪽에 설치된 기존 인천공항 파란색 간판을 옆으로 빼고 다시 끼움

    4) 문의처: 담당자 강명희(Tel 032-741-6889, 2403  Fax: 032-741-2400)

      @ 무전기 및 연락방법 : 보통 공항 내에서는 TRS무전기를 사용함.

       행사 시작전에 TRS무전기 사용할 의전직원수 파악,대여 및 사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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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영접관은 담당 참가자 항공 스케줄에 맞추어 1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여 대기하며, 장소는 1층 

 도착 장 8번 출구 오른쪽 옆 행사운영데스크 앞에서 담당진행요원과 함께 대기.

2. 공항 내 환전 장소, 화장실, 휴대폰로밍/렌탈 카운터, 화장실 등의 위치를 파악해 두고,  

 수시로 담당 참가자 항공 스케줄 및 도착 게이트 현황을 전광판 및 공항안내데스크 등에서  

 확인함.

3. 항공기 도착 20분전에 해당 게이트 앞으로 가서 영접요원들과 함께 대기함.

4. 참가자가 나오면 반갑게 인사한 후, 환전/화장실/휴대폰렌탈 용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용무를 보도록 안내함.

5. 영접관이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영접요원이 차량기사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동편/서편VIP 

 주차장으로 차량을 정차시키도록 지시함.

6. 영접관 및 영접요원은 참가자를 모시고 차량으로 안내하여 탑승완료 후 영접관은 동승하여  

 호텔로 출발함.

     《 유의사항 》

1. 사전에 행사 일정 및 참가자 숙박 예정 호텔에 대한 정보를 숙지함.

2. 의전 상 결례를 피하기 위한 참가자의 사전 정보 및 국가의 특이사항을 사전에 파악함.

    (예: 존칭, 문화, 스킨십, 개인 프라이버시 및 실례가 되는 질문 등은 삼가도록 한다. 인도 

 의 경우 : 악수 시 왼손 사용 절대로 조심).

3. 인사 시 필요한 영문이 병기된 본인의 명함을 준비함. 악수 시 영접관이 악수를 하는 것 보 

 다는 참가자가 할 경우 응대하는 것이 좋다. (미국 문화권은 우리와 달리 힘주어서 악수를  

 하는 것이 좋다.) 

4. 자극적인 음식을 먹은 후 라면 양치 및 탈취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음. 짙은 향수는 피하고  

 가벼운 종류가 좋음.

서울시 공항 영접관의 주요 임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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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인력운영, 중계

1. 현장인력운영

  (1) 인력운영계획 

현장운영인력은 각 분야별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정확한 업무 분담과 의사결정 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  

∎ 인력배치도

총괄

데스크  

장혁재 과장 

지미화 이사 

시장접견 및 NN  대답  

신대현 팀장 

김희정/김지영 주임 

행사 

총괄 

신대현 팀장 

백명숙 

백정심 팀장 

의전

 총괄  

백현식 팀장  

박기웅 

진선미 주임  

공삭향서(개막식,시장라운드테이블) 

개막식 라운드테이블 행사장 셋팅 행사장연출,중계 기자회견 

백명숙 우정숙 서병철 팀장 이영미 서병철 팀장 

최윤호 최윤호 김재봉 이무흥 감독 김희정 

최윤호 나영남 대리 김진경 

오/만찬 

오미영 

김진경 과장 

전시 

우정숙 

최민정대리 

투어  

오경희 팀장   

안금희

/류호석 

김혜숙 과장 

/임경오 

워크샵 

김신숙 

/방상아 

김혜리 

표종훈  

등록  

손정수 팀장 

이나래 

장의중대리 

오/만찬 의전 

도찬구 팀장  

오미영 

단장님 면담 

백현식 팀장 

김희정

/김지영 

공항영접/영송 

박기웅, 여운상 

인천공항 김 포공항 

박기웅 김석태 팀장 

이철호 전문인력 

초청 인사  

해외 국내

백현식팀장 오경희 팀장  

정지윤 양정은  

네그로폰테 

엄연숙 과장 

정혜경

우선 업무 분야별 총괄담당자들과 현장지원업무를 담당할 인력들을 정보화기획단 전체 직원 

대상으로 배치하였다.  각 분야별 업무 총괄자는 서울시 직원과 PCO직원을 매치시키고 상위

의사 결정자와 총괄의사 결정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

화 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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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현장에서 해외 도시 대표단 의사소통을 담당했던 리에종, 현장안내요원, 수행통역, 

자원봉사 인력, 전시도우미 등은 PCO에서 별도로 모집하여 구성하였다.  

지원인력의 주요 기능은 영접, 의전, 수송, 등록, 공식행사, 회의, 사교행사, 관광 등 각 분

야의 행사진행을 주 기능으로 한다. 등록, 공식행사, 사교행사, 회의, 관광 등 운영요원은 부

분별 현장 진행 및 운영업무 보조역할을 하며 사무국 운영요원은 사무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각

종 사무업무를 처리하여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다.  공항 영접

요원과 도시 간 의사소통을 담당한 리에종 요원은 국제회의 또는 부문별 근무 경험자로 선발하

여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고,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와 공개모집 등을 통하여 현

장운영 자원봉사 인력을 수급하였다.  그 외 통역사 및 테크니션, 사교행사, 공항영접 등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부문별 전문가를 섭외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

록 조치하였다.

현장 운영에 대한 각 부문별 인력은 업무분야별 총괄담당자의 관리 하에 서울시 직원과 외부

인력으로 나누어 서울시 담당자와 PCO담당자가 업무성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뒤 체계적인 

역할 분담 후 현장에 투입되었으며, 각 부문 인력은 국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태도 및 경험을 갖

춘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였다.

(2) 부문별 세부 업무 

구분 주요업무

총괄, 기획
- 행사전반 운영 총괄 및 감독

- 진행관련 연락체계 구축

영접

- 영접 전에 참가자의 항공일정 확인

- CIQ지역 입장시 브릿지 영접

- 피켓을 들고 참가자 영접, 입국심사 수속진행

- 참가자의 수화물을 수취 차량으로 이동 

의전

- 공항 출발시간 확인 및 호텔 도착시간을 예상하여 호텔 입구에서 맞이한 후 행사장 내 리에종 요원에게 인계

- 공식행사 VIP룸 안내, 입장 및 착석 안내

- 사교행사 이동시 안내

- 행사장 내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리에종 상시 대기시켜 불편사항 해결

등록
- 등록데스크 일반 업무(사전, 현장, 등록보조)

- 안내데스크 역할

회의

(라운드테이블, 세션)

- 회의장 조성 및 기자재 설치, 확인

- 현장 필요물품 준비 및 확인

- 현장 운영

공식, 사교행사
- 개회식 진행, 환영만찬, 환송만찬 진행

- 참가자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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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원 현장인력 배치

   ∎ 총괄데스트 : 장혁재 과장(정보화기획담당관)

       ① 행사총괄 : 신대현 팀장, 백명숙

구분 주요업무

전시

- 전시장 일반 안내

- 전시관 세팅 및 관리

- 전시관 운영 지원 및 물품관리

사무국

- 사무국 총괄업무

- 행사장 안내문 및 제작물 작업

- 사무국 내 전화 문의 대처 

- 사무국 물품관리 및 정리정돈

- 인력 관리

리에종

- 담당도시 대표단 관리 및 의전

- 문의사항 및 불편사항 주최측에 전달

- 행사별 변동사항 및 안내사항 참가자에게 전달

분  야 담당 역   할

공

식

행

사

개막식 백명숙
개막식 좌석배치, 개막식 시나리오 및 사회자 관리

개막식 무대 설치 확인, 행사장 및 준비사항 점검 

라운드테이블 우정숙

시장라운드테이블 좌석배치

시장라운드테이블 시나리오 및 사회자 관리

준비사항 확인

행사장 셋팅
서병철팀장

김재봉

행사장 유무선인터넷 설치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라운드테이블 막간 공연 준비

 - 시스템 설치 및 테스트 인력 관리 

행사연출, 중계 이영미
와이드스크린 컨트롤 점검

인터넷 생중계, 영상녹화 등

기자회견
서병철팀장

김희정
기자실 관리 및 기자회견 준비

오/만찬 오미영

환영만찬/환송만찬/오찬 준비

 - 행사장 사전점검, 참석자 관리

 - 헤드테이블 및 VIP테이블 좌석 배치

 - 식사 메뉴 준비 및 공연 관리 

 - 만찬 수송 및 등록 관리

만찬 준비 및 의전요원 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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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담당 역   할

전시 우정숙
전시관 셋팅, 전시 콘텐츠 테스트

도우미 인력관리, 민간전시 기업 관리

투어

오경희팀장

안금희

류호석

IT투어/문화체험투어/서울IT체험 운영

 - 투어코스 및 참석자 사전 확인

 - 투어 필요 물품 준비 확인

 - 투어 운영

워크샵
김신숙

방상아

GIS/u-City 세션 운영

 - 행사장 셋팅 확인 및 테스트 

 - 좌장, 발표자, 토론자 관리

 - 세션 참석 인원 관리 

       ② 의전총괄 : 백현식 팀장, 박기웅

분  야 담당 역   할

공항

영접/영송

인천공항 박기웅

공항 안내데스크 관리

해외 참석자 도착 확인 및 영접

영접관 관리 및 차량 탑승 확인

김포공항 김석태팀장

공항 안내데스크 관리

해외 참석자 도착 확인 및 영접

영접관 관리 및 차량 탑승 확인

초청

인사

해외초청자 관리 백현식팀장 해외초청자 호텔 도착, 숙박, 행사 참석 등 관리

국내초청자 관리 오경희팀장 국내 초청자 개막식 참석 관리 

네그로폰테 엄연숙과장 기조연설자(니콜라스 네그로폰테) 일정 관리

등록
손정수 팀장

이나래

사전등록자 명단 확인 및 참여인원 파악

등록데스크 운영, 기념품 제공 확인

현장등록 참가자 구분(시간부, 공무원, 일반인 등)

만찬 의전
도찬구 팀장

오미영

만찬 참석 대상(국,내외) 의전 관리

- 롯데호텔->신라호텔 출발 동선 확인 및 참석자 확인

- 환영만찬 VIP 의전

- 롯데호텔 VIP 의전

단장님 면담

백현식 팀장

김희정

김지영

해외 도시 면담 시간 계획 수립

면담장소 관리 및 셋팅

면담대상 도시 연락

       ③ 네그로폰테 대담 및 시장접견 : 신대현 팀장, 김희정, 김지영

  - 대담 장소(아테네가든)관리, 대담 진행 준비 등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2장 추진과정 ∙ 161

   ∎ 분야별 세부 인력 배치

       ① 공식행사, 행사장 셋팅

일  시 진행 스케줄 조치 사항 비  고

<7.6> 22:00~ 유무선인터넷 설치 - 김재봉, 정보통신담당관 김종관 설치감독

<7.7>

07:00~

14:00

시스템 반입 및 설치

- 유무선인터넷 테스트 : 07:00~ (김종관)

- 전자회의 시스템 반입 및 셋팅 : 08:00~

 . 서병철 팀장, 김재봉 

- 중계(인터넷/현장) 반입 및 세팅 : 이영미

- 개막식 무대 설치 확인 : 백명숙

- 시장라운드테이블 좌석배치 확인 : 우정숙 

점검 및

 확인

<7.7>

15:00~

21:00

전자회의시스템 테스트 

및 리허설

- 전자회의 시스템 테스트(20명) : 서병철 팀장 

  . 김재봉, 임동찬, 강은영, 서은지, 정혜선, 최세원,

    이은정, 이은진, 정은화, 나정파, 

    (타부서 10명 : 박완식,이경미,이숙종,신명기,이준연, 

     임수미,하정아,김연선,김정희,조성준)

- 1차 리허설   

테스트

<7.7> 22:00~

24:00
2차 리허설 - 2차 리허설

<7.8>

06:00~

09:00

 리허설,

 전자회의시스템

 테스트

- 06:00~07:00 : 기자재 가동

- 07:00 담당자 집결

- 07:00~08:30 : 전자회의시스템 테스트(설치담당 20명)

- 09:00~08:30 : 개막동영상, 와이드 화면 테스트(이영미)

- 07:30~08:00 : 사회자 도착 및 리허설

- 08:00~ 09:00 : 등록 준비(손정수 팀장, 이나래)

<7.8> 

09:00~

09:30

등록, 행사안내

- 등록 : 손정수 팀장, 이나래

 . 등록자 확인, 시, 자치단체 공무원 등 참석인원 판단 

- 사회자 행사 시작 안내, 사회자 시나리오 확인 : 백명숙

<7.8>

09:30~10:50
 개막식

- 개막식

- 시장라운드테이블 사회자 도착 및 시나리오 확인 : 우정숙

<7.8>

12:30~17:00

- 시장라운드테이블 

- 공연 리허설

- 공연팀 도착 및 리허설 : 서정실

- 서울IT선언 테이블 배부 : 이영미

<7.8> 19:00~

<7.9> 09:00

 무대철수,

 행사장재셋팅(워크샵)

- 행사장 확인 : 김신숙, 방상아

- 워크샵 준비 및 리허설 : 김신숙, 방상아

- 등록 : 이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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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VIP의전

     - 의전대상 : 54명

     · 서울시(29명) : 시장(1), 부시장(4), 국장(14), 시의원(7), 구청장(5)

     · 기   타(25명) : 행정안전부 차관(1), UNGC 센터장(1)

                                주한대사(8), 후원기업CEO(3)

                                포럼 준비위원(5), 연사(3), 정보화추진위원(4)

     ✠ 의전계획

대상 의전장소 담당

시장님  롯데호텔 1층 현관  정보화기획단장

부시장급(4)
 집무실에서

 동행 출발

 행정1부시장(김종근 과장), 행정2부시장(한재호 과장)

 정무부시장(김대성 과장), 정무조정실장(박혁진 과장)

행정안전부 차관  롯데호텔 1층 현관  데이터센터 소장

주한대사(8)  롯데호텔 1층 현관  오미영, 김지영

기타 VIP

 롯데호텔 1층 현관

 - 정보통신담당관 :이권석 팀장, 고정이,

    박윤식, 유용관

 -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명진 팀장, 최성욱,

    강우경, 류상언, 정인선

 롯데호텔 2층

 안내데스크

 - 정보화기획담당관 : 이의기 팀장, 김인수 팀장,

    염영자, 원유복, 이은진, 이동수

※ 국내 VIP 연락 및 참석확인 : 정보화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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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찬(환영, 환송), 오찬

    ✠ 환영만찬 : 신라호텔 (7.7)

일  시 진행 스케줄 조치 사항 비  고

15:00 롯데호텔 집행요원 집결 ∙도찬구팀장, 김무철, 안금희
현장점검 및

동선 사전숙지

15:00
신라호텔 집행요원 집결

∙집행요원 집결 : 오경희팀장, 오미영, 이나래, 김지영, 백명숙, 

    류호석, 김무철

현장점검 및

동선 사전숙지

15:00~16:00 롯데호텔 요원 행사점검
∙VIP 버스 탑승, 명찰, 착석테이블 안내 등 총괄

∙총괄(도찬구팀장), 탑승확인(김무철), 명찰배부(안금희)

※ 신라호텔 차량

담당에게 탑승보고

15:00~16:00 신라호텔 요원 행사점검
∙오미영(만찬장 테이블 세팅 확인 및 운영)

∙오경희팀장, 이나래(등록데스크 총괄 및 지원)

∙윤희정

(VIP룸 예비 확보)

18:00 ~18:30

초청인사 신라호텔 도착 

(영빈관 입구)

①롯데호텔→신라호텔

∙리셉션장 총괄 및 운영

   - 정보화기획단장, 백현식팀장

18:30 ~19:00

 VIP초청자 신라호텔 

 도착(본관 정문)

 

∙도착하는대로 등록데스크 및 리셉션장으로 안내

   - 정 문 : 신대현팀장(시간부), 김지영(주한대사),

                 류호석(시의회관계자), 국내VIP(백명숙)

∙등록 총괄 및 등록안내 : 오경희팀장, 이나래

~ 19:00
 테이블 운영 및

  안내

∙HEAD(오미영),  VIP1(김희정), VIP2(윤희정) 

∙엑스트라 명단 및 명패 확보 : 최부득

※ 공통사항 : 명패 위치 및 초청자 착석 확인

※HEAD테이블 

  1:1의전

(의전관 협조)

※18:50 시장님

  만찬장 도착

∙리셉션장으로 안내

∙자연스럽게 기조연설자, 축사 도시 시장 등 인사

※ 시장님 영접 및   

   의전

   정보화기획담당관

19:00  만찬 시작 안내 ∙사회자 만찬시작 안내

19:03  시장님 만찬사 ∙인사말씀 후, 만찬 좌석으로 안내

19:10
 프랑크푸르트 시장

 축사
∙프랑크푸르트 시장 축사

19:20
 자카르타 시장

건배제의
∙자카르타 시장 건배제의

20:00 ~  공연 행사 ∙공연준비 점검 : 서정실 드럼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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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송만찬 : 롯데호텔 (7.8)

일  시 진행 스케줄 조치 사항 비  고

16:00
롯데호텔 집행요원 집결

∙집행요원 집결 : 도찬구팀장, 오경희팀장, 박기웅, 

                  오미영, 이나래, 김무철, 안금희,

                  류호석, 서정실

현장점검 및

동선 사전숙지

16:00~17:00  행사점검

∙도찬구(리셉션장 세팅 확인 및 운영)

∙만찬 참석 여부 확인(김무철, 안금희)

∙오미영(만찬장 테이블 세팅 확인 및 운영)

∙오경희팀장, 이나래(등록데스크 총괄 및 지원)

18:00~18:30

 세션참가자 안내

 ※크리스탈볼룸→

   사파이어볼룸

∙세션 참가자 리셉션장 안내(안내방송:김지영)

∙리셉션장 총괄 및 운영 - 백현식팀장, 도찬구팀장 

18:30~ 

19:00

 일반참가자 안내

※1층→등록데스크→

   사파이어볼룸

∙도착하는대로 등록데스크 및 리셉션장으로 안내

   - 정문(1층) : 신대현팀장(국내VIP)

                         박기웅(시간부),  류호석(시의회관계자)

∙등록 총괄 및 등록안내 : 오경희팀장, 이나래

18:30~19:00  테이블 운영 및 안내

∙HEAD(오미영),  VIP1(김희정), VIP2(윤희정)

∙엑스트라 명단 및 명패 확보 : 안금희

※ 공통사항 : 명패 위치 및 초청자 착석 확인

※ HEAD테이블 

    1:1의전

    (의전관 협조)

※18:55 시장님

  만찬장 도착

19:00  만찬 시작 안내 ∙사회자 만찬시작 안내

19:03  시장님 만찬사 ∙인사말씀 후, 만찬 좌석으로 안내 

19:10  테헤란 시장 축사 ∙테헤란 시장 축사 

19:20  민스크 시장 건배제의 ∙민스크 시장 건배제의 

20:00  공연 행사 ∙공연준비 점검 : 서정실 쵸콜렛

③ 투 어

    ✠ IT투어

일  시 진행 스케줄 담당자

롯데호텔 집결(10‘) 롯데호텔2층 투어데스크

09:20 ~ 09:30

○ 참가대상자 집결

○ 버스 탑승

○ 참가자 확인

최종명단확보 여권소지 확인

안금희,류호석

(PCO : 임경호)

파주 LG  LCD 견학(130‘) 가이드:김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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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문화체험 투어

④ 단장님 해외도시대표 면담

⑤ 공항의전 : 별도 수립

    ✠ 일자별 계획

 ※ 타이베이 MOU : 7.9 11:00~, 아테네 가든(담당 : 김희정)

일  시 진행 스케줄 담당자

롯데호텔 집결(10‘)  롯데호텔2층 투어데스크

08:50    ~ 09:00

○ 참가대상자 집결 

○ 버스 탑승

○ 참가자 확인

오경희,이은정

(PCO : 임경호,김혜숙,김혜진)

자원봉사2명,

촬영(인터넷방송):1명

성북동 전통문화체험(180‘) 가이드:김현라

일  시 진행스케줄 조치사항

7.6 ~ 7.7 18:00

○ 해외도시 시장 호텔 도착

    일정에 따라 조정

 - 장소 : 1층 비즈니스센터

○ 도착스케줄 확인 및 총괄 : 백현식

○ 해외도시 연락 : 김지영

○ 면담내용 정리 : 김희정

○ 커피,물, 다과 준비 : 장순영

7.7 18:00~ 신라호텔 환영만찬장으로 이동  단장님, 백현식팀장, 김희정, 김지영

 시간 
7.6(일) 사전준비

호텔의전(7.7~7.8) 공황영접 (7.4~7.8) 단장님(7.6~7.8) 유무선설치(7.6야간~ 7.8 테스트)

담당 백현식 팀장 박기웅, 김석태 - 김재봉 
07:00~08:00

∙해외인사 : 백현식 팀장 

    - 지원 (2명)

∙국내인사 : 오경희 팀장 

   행안부 장관 영접 

   : 감가관 

∙시간부 : 손정수 팀장 

∙인천공항 : 박기웅 

∙김포공항 : 김석태팀장

   - 영접관 : 40명  

∙해외도시 대표

    도착 일정별

 - 시간 :  7.6 ~7.7     

              18:00

 - 장소 : 31층

    비지니스센터 

 - 준비 

    � 백현식 팀장 : 총괄 

    � 김희정 :

      면담내용 정리 

    � 김지영 :

      해외도시 연락 

※ 7.7 18:00 신라호텔로 

    이동 

08:00~09:00

09:00~09:30

09:30~10:00

10:00~11:00

11:00~12:00

12:00~12:30

12:30~13:00

13:00

14:00

15:00

16:00

17:00

17:30

18:00

19:00

20:00

21:00

22:00

∙무선인터넷 설치 : 김재봉, 김종관 23: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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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7.7(월) 환영만찬 및 사전준비   

환영만찬

(신라호텔영빈관 )

행사준비

(크리스탈볼룸) 
사파이어볼룸   

등록

(2층 입구)

전시

(크리스틀볼룸 로비)

담당 
오미영(단내 영어가능자   

            안내요원) 
백명숙,김재봉 - 손정수,이나래 우정숙           

07:00~08:00

∙세팅 종료 및 테크니 

   컬 리허설 

∙전자회의시스템 반입 

    /세팅 

∙중계(인터넷/현장)

    반입/세팅 

∙테크니컬 

   리허설

∙테이블 

    세팅  완료 

∙Stand-By 

∙등록데스크

    설치 (15:00) 

∙시 시스템 및 

    기자재 반입/  

    설치 

∙커텐츠 반입/설치

 - 교통체험관 시연      

      (13:00)

- 교통체험관 시연 

      (15:00)

08:00~09:00

09:00~09:30

성대 사전행사 

09:30~10:00

10:00~11:00

11:00~12:00

12:00~12:30

12:30~13:00

13:00 ∙테크닉컬 리허설 및  

   전체 리허설 

∙사회자 도착/리허설   

(17:00)

∙롯데호텔(의전담당)

 -버스탑승 동선 확인 

   및 점검

  (도찬구팀장 외 2인 )

∙신라호텔(의전담당)

 -현장점검 및 확인

   (오미영 외  3인)

∙공연준비 및 점검 : 

   서정실 

∙드라이 리허설 
14:00

15:00

∙전자회의시스템 

    테스트 (직원 20명) 

∙1차 전체 리허설 

16:00

17:00

17:30 ∙등록 : 오정희 , 이나래

18:00

∙롯데호텔 출발

    (버스탑승,명찰,테이    

    블 안내 등) : 도찬구 

    팀장 외 2인 

∙신라 행사장 확인 및   

    VIP안내 

∙세팅 변경

(클래스 →정식) 
∙컨텐츠 반입/설치 

19:00
환영만찬 

-부시장 통역 : 김지영 
20:00

21:00

22:00 ∙시스템 철수 

∙2차 전체 리허설 23:00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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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7.8 (화)  : 준비요원 07:00 롯데호텔 집결  

(본행사) 크리스탈볼룸  
(오찬환,송만찬)사파이

어 볼룸  
(VIP)제이드룸 (대담)아테네가든 (기자)오닉스룸 토파즈룸 

담당 백명숙,우정숙, 김재봉 오미영 박기웅 국제협력과,이영미 김희정 PCO

06:00~07:00 ∙테크니컬 리허설 
∙사회자 도착/리허설    
   (7시 30분 )
∙최종리허설(8시)
∙전자회의 테스트    
    (20명) 

07:00~08:30 ∙세팅완료 ∙세팅완료  (VIP휴계용) ∙세팅 완료 ∙세팅 완료 

08:30~09:00 ∙Stand-By

Preview
Room

09:30~10:00
개막식 

10:00~11:00

11:00~12:00

시장 라운드블 1 

∙오찬 세팅 준비 완료 
   (무대 가림막) 

12:00~12:30
∙오찬참석,쿠폰지급,
미지급   
   대상  확인 

12:30~13:00
∙출연진 도착 및 
    리허설 : 서정실  오찬 

∙세팅 변경(접견용) ∙세팅 변경 

13:00~14:00

출연자 대기 

14:00~14:30

시장 라운드테이블 2/3

∙전체 리허설

∙접견준비(이영미) 

∙기자회견 준비 
    (김희정) 

14:30~15:00

시장,NN접견

15:00~16:00

16:00~17:00

∙출연진 도착 및 리허설 
    : 서정실 
∙만찬 테이블 세팅 
    준비 완료 
 - 오미영, 윤희정 등

17:00~17:30 기자회견 

17:30~18:00

∙무대 철수 

시장 접견 

18:00~19:00

19:00~20:00
환송만찬 

20:00~21:00

21:00~22:00

22:00~23:00 ∙장소 세팅(룸 분할,
    Class Type) 23:00~24:00

24:00~

 시간 
7.9 (수)

워크샵(크리스탈볼룸ㅍv  v) 제이듸룸 에머랄드룸 투어준비 및 
담당 배명숙, 김신숙, 방상아 오미영 오경희, 안금희, 류호석 

07:00~08:00 ∙기자재 테크니컬 리허설 ∙세팅 완료(Preview Room) ∙Stand-By

08:00~09:00 ∙등록 : 이나래 

09:00~09:30

워크샵 

09:30~10:00

10:00~11:00

11:00~11:30 ∙오찬 테이블 세팅 완료 
    오찬자 명단 확인 11:30~12:00

12:00~12:30
오찬 

12:30~13:00

13:00 ∙시스템 철수 

14:00

15:00

16:00

17:00

17:30

18:00

19:00

20:00

21:00

22:0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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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부 운영인력 선발 및 배치

   ∎ 외부 운영인력 선발 및 교육

       ① 모집기간

        - 운영요원 및 리에종: 2008. 5. 26～6. 18

        - 공항요원: 2008. 5. 26～6. 11 

        (※ 공항 CIQ 에어사이드 영접, 임시 출입증 패스 발급과 관련하여 보안관계 서류가

      2주 전에 구비되어 패스 발급신청이 되어야 하므로 미리 모집 선발)

       ② 면 접

        - 운영요원 및 리에종: 2008. 6. 21～6. 22

        - 공항요원: 2008. 6. 11～6. 12 

        (※ 자원봉사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하여 선발: 총3명)

       ③ 합격자 발표

        - 운영요원 및 리에종: 2008. 6. 25

        - 공항요원: 2008. 6. 23 

      ④ 사전교육

        - 일시: 2008. 7. 5 

        - 장소: 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강당

        - 대상: 최종 면접 합격자

<분야별 교육내용>

분야 교육내용

공통분야

- 행사개요

- 운영요원 근무지침 등 근무자 공통 준수사항

- 국제매너 및 소양교육

부문별 교육

[운영요원]

- 각 무분별 공통 내용

- 배치 별 세부업무 및 역할

[리에종]

- 담당 도시별 진행상황 및 특이사항 전달

- 세부 업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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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현장교육 및 킷 작업 

        - 일시: 2008. 7. 6 

        - 장소: 롯데호텔

        - 대상: 모든 현장 운영요원 및 리에종

        - 내용: 행사장 확인 및 분야별 세부 업무

                       근무시 유의사항

                       등록가방 작업

   ∎ 현장인력 배치

현장인력 배치는 각 부문별 경험자를 우선적으로 배치하였고 그 외 면접을 통하여 부문별 업

무에 적당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또한 운영요원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선발하였고 업무성격 및 개인일정을 고려하여 날짜별 부문별로 배치하였다.

  리에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각 언어 능통자를 배치하였고 담당 도시 수는 우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수행통역을 요청한 도시의 경우에는 언어별로 1명씩  수행통역 개념으로 배치하

였다. 나머지 일반 리에종은 한 사람당 도시 3개를 기준으로 하되 시장 참석도시는 2개 도시만 

배치하여 시장이 참석한 도시의 의전에 집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당 도시를 최대 3개로 한

정한 이유는 본 행사에서 면담 및 라운드테이블 운영과 관련하여 도시별로 일정이 다양하여 참

가도시의 의견 및 불편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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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배   치
날  짜

6/30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1 등록(총괄)

2 등록(현장) 3 3 3 3 

3 등록(사전) 1 4 4 4 4 

4 등록(보조) 2 2 2 2 

5 사교행사 5 5 5 5 

6 회의 1 2 4 3 4 4 3 

7 사전행사, 세션 1 4 2 4 4 4 

8 전시 1 1 1 1 1 

9 사무국 2 1 2 3 3 3 3 3 3 3 

10 VIP룸 1 1 1 1 

11 영접(총괄) 1 1 1 1 1 1 1 1 1 1 1 1 

12 CIQ영접 12 4 4 4 3 3 3 1 

13 도착층영접 5 6 6 6 6 6 

14 김포영접 2 2 2 2 1 1 

합계 3 2 3 17 18 15 36 40 39 37 11 2

<분야별 교육내용>

<분야별 교육내용>

번호 배   치
날  짜

6/30 7/1 7/2 7/3 7/4 7/5 7/6 7/7 7/8 7/9 7/10 7/11

1 등록(총괄)

2 등록(현장) 3 3 3 3 

3 등록(사전) 1 4 4 4 4 

4 등록(보조) 2 2 2 2 

5 사교행사 5 5 5 5 

6 회의 1 2 4 3 4 4 3 

7 사전행사, 세션 1 4 2 4 4 4 

8 전시 1 1 1 1 1 

9 사무국 2 1 2 3 3 3 3 3 3 3 

10 VIP룸 1 1 1 1 

11 영접(총괄) 1 1 1 1 1 1 1 1 1 1 1 1 

12 CIQ영접 12 4 4 4 3 3 3 1 

13 도착층영접 5 6 6 6 6 6 

14 김포영접 2 2 2 2 1 1 

합계 3 2 3 17 18 15 36 40 39 3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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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 계

  (1) 운영개요

본 포럼에서 중계는 현장 중계와 인터넷 생중계 두 가지로 진행하였다. 행사장 메인무대를 기

존 국제회의에서 거의 사용된 적이 없는 와이드스크린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와이드스크린 

화면 운영과 현장 중계가 정확히 맞아야 하는 등 기존 타회의 중계시스템보다 장비 및 조작 등

이 복잡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전에 충분한 리허설을 통해서 와이드스크린 운영 및 중계시

스템이 장애 없이 원할하게 운영되었다. 

현장 중계는 개막식과 시장라운드테이블에서만 운영하였고 그 외 사전행사, 워크샵에서는 

인터넷 생중계만 운영하였다. 현장중계는 PCO가 맡아서 진행하였고, 인터넷 생중계는 서울시

인터넷방송에서 진행하였다. 

  (2) 현장중계

   ∎ 스크린 운영 및 시스템 적용

현장중계 스크린은 12:3 비율의 와이드 스크린을 사용하였고 스크린 운영 시스템으로 스파

이더시스템(화면 다중 분할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진행 초기에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떨

어져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격었지만, 행사 준비에 들어가면서 많은 

연구와 회의 끝에 적절한 방식을 찾아 적용하였다. 

개막식의 경우 스파이더시스템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오프닝 영상을 12:3 비율의 와

이드 영상으로 특별히 제작하였고, 연설 시 자료와 중계화면의 자유로운 변화 기능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화면 분할 배치하였다.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 시에도 참석자들의 앞에 놓여진 터치

스크린의 내용을 전체 화면으로 충분히 옮기면서, 화면 구성자체의 독특함을 추구하여 최대한 

깔끔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전달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스크린 구성

발표 및 발언 성격에 따라 시각적 효과를 주어 화면을 분할하거나 위치를 바꾸는 등 지루함을 

없앴고 IT요소를 많이 부각시켰다. 현장에서 구현된 와이드 스크린 구성은 아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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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순 소개>

<중계화면-환영사>

<중계화면 사진-환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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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화면-기조연설>

<중계화면-환영사>

<중계화면-발표>

<중계화면 사진-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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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생중계

인터넷생중계는 기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인터넷방송(tv.seoul.go.kr)을 통

하여 서비스 되었다. 현장중계 시스템과 케이블 선을 연결하여 스크린과 현장 중계화면을 동시

에 받아 생중계 서비스 화면에 2개의 화면을 적절히 삽입하여 현장감 있게 진행하였다.

생중계 사이트 구축은 포럼 개최전에 이미 국문/영문으로 구분하여 제작되었고, 생중계를 위

한 코넷 전용회선(1G) 2회선을 신청하여 운영되었다. 

서울시 인터넷방송 생방송 외에도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와우 서울(wow.seoul.

go.kr)에서는 제휴 UCC사이트(아프리카닷컴)을 통해서 생중계를 동시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

은 시민고객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중계 외에도 전시회, e-culture 페스티벌, 투어 등 부대행사 현장촬영 스케치 영

상도 함께 제작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금번 시장포럼은 영상서비스에 있어서도 최첨단 IT기반 위

에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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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스크린과 연설자 화면

을 분할하여 화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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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

1. 개  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공식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이다. 

워크샵, 만찬, 사전행사 등은 원칙대로 영어와 한국어로 동시통역을 진행하였고, 시장라운

드테이블의 경우 참석하는 대부분의 도시 대표들이 발표와 경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언어

권 중에 참석도시가 많은 중국어와, 일본어를 동시통역으로 추가하였다. 그 외 언어에 대해서

는 필요 시 순차통역으로 발표하였다. 

회의 진행 방식은 영어로 발표 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각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언 시 영어 및 각 언어로 동시통역이 진행되었다. 

그 외 제 3언어로 발표 시 테이블 뒤에 착석한 통역사가 한국어로 통역하면 이를 동시통역 부

스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각각 동시통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순차통역사는 사

전에 요청받은 도시에 한해 섭외를 하되 되도록 포럼 공식 언어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발

표하도록 유도하였다.

2. 추진업무 및 경과

   (1) 추진업무

각 도시별로 사용언어 및 통역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통역사 수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발표할 것을 권유하고 도시대표가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 통역사를 동반 할 

것을 요청하였다. 통역사 동반이 어렵다면 서울시에서 통역사를 제공해 주되, 회의(시장 라운

드테이블)에만 필요한지, 행사기간 내내 수행통역이 필요한지 확인하였다.

통역 언어는 사전 확인 결과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도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동시통역 서

비스 제공을 고려하였다. 동시통역을 하지 않고 순차통역사를 제공할 경우 같은 언어임에도 발

표자 뒤에 착석해야 함으로 시간이 두 배정도 초과되고 운영도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었

다. 또한 일부 도시는 주어진 발표시간 보다 많은 내용을 발표하기 원하여 시간의 배분 문제도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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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영어 외에 일본어(요코하마 시장, 동경 부지사, 일본금융행정 장관, 이치가와 시

장)와 중국어(베이징, 광저우)의 동시통역이 최종 결정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일본 참가자가 

많아 동시통역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고, 중국의 경우에는 발표내용이 길어 순차통역으로 운영

하면 회의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동시통역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밖에 포르

투갈어(상파울로)와 터키어(앙카라)는 발표는 영어로 하나 질의응답 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

지 않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수행통역사를 뒤쪽에 배치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동

반자인 앙카라 CIO가 영어로 발표를 하여 회의 중에는 별도의 통역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인

도네시아어(자카르타)와 러시아어(민스크)는 사전에 발표 시 순차통역사를 요청하여 전문 통역

사를 섭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도시대표가 발표와 질의응답의 대부분을 영어로 하여서 회의 

시간에 문제없이 원활히 진행할 수 있었다. 

(1) 추진업무

각 도시별로 사용언어 및 통역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통역사 수를 확인하였다. 

기본적으로 영어로 발표할 것을 권유하고 도시대표가 영어를 하지 못할 경우 통역사를 동반 할 

것을 요청하였다. 통역사 동반이 어렵다면 서울시에서 통역사를 제공해 주되, 회의(시장 라운

드테이블)에만 필요한지 행사기간 내내 수행통역이 필요한지 확인하였다.

통역 언어는 사전 확인 결과 통역이 필요한 언어의 도시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 동시통역 서

비스 제공을 고려하였다. 동시통역을 하지 않고 순차통역사를 제공할 경우 같은 언어임에도 발

표자 뒤에 착석해야 함으로 시간이 두 배정도 초과되고 운영도 원활하지 않음을 고려한 것이었

다. 또한 일부 도시는 주어진 발표시간 보다 많은 내용을 발표하기 원하여 시간의 배분 문제도 

고려되었다.

발언자 동시통역 수행통역 

영어 
한국어 

일어,중국어 

해당언어

(수행통역) 

영어 

발언자 동시통역 동시통역 

영어 중국어 한국어 
해당언어(수행통역) 

   ✠  영어, 일어, 중국어 진행 시

발언자 수행통역(순차통역) 동시통역 

제3언어 한국어 
영어/일어/중국어 

해당언어(수행통역) 

   ✠ 제3언어로 진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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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통역 현황>

구분 언어 도시명 통역사 수 행사별 통역현황

동시통역

영어 - 2명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워크샵, 사전행사

일본어 - 2명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중국어 - 2명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수행통역

포르투갈어 상파울로 1명 순차통역 가능 통역사

터키어 앙카라 1명 순차통역 가능 통역사

순차통역

인도네시아어 자카르타 1명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러시아어 민스크 1명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환송만찬

(※ 포르투갈어, 터키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라운드테이블 뒤쪽에 착석)

(2) 통역인력 수급

    ∎ 동시통역(영어, 일본어, 중국어)

      - 통번역센터를 통해 행사 성격에 맞는 국제회의 경험이 풍부한 동시 통역사를 추천받아 

        이력 사항 검토 후 선정하였다. 

    ∎ 순차통역(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 국제회의 경험 및 통역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추천받아 PCO에서 선정하였다.

    ∎ 수행통역(포르투갈어, 터키어)

      - 통번역센터에서 해당언어 통역사 수급이 어려운 관계로 전문 에이전트를 통해 국제회의  

     경험이 많은 통역사를 섭외하였다.  그중 터키어 통역사는 앙카라시에서 추천해 준 인물과 동 

   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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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역운영

(1) 행사별 통역운영

   ∎ 개회식, 라운드테이블

개회식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하였고, 그 외 언어는 수행통역을 하였다. 

일본어, 중국어 외에는 모두 영어로 발표하였으며 발표 내용 및 질의응답 시 의사소통이 원활하

지 않은 도시는 뒤쪽에 통역사를 착석시켜 진행하였다.

   ∎ 워크샵

세션 1, 2에서는 영어만 동시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GIS세션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이치

카와 시 참석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관계로 순차통역사를 테이블 뒤쪽에 착석시켰다.

< 공식행사 동시통역 >

< GIS 순차통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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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영만찬, 환송만찬

사교행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역을 제공하지 않지만 도시대표가 원하는 경우 리에종 또는 통

역사를 함께 착석하게 하여 진행하였다. 실제로 언어문제로 도시간 의사소통이 어려운 참석자 

들이 있어 해당 도시의 리에종을 같은 테이블에 앉게 하였다. 또한 환송만찬에서 민스크 시장의 

축사 시 러시아어 통역사를 요청하여 사전에 섭외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스크 시 동반자가 

영문으로 번역을 하여 대독하여 러시아어 통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환영만찬 수행통역>

<환송만찬 수행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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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통역계획 수립 및 운영 시 유의할 사항 

  - 통역운영 기준 수립 시 행사의 성격에 따라 통역계획의 차이가 있겠지만 국제회의니 만큼 

 공식 언어는 되도록이면 영어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음

  - 참가자 사용 언어별로 통역사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동반할 수 있는지 전 일정에 모두 

 필요한 것인지 등 최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요청하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최 

 소화 할 수 있음

  - 국내 통역사 현황에 따라 일부 언어는 통역사 수급이 매우 어려우므로 영어와 기타 외 

 국어를 동시에 사용한다거나 희귀언어 통역사 수급여부는 우선적으로 확인하여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사전행사

사전행사는 본 포럼의 공식 행사가 아니므로 모든 회의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발표 및 질의응답 모두 영어로만 이루어 졌으나 국내 참가자를 위한 영어 동시통역서비스는 제

공하였다.

<사전행사 동시통역>





포럼 개최Ⅲ
제1장 본 행사
	 ∙	등록

	 ∙	개막식

	 ∙	시장라운드테이블

	 ∙	워크샵(GIS)

	 ∙	워크샵(u-City)

제2장 대담•접견

	 ∙	해외도시	사전면담

	 ∙	주요도시	시장	접견

	 ∙	기조연설자	대담

 제3장 부대행사

	 ∙	전시

	 ∙	연회행사

	 ∙	투어

	 ∙	서울	e-Culture	페스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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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행사제1장

                등록

1. 등록 개요

다른 본 행사와 비교하면 등록 업무 자체가 포럼의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그 말이 등록 업무가 다른 행사들에 비해 덜 중요하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현장등

록은 행사장 입구에서 안내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사의 전체적 인상을 좌우할 뿐더러 행

사의 기초가 되는 모든 자료가 등록을 통해 수집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자칫 등록 업무를 소

홀히 준비했다가는 성공적인 행사개최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등록 업무

의 추진 방향은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사전 등록을 최대한 유도하여 참석자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한다.

 둘째, 가능한 정확한 정보 수집으로 오·만찬 규모 및 식단, 영접·환송시 인력배치, 투어,  

 기념품 수량 결정 및 제작 등의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현장에서 능숙한 운영으로 혼잡을 방지하고 대기 시간을 줄여 포럼의 전체적 이미 

 지 제고에 기여한다 

  (1) 사전등록

			 ■ 온라인 등록 :  홈페이지(http://wegmf.seoul.go.kr)를 통한 온라인 등록　

	 ■ 오프라인 등록 :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가신청서 접수

      - 등록 기간 : 2008년 4월 ~ 7월 4일

  (2) 현장등록

	 ■ 장 소 : 롯데호텔 2층 에스컬레이터 앞

	 ■ 운영 시간 : 2008년 7월 8일(화)~ 9일(수) 08:30 ~ 15:00

	 ■ 사전 등록자 등록 확인 및 현장 등록 접수

	 ■ 현장 등록 데스크(해외/ 국내), 사전 등록 데스크(해외/ 국내),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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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 현장 등록 flow

참가자	명단	확정	

사진	등록	확인	

ID카드	발급	

KIT	지급	

행사장	안내	

행사장	이동	

현장	등록	신청서	작성	

∙	참가자	최종	명단	(VIP	및	행사관계자	별도	관리)

∙	대상별	그룹	구분	작업	

∙	현장		도착한	초청	대상별	소속	그룹	확인

∙	ID에	지급된	쿠폰과	교환	

∙	종합안내도	및	안내제스크,	프로그램북	활용
					∗	전시장	무료	입장	안내	

2. 주요 추진 업무 내용

  (1) 사전준비

	 ■ 온라인 등록프로그램 운영  

 ① 세계 어디에서나 손쉽게 등록 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등록 시스템을 구 

     축하여 참가자의 편의 도모 및 사전등록률 제고

 ② 개인별로 부여한 고유 ID/PASSWORD로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등록 시스템에  

     접근 할 수 있도록 함

 ③ 시스템 구성

 - 등록 신청 / 등록신청 확인 / 확인 이메일 자동 발송

 - 등록정보 조회 및 수정

 - 호텔/투어 신청 프로그램

 - 관리자 프로그램 발송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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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메인) 등록프로그램	화면

등록(내용	입력) 등록	확인	메일

	 ■ 사전 등록자 최종 리스트 작성

	 ■ 등록운영요원교육

  - 등록 업무 유경험자 우선 배치

  - 외국어 가능자 선발 및 배치

	 ■ Conference Kit 제작

   - 내용물 누락 여부 확인 철저

	 ■ 현장 운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현장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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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당절차 

사진등록자	
국외	참가자	

∣	ID카드	사전	제작	및	현장발급/kit	현장	배포	
		(단,	초청도시	참가자에	한하여	각	객실에		kit		비치)

국내	참가자	 ∣	ID카드	사전	제작	및	현장	발급/kit	현장	배포	

현장등록자	 국내외	참가자	
∣	Fill-up	desk	설치,	현장등록신청서	작성	제출	후	ID카드	현장발급/Kit	현장	배포	
∣	등록데스크	혼잡	시		명함	요청	및	교ㅣ환권	발행,	추후에	ID카드	현장발급	및	kit	배포					

(3) 등록데스크 구성 및 운영

	 ✠ 등록데스크 구성 및 위치

등록데스크	전경 등록데스크	위치

Conference Kit 보관장소(Cloak room)

Organizer (서울시)

행사장소 Overseas
Guest / Press

Pre-registration
(사전등록)

On-site registration
(현장등록)

Fill-up Desk

PCO (메시)

벡드롭

에
스

컬
레

이
터

(2) 등록구분 및 해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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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데스크 주요 업무

	 ✠ ID카드 구분

	 ✠ ID카드 시안

구분 소속 인원수 업무내용 

등록총괄	 서울시청	 2
∣	서울시	관계자	참석여부	파악
∣	현장문제	발생시		대응	

Overseas

Guest/Press
pco 1

∣ 등록운영요원	관리
∣	현장문제	발생시	대응	

사전등록	

등록운영요원	

1
∣	각국	도시대표	참가자	및	수행자	담당	리에종에게	ID카드		전달	
∣	참석	보도기자	대상		ID카드	발급	및	명함	수령	

현장등록	

2
∣	사전등록자	대상	ID카드	발급	
∣	ID카드	수정	및	재	발급	

2
∣	현장등록	폼	작성	유도	및	ID카드	제작	후	발급	
∣	현장등록자	리스트	작성	
∣	주차권	발급	

Conference	kit	배포	 2
∣	Conference	Kit	보관	및	수량	파악	
∣	Conference	Kit	배	포	

구분 대상 ID카드 줄 표기방법 

Speaker 기조연설자,	세션발표자	 노랑	 영문	이름,	직책,	소속,	도시,	국가	

Delegate 도시	대표	 노랑	 영문	이름,	직책,	도시	,	국가

Guest 초청	인사	 노랑	 영문	이름,	직책,	소속,	국가	

Participant 도시대표	수행원,	기업,	일반참가자 노랑/파랑	 영문	이름,	도시,	국가	

Press 언론	기자단	 노랑/파랑	 PRESS

Organizer 서울시청	 파랑	 영문	이름,	소속,	국가	

STAFF PCO,	진행요원,	현장관리협력업체	 파랑	 STAFF

※	줄	색깔	:	오찬장소	입장시	식권	필요	여부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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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T 구성 :VIP용,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내용물 구성

  - VIP kit : 프로그램북, USB(2GB), 부채, 포스트잇

  - 일반 kit : 프로그램북, USB(1GB), 포스트잇

  - VIP kit는 기조연설자 및 세션 발표자, 도시 대표 및 수행자, 국내초청인사에게 제공

일반	USB	(1GB) VIP용	USB	(2GB)

VIP용	부채 포스트잇	하드커버	시안

가방(앞면) 가방(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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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이름과 직함은 확인 또 확인!!

- 이름과 직함을 잘못 표기하는 것은 큰 결례임이 분명하다. 물론 일부러 잘못 표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정보 중 가장 기초적인 이름과 직함이 잘못 표기됐을 경우에는 당사자

가 불쾌함을 느끼는 것은 물론 행사 준비가 불성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인상을 주어 행사의 

공신력을 떨어뜨린다. 

- 특히 신경을 쓸 것은 영어권 국가 출신보다 비영어권 국가 출신 참가자이다. 같은 발음이

라도 각자가 선호하는 표기 방법이 있으며 별도의 영어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참가자도 있

으니 발음만으로 짐작하여 영문 표기로 옮기는 일은 지양해야한다. 하이픈 사용여부나 대·

소문자 표기도 사전에  확실하게 체크하자.

  ID카드 사전 제작은 필수

-  등록데스크에서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ID카드 사전 제작이 필수적이다. 사전 제

작 가능한 ID카드는 모두 만들어두고 등록데스크에서는 현장등록자의 ID카드만 제작하

도록 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원활한 행사진행에 큰 도움을 줄 것이

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각 행사 참가자의 정확한 명단 입수인데, 쉽게 말해 환영만

찬용 이름표 제작시 환영만찬 참가자의 명단을 가지고 ID카드를 제작해야지 엉뚱하게 개

회식 참가자 명단을 가지고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다. 이정도 규모의 국제행사를 준비하면

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까싶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던 일들

은 재차 확인해보자.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딘가에서 어긋나기 마련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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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기념품이 뭐길래...

- 이번 포럼 등록에 요건제한이나 참가비가 없다는 사실이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참가를 불

러오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념품을 위해 출몰(?)하는 사람들도 함께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하거나 행사장에 잠시 들러 등록양식을 작성하면 본인 확인 없이

도 USB, 프로그램북, 포스트잇 그리고 튼튼한 가방이 제공되었으니...

- 본인을 S대의 교수님이라 칭하셨던 한 분은 자신의 제자들이 곧 올 것이라며 여러개의 

기념품 kit를 받아갔는데 등록 후 서너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분의 일행은 볼 수 없었다. 정

말로 제자를 위해 손수 기념품을 받아둔 것인지 진실은 알 수 없지만 양손 가득 가방을 들

고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 예상했던 참가자들에 비해 현장등록자가 많아 포럼 사흘째에는 기념품이 부족했다. 결국 

서울시청 직원들과 현장등록을 하신 분에게는 기념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몇 

개 남지 않은 kit는 철저하게 사전등록자에게만 배부되었다. (사실 몇 달 동안 고생하며 이 

행사를 준비한 직원들도 USB 하나 받지 못했다.) 뒤늦게 현장등록을 하고 기념품을 달라

고 요청했던 한 참가자는 기념품 수량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기념품 보관하는 장소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겠다고 직원들에게 소리를 질러 험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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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막식

1. 개막식 개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본 행사를 알리는 개막식은 ‘08.7.8 09:30～11:00까지 서울 롯

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해외도시 대표단, 주한대사, 해외 전자정부 연수생, 국내외 전문가, 

전자정부 학계·기업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위상을 국·

내외에 알리는 홍보마케팅 장이 되었다.

“세계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모델 구축”을 주제로 시작한 개막식은 

이진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대형 와이드스크린을 통해 상영된 개막 영상은 “글로벌 환경에서 전자정부의 중요성과 세계 

도시 협력과 화합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시장님 환영사에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축사를 정남준 차관이 대독하였고, 바벨 디크만 독

일 본 시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UN반기문 사무총장은 축하영상 메세지를 통하여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매우 의미있는 

중요한 행사이며 이를 통해 세계 도시가 전자정부를 통해 협력하고, 도시간 정보격차해소를 위

해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포럼의 성공과 지속적인 협력모델 구축을 기원하였다.

특히, MIT미디어랩 연구소를 창립하고, OLPC(개도국 어린이 저가 PC보급사업, One 

Laptop Per Child)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는 기조연설을 통해 개도국 정

보격차해소와 이를 도시간 협력 필요성과 자신이 추진중인  OLPC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식의 성공적 개최는 서울의 글로벌 역량을 보여주고, 세계 도

시 대표들에게 시장라운드테이블 회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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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막식 내용

  (1) 행사개요

			■ 일  시 : ‘08.7.8(화) 09:30～10:5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 (2층)

			■ 언  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구  성 : 오프닝, 환영사, 축사, 기조연설

			■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09:20～09:30	 VIP룸	도착(VIP	환담)	 사회자

09:29～09:30 VIP행사장	입장 VIP

09:30～09:33(3') 사회자	시작	안내오프닝	영상	상영 사회자

09:34～09:35(2') 사회자	개막	인사 사회자

09:35～09:42(7') 환영사 시장님

09:43～09:46(3') 반기문	총장	영상메세지 영상

09:47～09:52(7') 국내인사	축사 정남준	행정안전부차관

09:53～10:00(‘7') 해외도시	시장	축사 바벨	디크만	독일	본	시장

10:01～10:30(30') 기조연설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10:31～10:40(10') 개막식	종료,	시장라운드테이블	안내 사회자

  (2) 참석인원 : 500여명

			■ 해외참석자 : 180여명

    - 해외도시 대표단 120여명, 개도국 공무원 전자정부 연수과정생 40여명

    - 해외연사 10명, 주한대사관 대사 등 10명 

			■ 국내참석자 : 320여명

    - 행정안전부 장관, UN거버넌스센터장, 한국정보사회진흥원장, 기업CEO

          국내연사, 전자정부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 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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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VIP룸	도착

(09:10)

VIP룸	환담

(09:10~09:20)

 

전시장	관람

(09:20~09:29)

행사장	입장

(09:29~09:30)

		∙	사회자	등장	&	장내	정리
				

MC 이진민

現	Arirang	TV	Rank	Korea	MC

[주요경력]

International	Forum	on	Material	&

Components	Technology

LG	MEA	Marketing	Conference	2007등	다수

(3) 프로그램 세부일정

※	1층	로비(에스컬레이터)	>	2층	이동	VIP	ROOM	>	크리스탈	볼룸

※	VIP	Room	:	Jad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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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행사

동영상	상영

(09:30~09:32)

∙	(VIP	착석	후)	오프닝	영상

사회자	안내

(09:32~09:35)
∙ 개막	알림

시장님	환영사

(09:35~09:42)

축	사

(09:42~10:00)

								반기문	총장	영상메세지													행정안전부	장관(차관	대독)																											독일	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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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10:00~10:35)

 ∙	Nicholas	Negroponte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	주제	:	디지털을	통한	전자정부	미래,	OLPC

Closing

(10:35~10:40)

∙	행사	종료	선언

∙	세계시장	라운드테이블	안내,	Tea	Break	Zone	안내

Coffee	Break

(10:40~11:00)

∙	Coffee	Break	Zone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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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막식 운영

(1) 개막식 배치도

그룹명 좌석
좌석 및 대상자

총 95

①	연설자 4 1.네그로폰테		2.시장님			3.본	시장			4.행안부차관

②	시간부.구청장 24
1.행정2부시장		2.정부부시장		3.정무조정실장,	4.디자인총괄본부장
	5~8	:	구청장	10	:	시	간부(15),중구부구청장

③	그룹CEO 5 삼성	SDS,	인텔코리아,	선도소프트,	SKT본부장,	KT휴대인터넷	사업본부장

④	포럼외부준비위원 4 김성태,	이윤수,	이재성,	변미리

⑤	정보화추진위원 4 노승용,	장준영,	나연묵,	신상철

⑥	연사,토론자 2 김은형,	성효현

⑦	기자석 14 약	14명

⑧	공석 1 시장라운드테이블	시	네그로폰테	좌석

⑨	UNGC센터장 1 조명수	센터장

⑩	시장라운드	사회자 2 허운나	총장,	마크홀저

⑪	도시대표	(라운드	미착석) 3 사가현,	퀘존,	하노이

⑫	시의원 2 2명

⑬	주한대사 9
남아공,	벨라로시,	브라질,	스페인,	오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호주

⑭	성대	해외	석사과정 20 약	20명

VIP									4석	

라운드			37석	

교실식			90석	

극장식	176석	

수행원			36석	

총계				344석	

순치통역		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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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일  시 내   용

1 ‘08.7.6(일)	22:00~

간선작업,	무대	및	시스템	반입	세팅
		-	무			대	:	7/6	20시	~	7/7	6시
		-	조			명	:	7/7	02시	~	7/7	7시
		-	음			향	:	7/6	24시	~	7/7	10시

2
‘08.7.7(월)
	07:00~15:00

세팅	완료	및	테크니컬	리허설
		-	중		계	:	6시~12시
		-	테이블	:	6시~12시
		-	기자재	:	7시~13시
		-	인터넷중계	:	10시~12시
		-	테크니컬	리허설	:	15시	~

3
‘08.7.7(월)
	16:00~22:00

전자회의시스템	테스트,	1차	전체	리허설

4
‘08.7.7(월)
	22:00~24:00

2차	전체	리허설

5
‘08.7.8(화)
	06:00~08:00

테크니컬	리허설	:	06:00~07:00
	사회자	리허설			:	07:30~08:00
	최종	리허설					:	08:00~08:30

6 ‘08.7.8(화)	08:30~ Stand-By

✠ 무대시안

(2) 운영 준비사항

✠ 서울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 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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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is an attractive city that has the beautiful river, mountains and 

600 years of tradition and history. moreover, it is a dynamic city where the 

world-class, state-of-the art information technology has become a part of 

everyday lives of out citizens.

With these assets in hand, Seoul has been ranked the top city for 

e-Government in a survey of 100 cities worldwide for 2 consecutive years. Now, we would 

like to share our experience with more cities around the world. We are also willing to promote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other cities through e-Government.

I ask you to join us in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 where all 39 participat-

ing cities will take a major step forward towards becoming world-leading e-Governments.

Thank you.

Oh Se-hoon

Mayor of Seoul

(3) 연설문 요지

  ◈ 시장님 환영사

Welcom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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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시장 축사

Dear colleague from Seoul,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ose of us present in this large exciting and pulsating city 

of Seoul on the occasion of the first "World e-Government Mayor Oh, for 

having convened this meeting. As a matter of fact there is a high potential 

in e-Government. Therefore this forum aims at connecting loc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through and intercity network in order to unfold as much potential as possible. In order to in-

crease efficiency and to enhance the development into an instrument of outreach, dialogue and 

democracy at the same time,

- e-Government can promote integration,

- it can foster participation,

- and it is able to support the implementation of a sustainable development worldwide.

Cities serve their citizens best it they manege to integrate the potential of technological per-

formance within a multichannel and human-centered approach. I am sure that we are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best practice and new technologies and I am sure that we can learn a 

lot from the broad and highly developed experiences of our host city Seoul. I was personally 

impressed by the idea of including the general public in procedures of planning infrustructural 

projects via a digital information kiosque as Seoul did with the famous Cheonggye River proj-

ect. Our host has provided excellent apportunities and counterparts for this conference, and 

Seoul and you, Mayor Oh, in particular are extending such a worm welcome to us. With this I 

would like to encourage all of us to make use of this platform and of the exchange it is fostering 

- and besides this to seriously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ies of committing oneself to 

to a global initiative on e-Government.

Barbel Dieckmann
Mayor of Bonn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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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장관 축사

Honorable Mr. Se-hoon Oh, Mayor of seoul, Ms. Barbel Dieckmann, 
Mayor of bonn, Director Guido Bertucci of UNDESA, Professor Nicholas 
Negroponte, Chairman of One Laptop Per Child, and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congratulate the 
Seoul Metropolitan City for hosting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
rum 2008. I would also like to congratulate the Seoul Metropolitan Gov-

ernment for receiving recognition as the world's best city in digital governance, according to the 
Digital Governance in Municipalities Worldwide Survey, which is jointly conducted by Rutgers 
University and Sungyunkwan University.

Among our guest speakers today, we have Director Guido Bertucci, with whom I had the 
honor of attending the UN Public Service Awards Ceremony, that was held in New York just a 
few weeks ago. As you may already know, the UN Public Service Awards grants the most pres-
tigious recognition of excellence for changes in Public administration, contributing to the socio-
economic development of the member states by encouraging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 the public sector.

Once again, I am proud to announce tha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as awarded 
the UN PSA as a finalist for its progress in fostering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decisions 
through innovative mechanisms, In addition, governments from Spain, Australi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9 other countries received the UN PSA in recognition of their outstanding 
efforts to reform their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for better performance and results.

These endeavors provide evidence that the global community today is engaged in ongoing 
and earnest efforts to improve the government working methods and service delivery systems 
through the application of ICT in public administration, or as we call it, 'digital governance.'

In order to achieve visible results from such efforts, the heads of respective agencies respon-
sible for e-government must be strongly committed to its implementation, understanding of its 
effectiveness and importance in achieving innovation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the central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devising the strategy, direction, and the basic 
framework for driving digital governance, it is the local autonomies that serve at the front of-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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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es, delivering administration services directly to the public.
In this regard,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will provide a significant venue for 

sharing and discussing the various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digital governance 
and innovative public administration efforts at the municipal government level.

The Government of Korea is also dedicated to promoting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world class knowledge-based information society.

Our current government led by President Myung-bak Lee, which began its term from Febru-
ary of this year, is restructuring itself as a small and competent government based on the princi-
ple of Creative Pragmatism. By enhancing efficiency, our government is making efforts to serve 
its people better. It is also promoting a lively market economy in order to lay a firm foundation 
for Korea to become an advanced and prestigious country.

Under the recognition that informatization at the national level is a key means for becoming 
and advanced global nation, we are laying the ground work for sustainable growth as the key 
infrastructure for leading our future economy and society.

As such, we are making efforts to bulid a knowledge-based society that works efficiently 
through ICT, to promote the market economy through digital services, and to take proactive 
measures against the negative side effects of the internet and other digital channels, so that we 
may live in a safer and cleaner digital environment.

Distinguished guest and ladies and gentlemen,
I sincerely hope that our gathering today will bring fruitful results for all the participants 

through active exchange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during the two-day event, so that in the 
end, we may all enjoy the benefits of the information society on our way to future prosperity 
and growth.

I wish you all nothing but success in your future endeavors. Thank you very much.

Won Sei-Hoon
Minister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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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문 UN사무총장 영상메세지

Honourable Mayor of seoul Mr. Oh Se-hoon,
Honourable Mayors of cities around the world,

You have gathered to discuss a topic of increasing impdrtance.

E-governance can help us make public service and administration more 
efficient and transparent. In this way, it can help us enhance the quality 

of lite for all citizens. By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cities, by sharing examples of good 
e-Government practices, by working to bridge the digital-divide, you're constructive and innova-
tive riser of the United Nations.

You're well placed to advance our shared agenda for a number of crucial and global challenges 
that affect all human kind: climate change and food secut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global 
health. You're a key to our environmental development goals by the deadline of 2015.

On all these issues, your collaboration forms an important source of support for the work of 
the United Nations.

I hope your Forum will produce bold results, and that you will continue to meet regularly for 
the benefit of city dwellers around the world and of all humanity.

Thank you ver mach.

Ban Ki-moon
Secretary-General, United Nations

Congratulatory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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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기조연설 요지

One Laptop per Child

Nicholas Negroponte

Chairman of One Laptop per Child Association Co-Founder of MIT Media Laboratory

The concept of providing each child 6 to 12 years old, worldwide, with his or her own connected 

laptop is about learning learning. The key is to leverage children themselves, inside and outside 

school, making study and play seamless, as well as making them the agents of social change. 

OLPC ia a non-profit, humanitarian organization whose purpose to provide low cost, if possible 

free, laptops that can be used in the poorest and most remote parts of the world, without need for 

an electrical grid, extremely rugged and totally child-centric (versus diminutive office products). 

The richest cities of the world should twin with the poorest, thereby connecting theire own and 

other children, with the added benefit of long term world harmony. Children are innately global and 

understanding. Peace will not come as long as we have poverty. The cures for poverty, whatever 

they may be, always include education, in some cases can be achieved with only education, in no 

instance is realized without an element of education. Cities can lead the movement of "one latop 

per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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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라운드테이블

1. 목적

시장라운드테이블은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시장라운드테이블은 포럼에 참석한 도시 시장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세계 도시 전자정부 전

략과 우수사례, 전자정부 추진과정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간 협

력과 우의를 다지는 공유와 협력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가 지속가능한 

협력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서울 전자정부 선언에 담

아 채택함으로써 세계 도시 전자정부가 향후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라는 협력의 틀을 만

들 수 있게 되었다.

2. 운영개요

 ∎ 일   시 : ‘08.7.8(화) 11:00~17:50

 ∎ 장   소 :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2층)

 ∎ 참   석 : 32개 도시대표(시장, 부시장, CIO), 정부참여자 등 400여명

 ∎ 사회자 : 허운나(전 ICU총장), 마크 홀저(럿커스대 전자정부연구소장)

 ∎ 언   어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동시통역(4개 국어)

 ∎ 구   성 : 전체 회의(3개 세션으로 운영)

   ① 라운드테이블 1세션 : 도시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전략

   ② 라운드테이블 2세션 : 세계 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③ 라운드테이블 3세션 :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협력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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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내  용

11:00~11:15 오프닝 참석자	소개,	회의진행방식	안내

11:15~12:35 라운드테이블	Ⅰ

-	주제	:	“도시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전략”

			[사회]	허운나

			[발표]	

		▪10개	도시대표	주제발표

		▪정부참여자(1명)

12:36~13:50 오		찬

13:50~14:00 동영상	상영

14:00~15:00 라운드테이블	2(1부)

	-	주제	:	“세계	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사회]	마크홀저

				[발표]	

			▪13개	도시대표	주제발표

							(1부	5개	도시,	2부	8개	도시)

15:00~15:20 Coffee	Break

15:20~15:30 문화공연

15:30~16:30 라운드테이블	2(2부)

16:30~17:00 휴		식

17:00~17:40 라운드테이블	3

	-	주제	: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협력	방안”

				[사회]	허운나

				[발표]

			▪1개	도시대표	전자정부	우수사례	주제발표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의]

				[토의]	전체	참여도시	자유토론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17:40~ 포토세션 기념촬영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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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운드테이블별 발표자 현황

    - 라운드테이블 1세션 : 11명(주제발표 10명, 정부참여자 1명)

    - 라운드테이블 2세션 : 13명(주제발표 13명)

    - 라운드테이블 3세션 : 11명(주제발표 1명, 토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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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및 발표도시 선정

시장라운드테이블은 도시간 전자정부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협력의 필요성에 대

해 인식을 같이하며, 세계 도시 전자정부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목적

에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회의로 구성하고자 라운드테이블을 3개 세션

으로 구성하였다. 

국제회의에서의 라운드테이블 운영방법은 참여하는 모든 국가 또는 도시를 대상으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 동일한 시간동안 발언 또는 발표하도록 진행하거나 주제발표자를 소규모로 선정하

여 연단에서 발표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라운드테이블은 기존 운영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운영방식을 

적용하였다.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별 발표주제, 전자정부 관심분야를 조사하였고 도시 전

자정부 전반에 대해 발표를 원할 경우 1세션으로, 특정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발표하고자 할 경

우 2세션으로 배치하였고 3세션은 전체 도시가 협력방안에 대해 자유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

할 수 있도록 특정 발표도시를 선정하지 않았다.

  ∎ 설문 내역

	 ∙	설문기간	:	2008.	5.	

	 ∙	설	문	지

 -  서울시에서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기간 중(7.8 11:00~17:00) 「시장라운드테이 

  블」  회의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전략”, “도시 전자정부 우수 사 

  례”, “도시간 정보격차 해소방안”, “IT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 등을 주제로 발표와 논 

  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이에 귀 도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회의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니, 아래 내용에 답하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1.귀	도시는	전자정부	분야	중	특히,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업무시스템	구축										 시민온라인	서비스

					 온라인	시민참여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

					 정보격차해소																		 기타

2.	「시장라운드테이블」	회의	시	참여도시	주제발표와	그에	대한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인데,귀	도시에서	주제	발표를	하	

	 				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발표를	원하신다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표할	주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그	외,	시장라운드테이블	운영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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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 IT선언 작성 및 도시의견 수렴

  (1) 서울 IT선언 작성

서울 IT선언은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은 것으로 시장라운

드테이블에서 도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작성 초기부터 내용, 문안, 구성 등에 대해 신중을 

기하였으며, 국제 선언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거쳤다. 

초기문안 작성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담당하였고, 3차 검토회의를 거쳐 문안과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국제관계 자문대사, 국제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서울 IT선언 발표를 위한 요약사항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으며, 국문뿐만 아니라 영

문도 정교함을 더하기 위해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외국인의 감수를 거쳐 완성하였다.

 ∎	서울	IT선언	구성과	내용

 ① 도입부

 - 선언일, 선언주체, 선언목적 등

 ② 인식의 공유

 - 도시의 성장과 변화, 미래 발전에서 도시행정의 중심축으로서 전자정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세계 도시의 공동발전을 위한 세계 도시 전자 

    정부의 협력 필요성

 ③ 전자정부 협력방안

 - 전자정부 개발·운영 과정에서의 지식·경험 공유, 도시간 전자정부 교류 촉진

 -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도시 디지털 역량 강화 도모

 - 보편적 디지털 생활양식 확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경주

 ④ 실천방안

 - 세계 도시 전자정부간 공동 협력 필요성 동의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서울 사무국 개설, 2010년 총회 개최

서울 IT선언은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은 실천방안에 있었다. 서울 IT선언 실천방안에서 

담고 있는 참여 도시의 협력 동의, 협의체 구성, 서울 사무국 개설 및 총회 개최 등의 내용은 국

제관계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세계 각국 도시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다. 특히 “세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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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에 따른 서울 사무국 개설과 총회 개최지에 대한 도시들의 반응은 매

우 민감하여 사전 의견 수렴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정보화기획단장의 해외도시 사전면담에서도 

자도시에 유리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서울 IT선언 채택이 무산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불러오기도 하였다. 또한 동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도시에 대한 설득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서울 IT선언에 대한 사전조율과 협의를 위해 서울 IT선언에 의견을 제시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비공개 워킹그룹미팅을 개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울 IT선언은 서울 전자정부 선언

으로 수정하게 되었으며, 비공개 워킹그룹미팅은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성공적으로 채택하고 

선언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2) 서울 IT선언에 대한 도시의견 수렴

 ∎	사전	의견수렴

 ∙ 요청방법 : 서울 IT선언 동의요청서 email 발송

 ∙ 대상도시 : 참여 희망도시 전체

 ∙ 수렴일시 : 2008. 6. 26 ~ 7. 2 (1주일)

 ∙ 서울 IT선언 동의요청서

<	국문	>

우리 서울은 전자정부가 지속적인 도시발전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행정의 중

심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전자정부 협력은 우리 도시가 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어느 시기보다 도시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현재, 도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자정부간 상호협력을 통해 세계 도시들이 협력의 연결

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은 지속가능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의 상호 연대와 협력 방안을 담은 “서울 IT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세계 전자정부 도시시장 포럼기간 중 여러 도시 시장님과 대표들의 동의

와 지지 속에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IT선언문” 채택에 대한 시장님, 도시대표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

다.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전폭적인 지지의 의미로 받아들이고자 하며,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 

2008. 7. 2일까지 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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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의견수렴	결과

 ∙ 바르셀로나

 - 2개 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 (정보화기획단장 사전면담시 질의에 대해 답변)

   ① 서울사무국을 (총회 전 업무를 담당하는) 일시 사무국으로 개소

  ② 추가사항 요청

    ▶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는 전자정부 활동에 있어 세계 도시와 지방 자치단체들의 주요  

      협의체인 UCLG 및 유엔과 같은 주요 국제기구들과 함께 하도록 한다.

 ∙ 홍콩

 - 5개 항목 질의 (정보화기획단장 사전면담시 질의에 대해 답변)

   ① 실천방안의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주체는 누구인가?

   ② 향후 협의체에 홍콩이 가입할 경우 홍콩의 역할을 무엇이며, 기타 회원도시의 역할은  

   무엇인가?

   ③ 서울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이며, 홍콩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가?

  ④ 2010년 총회 개최의 목적은 무엇이며 홍콩의 역할은 무엇인가?

  ⑤ 서울 IT선언 발표의 세부계획은 무엇인가? 

 ∙ 타이베이

 - 2개 항목에 대한 의견 제시(정보화기획단장 사전면담시 답변)

   ① IT선언 동의가 법적의미를 함축하여 동의를 다른 용어로 변경 요청

   ② 실천방안은 참가자 동의를 얻기까지 잠시 제외 필요

 ∙ 하마마쓰

 - 서울 IT선언 내용에 동의함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각 국의 법률체계가 다름을 감안 구상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시장 포럼은 어디서 개최할 것인가? 하마마쓰도 개최 가능함

(3) 비공식 워킹그룹 미팅(Informal Working Group Meeting)

  ∎ 일    시 : 2008. 7. 8(화)

  ∎ 장    소 : 롯데호텔 1층 오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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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가 자

 ∙서울시(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정보화기획담당관)

 ∙도시대표 8인(바르셀로나 CIO, 베를린 CIO, 광저우 부시장, 이치가와 시장, 자카르타 시 

    장, 몬트리올 부시장, 퍼스 부시장, 타이베이 CIO)

 ∙마크 홀저(미국 럿거스대 교수, 라운드테이블 진행자), 허운나(전 정보통신대 총장, 라운 

    드테이블 진행자), 아마라 쿼리(몬트리올 소재 메트로폴리스 북미지부장)

  ∎ 주    제 : 서울 IT선언 채택을 위한 내용 사전 조율 및 협의

  ∎ 회의내용

   ∙ 서울 IT선언 실천방안 중 협의체 구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서는 선언문 채택이 필수임을 재확인하고 서울시장 발의의 선언문 채택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 바르셀로나 제안으로 서울 IT선언을 서울 전자정부 선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함

   ∙ 실천방안의 구체적 적용은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에 따른 협의체 설립 결정 이후 실무  

      CIO 회의를 통해 도시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지속적인 협의 및 모임을 통해 의견 

     을 조율하기로 결정함

협의체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송정희	정보화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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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사장 운영

  (1) 라운드테이블 좌석배치

    ∎ 구성원칙

 시장라운드테이블 좌석은 개막식과의 연계성, 회의장 크기, 라운드테이블 참석 인원, 전체 

참석인원(예정) 등이 고려되어 구성·배치되었다.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에 따라 PC, 모니터가 

사전 배치되어 개막식 이후 라운드테이블을 위한 별도 좌석 배치가 곤란하였으므로 개막식 좌

석을 변경하지 않고 라운드테이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었다. 따라서 무

대와 접하는 시장라운드테이블 자리는 개막식 때는 해드테이블로, 시장라운드테이블에서는 사

회석으로 활용하였으며, 시장라운드테이블 사회자 및 정부참여자는 개막식 때 별도의 좌석을 

배치하여 배석하도록 조치하였다.

이와 함께 개최도시인 서울시장의 좌석은 참여도시와 협력 · 우의를 다지는 차원에서 정 중앙

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배치하였다.

시장라운드테이블 좌석배치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시장라운드테이블 중앙

    - 라운드테이블 1, 2 세션 사회자 2명, 정부참여자 1명

 ② 라운드테이블 1 참여도시 왼쪽 배치, 라운드테이블 2 참여도시 오른쪽 배치

 ③ 라운드테이블별로 시장 참여도시 우선 배치(알파벳 순), 부시장 및 CIO 참여도시 배치 

 (알파벳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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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사장 세팅

  ✠ 배치도 및 사진

    ✠ 시장라운드테이블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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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패

     - 표기대상 : 도시시장 및 대표 이름, 도시명

   ∗	타이베이의	경우	중국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명을	표기할	수	없음에	따라	전체	도시의					

	 	 		국가명을	명패에서	전면적으로	제외

     - 예시

6. 라운드테이블 운영방법

  (1) 라운드테이블 1, 2세션

    ∎ 운영방법 : 사회자 주재로 시장, 도시대표 발표

    ∎ 발표시간 : 시장 10분, 부시장이하 5분

        - 수행통역의 경우 2배의 시간 소요

    ∎ 발표순서

        - 1차 : 시장 발표도시 우선 발표 (알파벳 순서)

        - 2차 : 부시장, CIO 발표도시 발표 (알파벨 순서)

    ∎ 통    역

        - 기본 : 한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4개 국어 동시통역

        - 비언어권 : 수행통역

    ∎ 발표자료 : PT

        - 전자회의시스템 운영으로 PT자료가 PDF로 변환되어 시연됨에 따라 동영상, 음향 등에  

     제한을 둠

       - 발표자료 전자회의시스템, 무대화면 동시 표출

    ∎ 발표방법

        - 발표자가 지정 좌석에 앉아 주어진 시간내 발표

        - 발표자료는 발표자 모니터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직접 시연

       ∗ 발표자가 PT자료 시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방법 수록 자료의 사전 배포, 담 

    당통역에 의한 사전교육·현장 교육 등 3단계 교육 실시

	 	 	∗현장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통역요원 3명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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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운드테이블 3세션

    ∎ 구    성

        ① 세계 전자정부협의체 발의 : 사전발언

        ②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방안 토의 : 사회자 주재 자유 토론

        ③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 전원 박수로 채택

    ∎ 분야별 운영방법

       ① 세계 전자정부협의체 발의

        - 목   적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방안의 조기 도출, 서울 전자정부 선언 지지를 통해  

        원활한 회의진행 도모

   - 발의자 : 마크홀저 (라운드테이블 2 사회자)

       - 방   법 : 자유토의 전 모두 발언 형식

     - 내   용 : 세계 도시 전자정부의 지속가능한 협력, 실천을 위해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발의

   ②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방안 토의

 - 방  법 : 사회자가 중심이 되어 발언 희망도시 자유 발언 후 종합정리

        · 발언희망자 거수 의사표시 → 사회자 발언기회 제공 → 발언

     - 내   용 :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중심으로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력을 위한 구체적·실 

         천적 방안에 대한 도시별 의견 발언

 ③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 방   법 : 사회자 주재 참석자 전원 박수로 의견 표시

     - 내   용 : 서울 IT선언 → 서울 전자정부 선언으로 변경

                      (워킹그룹 미팅에서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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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찬

▪ 시간 : 12:35~13:50

▪ 장소 :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룸

7. 세부진행순서

라운드테이블 1

▪ 사회 : 허운나 (11:00~12:35)

11:00~11:05(05') 개회선언, 회의진행방식 안내 사회자

11:05~11:15(10') 참석자소개 사회자

11:15~11:25(10')
발표(서울)
오세훈

시장 한국어

11:25~11:35(10')
발표(이치가와)
Mitsuyuki Chiba

시장 일본어

11:35~11:40(05')
발표(암스테르담)
Irene Verschuur

CIO

11:40~11:45(05')
발표(바르셀로나)
Pilar Conesa

CIO

11:45~11:50(05')
발표(베를린)
Karl-Heinz Loeper

CIO

11:50~11:55(05')
발표(헬싱키)
Tuomo Karakorpi

CIO

11:55~12:00(05')
발표(홍콩)
Bassanio SO

CIO

12:00~12:05(05')
발표(이시레물리노)
Eric Legale

CIO

12:05~12:15(10')
발표(테헤란)
Tashakori Hashemi

부시장 일본어

12:15~12:18(03')
발언(동경)
다니가와  겐지

부시장

12:18~12:20(02') 발표 종료발언, 정부발표자 소개 사회자 일본어

12:20~12:30(10')
발표(정부발표자)
와타나베 요시미(일본행정장관)

정부장관

12:30~12:35(05') 마무리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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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상영

Coffee Break

문화공연

라운드테이블 2 (1부)

▪시간 : 13:50~14:00

▪제목 :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A Clean, Attractive & Global City, Seoul)

▪ 시간 : 15:00~15:20

▪ 장소 : 크리스탈볼룸 로비

▪ 시간 : 15:20~15:30

▪ 주제 : 한국 전통 기악연주와 춤

▪ 사회 : 마크 홀저 (14:00~15:00)

14:00~14:05(05') 사회자 소개, 시작멘트 사회자

14:05~14:15(10')
발표(프랑크푸르트)
Petra Roth

시장

14:15~14:25(10')
발표(자카르타)
Sylviana Murni

시장

14:25~14:35(10')
발표(카투만두)
Dinesh Thapaliya

시장

14:35~14:45(10')
발표(마닐라)
Bayani F. Fernando

시장

14:45~14:55(10')
발표(요코하마)
Hiroshi Nakada

시장 일본어

14:55~15:00(05') 라운드2, 1부 마무리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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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3

▪ 사회 : 허운나 (17:00~17:50)

17:00~17:02(02') 사회자 시작안내 사회자

17:02~17:07(05') 발표(프라하) Marketa Reedova 부시장 중국어

17:07~17:12(05') 전자정부 협력방안 제안 마크홀저 협의체 제안

17:12~17:35(23') 자유 발언 도시시장, 대표

17:35~17:37(02')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 채택 사회자 사회자 주도 채택

17:37~17:40(03')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 요약 발표 서울시장 연단에서 발표

17:40~17:50(10') 세션3 종료선언, 포토세션 사회자

휴  식

▪ 시간 : 16:30~17:00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 라운드테이블에 배포

라운드테이블 2(2부)

▪ 사회 : 마크 홀저 (15:30~16:30)

15:30~15:40(10')
발표(앙카라)
Lokman ERTURK

부시장

15:40~15:45(05')
발표(베이징)
Zhu Yan

CIO 중국어

15:45~15:50(05')
발표(광쩌우)
Xu Zhibiao

부시장 중국어

15:50~15:55(05')
발표(하마마쓰)
Yasuhiro Yamazaki

부시장 일본어

15:55~16:00(05')
발표(모스크바)
Alexey Mikhailov

CIO

16:00~16:10(10')
발표(샌프란시스코)
Chris Vein

CIO

16:10~16:15(05')
발표(타이베이)
Chia-sheng Chang

CIO

16:15~16:20(05')
발표(비엔나)
Omar Al Rawi

CIO

16:20~16:30(10') 라운드2, 2부 마무리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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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운영시 고려할 점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 운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참가자 전체가 하나의 테이블에 앉아 사회자를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 라

운드테이블 사회자 및 발표자가 연단에 앉아 토의를 진행하고 일반 참가자는 방청석에 앉

아 회의를 관람하는 방식이 있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경우 전자의 형태로 많은 참가자가 하나의 테이블에 앉을 뿐 아

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참석자(시장, 부시장, CIO)의 레벨이 다름에 따라 좌석배치를 둘

러싼 더 많은 고려사항이 발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의에서 좌석배치는 국가, 

도시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석하고 동등한 발언을 한다는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알파벳순으

로 앉고 있다.

그러나 회의의 성격, 참석자 현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참석 국가, 도시가 국

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른 고려가 암암리에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번 포럼의 경우 참석 시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그룹을 알파벳순으로 배치하였으

며, 부시장·CIO 그룹을 다음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주관자인 서울시장님

을 모든 것을 주재하는 제왕적 모습으로 비치지 않도록 다수의 참석자가 앉는 배열의 중앙

에 위치하도록 하여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 알파벳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는 모두가 수긍

할 수 있는 객관적 원칙이 있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항의를 받기도 한다니 좌석배치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운드테이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명패이다. 참석자 성명과 도시명에 오류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중국의 도시와 타이베이가 같이 참석할 경우 중국

에서 타이베이의 국가명 기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보이므로 국가명, 국기를 표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포럼에서도 명패에 국가명을 제외하였고 도시 소개에

서도 국기를 제외하였는데 타이베이, 베이징, 광쩌우가 함께 참석함에 따라 불필요한 항의

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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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국제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 수행원은 어디에 앉아야 할까?

국가 및 도시의 참석대표는 모두 수행원과 동행하게 되는데 수행원 좌석은 어떻게 배치하

여야 할까? 수행원들은 참석대표를 지원하기 위해 대체로많은 자료와 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때 보유한 짐, 음료수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책상을 주어야 할지가 고려사

항이 된다. 또한 회의가 장시간 진행될 경우 참석대표를 편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책상 배치에 대해 더욱 고려하게 된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서는 이러한 사항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참석대표의 지원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참석대표 바로 뒤에 책상 

없이 좌석을 배치하여 필요시 참석대표를 근거리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행

원 좌석 뒤편에 바로 책상을 두어 짐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라운드테이블 세션별 운영시간 속 비밀

행사당일 가장 우려되었던 사항중의 하나가 “주제발표자들이 시간을 제대로 지킬 것인가”

였다. 회의가 지연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세션 중간에 휴식시간을 적절히 배치하여 다음 

세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였다. 막상 회의가 진행되자 이 모든 것이 기우였음

이 드러났다. 주제발표를 위해 시장의 경우 10분, 부시장·CIO의 경우 5분의 발표시간을 

주었는데 모두들 잰 듯 정확하게 발표시간을 맞추었다.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융통성을 갖

도록 세션별로 약 10분가량 일찍 끝나도록 준비하었는데, 2 세션의 사회를 본 마크홀저 교

수는 남은 10분을 이용하여 주제발표자들에게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회의가 정해진 시간

에 정확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하였다.

회의 지연에 대비한 중간 휴식시간은 오히려 다른 곳에서 빛을 발하였다. 회의 운영 중간 

중간에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서울 IT선언이 서울 전자정부 선

언으로 바뀜에 따라 중계화면 처리를 다시 하여야 했고, 도시 발표자료를 현장에서 최신 

자료로 재등록 요청함에 따라 조치하여야 했던 점 등 중간 휴식시간이 적절하게 배정되지 

않았다면 자칫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회의를 준비할 경우 중간 

중간 휴식시간을 적절하게 배정하여 참석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돌발 상

황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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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표내용

 ① 서울 오세훈 시장 (Oh Se-hoon, Mayor of Seoul)

  ∙ 주    제 : 서울 전자정부의 현재와 미래

          Seoul e-Government : Its Present & Future

  ∙ 주요내용

서울 전자정부는 5가지 정책목표를 추진하고 있음. 다양

한 e-서비스 제공, e-시민참여 확대, 디지털행정 추진, 첨

단형 도시관리, u-Seoul 추진이 그 내용임. 첫 번째 e-서

비스에서는 시민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자정부서

비스를 통합 전달하여 각자에 필요한 정보와 민원처리 과정

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음. 이미 서울 시민과 기업은 

원클릭민원, 다양한 시설의 공공예약, 세금납부 등을 온라인과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음.

두 번째는 e-시민참여 분야에서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시민고객들이 시정에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참여하고 있음. 대표적인 서비스로 “천만상상 오아시스”가 있는데 시민고객들이 상

상하는 모든 아이디어를 담아 정책으로 실현하는 온라인 시정참여 공간임. 이와 더불어 주요 현

8. 주제발표 및 발언 내용

  (1) 라운드테이블 1 세션

	∎	주제	: “도시발전을 위한 전자정부 전략”

	∎	사회	:	허운나

	∎	발표	:	주제발표(도시대표	10명,	정부참여자	1명)

사회자	모습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제발표	중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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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시책을 시민고객과 토론하고 토론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인 사이버 정책토론방 사

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세번째 디지털행정 분야에서는 IT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시정투명성,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클린재정시스템, 원격영상회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네 번째 첨단 도시관리 분야에서는 GIS, u-기술을 활용하여 시민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생활

하기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버스정보를 핸드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

보안내 및 버스운행관리 시스템이 있으며 효율적인 도시계획업무를 지원하는 도시계획정보시

스템, 건물, 도로 등 도시 경관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3차원경관관리시스템이 있음. 

다섯째 u-서울 추진 분야에서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시관리와 행정 분야에 광범위

하게 적용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모바일 위치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어린이 안전을 관

리하는 u-안전, 모바일로 서울의 관광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u-투어, 홈네트워크, 지능

형CCTV 등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한 u-뉴타운사업, 지능형 가로등, 정보부스 등 유비

쿼터스 기술을 시민들이 체험할 있는 u-상징거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미래 전자정부 환경은 더욱 복잡할 것으로 예상함. 개인의 차별화된 요구가 더욱 높아지는 다

원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 되는 사회, 사회 이해집단간 갈등을 조정하는 시스템이 필

요한 사회, 환경 이슈가 범세계화 되는 사회,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간 협력과 연대가 필

요한 사회가 될 것임.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IT기술로 인해 지능화된 디지털 시대가 도래 할 것

임.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이버테러, 개인정보노출 등 정보화 역기능도 광범위하게 확

대되어 안전한 u-정부를 위한 정책을 확대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도시간, 도시내 구성원간 정

보격차가 심화되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함. 이와 더불어 미래 행정은 

시민과의 소통, 합의가 더욱 중요해 질 것임. 시민의 행정 참여가 확대되고, 정부와 민간이 협

력이 요구됨. 서울 미래 전자정부 비전은 “시민고객과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전자정부”

임. 환경, 문화, 복지 등 시민고객이 중시하는 가치가 IT기술로 더욱 풍요롭고 새롭게 창출되

는 세계 도시 전자정부 모델을 의미함. 이러한 비전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현하는 u-서

울을 기반으로 시스템 통합화, 효율화를 통해 신뢰와 투명행정을 지향하는 u-Goverment 구

현으로 달성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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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치가와 미츠유키 치바 시장 (Mitsuyuki Chiba, Mayor of Ichikawa)

  ∙ 주    제 : 전자정부 서비스와 지역주민 협력

     Partnership between Electronic Administrative Services and  

  Local Residents on a Common Basis

  ∙ 주요내용

이치가와는 행정서비스와 생산성 향상, 신뢰와 안전성의 

향상, 민주주의의  진보, 지역의 산업과 지역주민의 발전을 

중요한 시책으로 삼고 있음. 전자정부의 발전은 우리가 시

행하고 있는 정책 및 협력을 통해 공공서비스(재난방지, 의

료, 복지, 교육 등)를 달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능과 데이터를 통합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한 네트

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에서는 공공서비스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 

정보 기반(Local information platform)"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음. 이에, 이치가와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해 전자정부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전자정부 서비스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자 행정서비스가 있음. 시민은 모든 행정서비스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가정, 사무

실 등에서 사용 가능함. 이러한 전자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 커뮤니티 등의 활동 및 협력

이 매우 중요함. 시민의 이러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지하기 위하여 1%의 세금 지원시스템을 운

영하고 있고 이 세금을 NPO나 자원봉사단체에 기부함. 그 수는 매년 100개의 단체에 달하고 

있음. 또한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도 전자정부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음. 

이치가와는 매년 정보보호 국제표준 인증 ISO 27001(ISO 27001 information security 

certification)을 획득함. 2004년 이후로 안전 이메일 서비스를 시행하였고 휴대전화나 PC

를 이용하여 범죄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시에 의견을 보내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음. 시민들의 이

런 참여와 활동은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과정임. 왜냐하면 건강은 인간의 공통적인 욕망이고 시

민의 복지의 최우선이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 이치가와 시는 WHO 건강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

여 모든 노력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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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암스테르담 아이린 베르슈어 CIO (Irene Verschuur, Director of the Sheard Ser-

vice Centre ICT of Amsterdam)

  ∙ 주    제 : 암스테르담 전자정부 - 도시기반의 강화

        E-Government in Amsterdam : Reinforcing the fundaments of the city

  ∙ 주요내용

고대 암스테르담의 건물, 도로, 유명한 운하와 수천 개

의 다리 등 도시의 인프라는 간척사업(pile)을 통해 형성된 

도시임. 이 pile이 없었다면 암스테르담의 모든 건축물은 

늪지로 가라앉았을 것임. 지난 수년 동안 암스테르담은 도

시를 위해 새로운 pile을 쌓고 있음. 그것은 e-인프라(e-

infrastructure)임. "정부"는 안전한 도시, 번영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지향하고 암스테르담에서는 이를 이루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

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우리는 4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행정(Administra-

tion), 법률(Enforcement), 서비스(Services), 사회적 영향(Social effects)임. e-인프

라는 이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음. e-인프라는 기술적 인프라, 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암스테르담의 재정의 대부분은 해외무역을 비롯하여 항구, 공항 등에서 얻는 수익으로 구성되

며 1997년 이래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항구로 알려져 있음. 현재 5만개의 ICT 관련 

산업이 있으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전체 시민의 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현

재 무선인터넷 구축 작업도 진행 중에 있음. 또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작업도 병행하고 있음. 

"one entry, multiple use"라는 원칙으로 암스테르담, 더 나아가서 네덜란드의 최신 정보

와 자료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 데이터베이스는 인구등록, 건물 데이

터, 기업 정보 등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음.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는 정보의 정확성이 매우 높

고 모든 정부 기관도 그 정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행정서비스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

고 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이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이점도 있는데, 그 예로 이를 소방대

에 사용하는 것임. 건물 및 시민 등의 데이터를 통해 불필요하고 부당한 위험 및 희생자를 줄이

는데 사용되고 있음. 암스테르담에서 구축한 이러한 e-인프라는 전자정부의 관점으로 볼 때 혁

명적인 일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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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바르셀로나 필라 코네사 CIO	(Pilar Conesa, Executive Manager for e-Adminis-

tr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of Barcelona)

 ∙ 주    제 : 지역 행정의 변화 주체로서의 전자정부

       eGovernment as a transformation agent in local Administration

 ∙ 주요내용

바르셀로나는 IT와 전자정부를 적용하여 공공 서비스 증

대에 좋은 결과를 얻었음. 바르셀로나 정부의 전략은 주로 

4개로 초점을 맞추고 있음. 첫째는 공공서비스 증대를 위한 

내부 행정업무의 변화, 둘째는 다양한 접근을 통한 시민과의 

관계, 셋째는 정보화 사회로의 시민의 접근성 증대, 마지막

으로 IT분야의 발전 촉진임. 전자정부는 현대화라는 측면을 

넘어 다문화의 도구로도 적용할 수 있음. 바르셀로나에서는 행정서비스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혁신과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또 다른 면에서는 시민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전자정부 교육·참여 프로그램은 시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더욱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하며 

지방행정을 모든 사람이 모든 장소에서 효율적으로 쉽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있음. 바르셀로나

의 전자정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쉽게 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도시 운영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

⑤ 베를린 칼 하인츠 로퍼 CIO

(Karl-Heinz Loeper, Head of the IT-Competence Center of Berlin)

 ∙ 주    제 : 베를린의 행정의 현대화와 EU서비스의 지향

    Land of Berlin: Modernizing the Administration, Implementing the EU  

   Services Directive in the Land of Berlin

  ∙ 주요내용

베를린은 1989년 통일 이후 30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행

정을 재결합하여 구체화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겪었음. 현

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의 일부는 유럽 서비

스의 지향임. 즉, 모든 행정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통합

된 서비스를 구축해야 하며 이는 단순히 베를린, 독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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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유럽 전체 그리고 시민 개인이 아닌 회사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을 의미함. 이것이 향후 우리

가 EU의 요구에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임.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현재 인터넷과 휴대전

화를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특히,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접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사용하지만 베를린에서는 도서관, 백화점, 병원 출입 상황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 중임. 마지막으로 전자정부 운영에서 중요한 점은 현재까지 시행된 모

든 것들에 대해서 재창조를 해야 한다는 점인데 2003년도에 개최된 EU-Como-Conference

에서 "Drop the 'e' and dance with the customer."라는 문구가 매우 인상적이었음. 이

는 전자정부에 대한 개념을 잊으라는 말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e'가 아니라 '고객(시민)'

이라는 것임.

⑥ 헬싱키 투오모 카라코피 CIO(Tuomo Karakorp, IT Director of Helsinki of Finland)

 ∙ 주    제 : 모두를 위한 평등한 e-서비스

       Equal e-Services for all

 ∙ 주요내용

헬싱키는 1812년부터 핀란드의 수도로 130만 명의 시민 

중 85%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100명당 103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IT가 도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큼. 헬싱키의 IT

서비스로 10년 동안 제공해 온 웹 페이지 서비스, 이러한 웹 

서비스와 다른 웹 서비스, 학부 시스템, 건축 서비스와 고객

을 위한 전자 인트라넷 등이 있음. 헬싱키의 대중화된 웹 서

비스는 건강, 교육, 사회, 교통 등의 정보를 고객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GIS, 주차시스템

을 휴대폰으로 이용할 수 있음. 특히 유명한 e-도서관서비스는 도서찾기 뿐만 아니라 도서대여 

기간, 예약 등의 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에 헬싱키는 전자정부에서 더 나

아가, 몇 년 전 헬싱키의 국제적 위상을 발전시키고 지역사업 강화를 이룬 혁신적인 헬싱키 정

책을 마련하였음. 이 정책은 시장 (market)을 기반으로 한 Forum Virium of Helsinki의 

선두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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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홍콩  바사니오 소 CIO	(Bassanio SO, Government Chief Information Officer of 

Hong kong)

 ∙ 주    제 : 2008 디지털 21 전략

         2008 Digital 21 Strategy

 ∙ 주요내용

홍콩의 전자정부발전의 기반은 1998년에 첫 도입한 

2008 디지털 21혁신인데 우리의 비전은 성취도를 높이고 

홍콩을 세계 디지털도시로 만드는 것임. 디지털 혁신 발전은 

디지털 경제 측진, 기술과 이노베이션 격려, 기술 협조 및 교

역, 공공 서비스의 새 시대 마련, 지식사회 설립 등 다섯 분

야로 이루어지고 있음. 홍콩은 이제까지 전자정부 진보에 몇 

가지 발전을 이뤄내었는데 2년 전 일반 대중에게 정보와 서비스를 원 스톱 포탈로 제공하는 정

부 홍콩(Gov Hong Kong)이 그 중 하나임. 이 포탈은 2006년 시작부터 많은 공공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매년 진행하는 고객의 소리로 접수된 의견을 접수, 발전 기반으로 삼고 있음. 두 번

째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e-정부 조달 (e-Procurement)임. 우리는 홍콩이 작은 제조 기업들

로 이뤄진 만큼 이 프로그램이 부패를 줄이고, 능률적이고 비용 효율적 일 것이라고 믿고 있음. 

홍콩은 전자 건강 기록 (Electronic Health Record)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시민들에

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e-건강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정보

와 의학 기록 등의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있음. 홍콩은 자본주의 도시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믿고 있음.  이에 정부는 되도록 상업 활동에 관계하지 않고 2006년 Wi-Fi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상업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되도록 하였음. 홍콩 정부는 지난 5월, 무려 4200 곳

에 6800개의 Wi-Fi 핫 스폿을 설치하였고 공공의 Wi-Fi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맞서 내

년 후반기안에 Wi-Fi 핫 스폿을 총 10,000개까지 제공하도록 그 수를 늘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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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시레물리노 에릭 레갈 CIO(Eric Legale, CIO Issy Media, Responsible for ICT 

strategies of Issy-les-Moulineaux)

 ∙ 주    제 : 디지털 도시 이시레물리노  Issy-les-Moulineaux, a Digital City

  ∙ 주요내용

이씨레물리노는 1994년부터 사이버 도시로 변화되어 왔

으며 프랑스 IT 혁명의 주역 중 하나임. 약 35,000명의 직

원이 IT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ICT는 이씨레물리노 경제

의 원동임. 도시 홈페이지인 issy.com은 지역 TV, 문자 

시스템 및 시민 행정 참여를 위한 one-stop shop 행정 방

송 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제공하고 있음. 시민에 

관련 가장 흥미로운 성과는 1997년에 시작된 쌍방향 도시회의임. 이 회의는 케이블과 인터넷

에 생중계 되었고 시민들은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음. 또한 이씨레물리노는 유럽 

연합국중, 최초로 인터넷 투표를 도입, 투표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전화나 이메일로 후보자들

에게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00년부터 이씨레물리노는 글로벌 도시 교류 (Global City 

Dialogue)에 참여 하여 왔는데 국제적 레벨에서 정보를 교환 공유하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e-

Democracy and e-Government World Forum를 이씨레물리노에서 개최하고 할 것임.

⑨ 테헤란 모하마드 코다다디 부시장	(Mohammad Khodadadi, Vice Mayor of Tehran)

 ∙ 주    제 : 전자정부, 책임지는 시민, 신뢰주는 관리자

     E-Government: responsible Citizen-Accountable Manager

  ∙ 주요내용

이란 조사에 따르면 70%의 인프라 또는 도심 이동이 서비

스가 아닌 정보를 얻기 위한 것으로 전자정부의 교류 서비스 

발전은 이러한 현재 비용과 시간, 에너지 등을 대폭 감소시

켜줄 것임. 이에 2004년 이란 국회는 100만 달러를 ICT 발

전에 할당하였음. 이 후, 내각은 전자정부, 전자 상업, 전자 

은행, 전자 건강 등의 IT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테헤란 정부

는 시민과 지방 자치제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화 고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테헤란은 2003

년 첫 전자정부 박람회를 열었음. 이 외에도 시민들이 e-서비스를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IT교육 서비스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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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동경 다니가와 겐지 부지사	(Kenji Tanigawa, Vice Governor of Tokyo)

 ∙ 주    제 : 동경의 전자정부 적용사례

  ∙ 주요내용 

연간 동경도에는 약 5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함. 매일 동

경도 여러 사람을 비롯해, 도내로 나오는 사람은 300만명이 

넘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교통의 발을 지킨다

는 취지로, 외국인 관광객이 동경을 방문했을 때 동경도에 

있는 지하철, 국철, JR을 이용하기 위해 각각의 회사마다 표

를 사야 하는 불편함을 덜고자 '파스모' 라고 하는 회사에서 

발행되는 카드를 사용하면 어떤 회사의 전철과 버스에도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 10년 후의 동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목표는 강과 초록에 쌓인 아름다운 마을을 구

축하는 것이임. 물론 그것을 위해서는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배기가스, 온난화 가스의 억제도 

필요할 것이고 현재, 48만개의 가로수를 10년 후에는 100만개로 늘려, 물과 초록에 둘러쌓인 

환경으로, 좋은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주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지혜를 내어 생각

해낼 것이고, 실행 프로그램 안에서 계속 진행해가는 단계임. 동경이라고 하는 도시의 최대 약

점이 있다면,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체증인데 비콘 이라고 하는 기계를 사용한 집중

적인 자동차 관리를 통해 교통체증을 없앰과 동시에 세 개의 환상도로를 사용하여 도심을 통하

지 않고 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동경도가 하고 있는 사무적인 일로는, 물품 구입, 

또는 시설의 계약 도입에 있어서 공평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음. 또

한 도내에는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여 자동차세, 고정자산세 등의 

세금을 24시간 언제든 지불할 수 있는 주민 서비스의 향상에 IA를 사용하고 있음. 동경에서 매

우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 재해대책·지진대책인데, 주민을 지키기 위한 지진관리시스템 갱신, 

피난민 신속구축 서비스 등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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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정부참가자 : 일본 행정개혁금융장관 와타나베 요시미 (Watanabe Yoshimi, the Minis-

ter of State for Financial Services and Administrative Reform of Japan)

 ∙ 주    제 : 일본 전자정부 사례

  ∙ 주요내용

개인금융으로 일본에서는 5조 달러를 가계에서 저축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저축에서 투자로 

흐름을 만드는 것이 행정개혁 금융 대신의 임무임. 일본의 

전후 시스템은 1940년 이후에 만들어진 관료통제, 중앙집

권의 시스템으로 이것을 관료주도에서 정치주도로, 중앙집

권에서 지방집권으로, 통제형에서 자율형시스템으로 흐름

을 만들고 있음. 일본에서는 약 만 4천 종류 8억건의 민원

신청중에서 95%가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나 실제 온라인신청

은 15%에 불과하였음. 그러나 행정의 효율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100%로 만들어야 하고 전자신청과 종이신청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창구가 공존하고 있는 한 합

리화, 국민서비스의 향상은 어려울 수 밖에 없음. 개선방안으로, 이러한 행정절차의 전자처리

를 5년 이내에 철저하게 보급하여 소관 행정 기간에 100% 온라인으로 신청하도록 의무화할 것

임. 또한 일본에서는 3년 후에 한 사람씩, 연금, 의료, 간호 등의 제도를 다룬 하나의 카드인 사

회보증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증카드를 개인에게 나누어 주었음. 일본에서는 연금 기

록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의 연금계산이 사회보증카드에 의해 가능하게 되어, 부

금이 얼마나 되며 장래 급부가 얼마나 되는 지 개인마다 설명이 가능하게 만들 예정임.

(2) 라운드테이블 2 세션

 ∎ 주제 : “세계 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 사회 : 마크홀저

 ∎ 발표 : 주제발표(도시대표 13명 : 1부 5명, 2부 8명)

도시별	우수사례를	경청하는	일반참가자	모습사회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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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내용

 ▶ 1부

① 프랑크푸르트 페트라 로트 시장 (Petra Roth, Mayor of Frankfrut)

   ∙ 주    제 : D115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

Improving public service by introducing a standard telephone number for 

different authorities : D 115

   ∙ 주요내용

요즘 시대 사람들은 이직을 자주하고, 정보를 빨리 획득

하며, 즉각적인 서비스를 원하 고 있음. 이와 같은 성질 때

문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독일의 당국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

고 있음. 예를 들어, 시민 중 41%는 어떤 행정 부서가 무슨 

직무를 책임지는 지에 대해 바로 알기가 쉽지 않다고 불만을 

가지고 있음. 관련 부서를 연락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

용되는 방법이 전화라는 데 입각해 우리는 D115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했음. 2006년 12월 18

일 IT 정상토론에서 독일 연방정부 관련 장관이 전국적인 당국을 연락하는 데 필요한 표준적인 

번호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단 한 개의 전국적인 전화번호를 

통해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행정적

인 절차들을 시작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독일 시민들은 미래에 간단한 전화번호를 통해 공공

부문에 '직접' 다양한 사항들을 요청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이 프로젝트는 최소한의 필요한 표

준을 지정하는 것과 지식 경영 자원을 조직하는 절차를 수 반할 것임. 현재 115 핫-라인 프로

젝트의 모델 지역으로서 프랑크푸르트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Rhine Main이 선정되었음. 

프랑크푸르트는 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사회서비스 부서 설치, 프랑크푸르트 비즈니스 지원국 

원 스톱기관 설치,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www.frankfurt.de를 운영 하였는데 시

민과 기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화 서비스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이를 위해 프랑크

푸르트는 시민들의 질문들을 즉각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서비스센터를 결성

하고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신속하게 관련 당국을 찾고 제공된 정보를 가지고 발신자를 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정보가 서비스센터를 넘어 행정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제공

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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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카르타 실바아나 머니 시장 (Sylviana Murni, Mayor of Central Jakarta)

 ∙ 주    제 : 경쟁력있는 서비스 도시를 향하여..

      Toward a Competitive Service City

  ∙ 주요내용

자카르타 IT 비전에 대해 언급하자면 정부의 목표는 정부

와 시민(G2C), 정부와 비즈니스(G2B), 또한 정부기관 내 

및 정부기관간(G2G)의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적극

성을 발휘하는 것이며 정부는 변화하는 경제 상황과 유동적

인 법률 정책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임. 하지만 정부지도

자들의 정보통신기술(ICT)에 대한 인식 부족, 우리 비전에 

대한 직속 상사들의 이해부족, 관공서 직원들의 능력부족, 정부에 있는 관료주의는 현재 자카

르타의 난국이자 도전이 되고 있음. 자카르타에게 기회가 되는 사항들도 있는데 ICT기술 발전

은 정부로 하여금 ICT의 유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새로운 패러다임은 '좋은 기

업 지배구조(형평성, 투명성, 책임 의식)'를 장려하는 기업 문화를 지지하고 있음. 정보화사회

를 형성 하는 데 정부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우선 내부적으로는 정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

로써 이용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는 리더십을 갖추는 것임. 또한 공공정책 및 비전이 있는 정부

를 창조함으로써 목표 의식이 뚜렷한 리더십을 형성해 적절한 규정과 정책을 만들도록 하는 것

임. 외부적으로 지니고 있는 목표는 사회를 개발시키는 것으로 모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보

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임. 그 다음 목표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투

자 및 기반시설의 확충하는 데 있을 것임. 전자정부로 가는 자카르타의 길을 보자면 현재 3번째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음. 최종 목표는 변화의 단계인 5번째 단계임. 자카르타 전자정부의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말하자면, 과거에는 하나의 단위로 운영이 되었으며 통합되지 않았음. 하지

만 우리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할 것임. 자카르타 전자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말하자면 개

인적인 문서와 정보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지하 수도에서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주민등록에 

대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시행할 것임. 정부기관 내 및 정부기관간의 파트너십에 있어서 주

변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혹시 자카르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www.jakarta.go.id를 참조하고 비즈니스와 관련하여서는 국내 포털 사이트 www.

beritajakarta.com을 참조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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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카투만두 디네쉬 타파리야 시장	(Dinesh Thapaliya, Chief Executive of Kathmandu)

 ∙ 주    제 : An Initiative of Kathmandu Metropolitan City (KMC) towards  

    Online Service Delivery

  ∙ 주요내용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의 애플리케이션을 원하고, 저

를 비롯한 도시 공무원들은 전자정부를 이끄는 세계 각국의 

도시들의 선례를 따르고 공유하길 원함. 우선 우리 도시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35가지의 구청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중앙 기관에는 7개의 부서가 존재합니다. 커뮤니

케이션 부서는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의 애플리케이션 및 

공공 서비스의 전달의 책임을 맡고 있음. 하지만 이 부서는 텔레비전의 관리 및 라디오 부문의 

운영에 더 큰 초점을 두고 있음. 최근에 도시 지도자들은 "건강한, 아름다운, 문화화된, 번성하

는,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그리고 계획에 의한 수도"를 건립하는 비전을 세웠음. 우리 도시의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해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우리는 기획, 자원의 유통, 금융 경영, 그리고 

다른 도시적인 업무에 있어서 전자정부(정보기술)를 통합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결국 

공공 서비스의 전달을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케 할 것이라 생각함.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의 

낮은 애플리케이션 정도에도 불구하고, 카트만두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

을 용이하게 하며 도시 개발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어서 예전부터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

램과 같은 방송을 사용해 왔음. 하지만 우리의 이제 주민등록, 건축 허가증, 그리고 도시의 다

른 응용 가능한 서비스들의 자동화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에 더욱 초점을 둘 것임. 우리 도

시에는 현재 난국이자 도전이 되는 사항들이 존재함.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선거에 의한 대

표자 선출의 부재로 인해 정치적인 리더십이 미약하며 정보통신기술(ICT)의 시행을 위한 취약

한 기반시설도 문제가 됨. 또한 공공부문과 사적부문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지속적으로 생

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며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에 대한 시민들의 관점도 문제

가 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는 전자정부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였고 통합된 데이터센터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립이 되고 있음. 카트만두 대도시는 통합된 온라인 서비스 사용을 원하며 

네팔의 다른 도시들도 이 시스템을 사용하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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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닐라 바야니 페르난도 시장	(Bayani F. Fernando, Secretary of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 주    제 : 마닐라 시 전자정부 소개

Introduction to e-Government of Metropolitan Manila Development Authority

 ∙ 주요내용

마닐라는 필리핀의 수도로서 8천8백만의 인구가 거주하

고 있는 필리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닐라는 17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역별로 전자정부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

고 있으며 운송 및 교통 관리, 홍수 조절, 폐기물 처분, 도시 

계획과 개발,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다루고 있음. 현재 저희 

도시에서 개발하고 있는 전자정부에 대한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음. 

사회복지를 위한 제한적인 도시가스이동시스템, 무선 커뮤니케이션중추시스템, 운송 및 교통

관리시스템(RFID시스템), 카메라감시시스템, 통합차량줄이기 프로그램(UVVRP), 교통감

시를 위한 GIS기반 애플리케이션, 공공정보시스템, 홍수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홍수예보시스

템, 도시 내 홍수감시시스템, 홍수배수기관관리시스템, GIS기반도시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마

닐라 지진 충격감소시스템 등이 있음.

⑤ 요코하마 히로시 나카다 시장	(Hiroshi Nakada, Mayor of Yokohama)

 ∙ 주    제 : IT를 활용한 방재 활동

                   Disaster prevention by using IT

  ∙ 주요내용

시정개혁을 소개하는데 앞서 세계화 및 ITC화가 진행되

는 현재, 여러가지 행정이 개혁, 개선되어야 할 시대임. 적

어도 시민 모두가 여러 형태로 협력하지 않으며 안 되며, 웹 

사이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

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재대책으로서 IT의 활

용임. 최근에 미얀마와 중국에서 매우 큰 피해가 발생했고, 

일본에서 지진을 비롯한 방재대책은 중요한 과제임. 항구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국제항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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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코하마시는 상업시설, 공장, 주택단지와 도시시설의 집적이 진전됨과 동시에 바다나 하

천, 언덕 등 매우 크게 변화하는 지형이나 삼림의 자연환경에 타고났음. 그러나 그 모든 지형이 

피해를 확대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재해 시에 방재대책에 강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지진계와 수위계, 감시카메라, 조위계를 설치하여 관측 설비를 하여 웹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

으며,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주위보, 경보, 지진 강도 등의 정보를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전송

하여 속히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화약 위험지역, 방재상 필요한 피난장소, 

소방단 기구 하차장, 등 여러 가지 재해 시에 필요한 물자나 장소의 지정 등의 정보를 지도상에 

표시하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위험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시민들의 힘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IT기술이 매우 

유효함. 요코하마시에서는 에너지소비실태와 에너지소비행동에 결부되는 분석을 대학의 협력 

하에 일괄 관리하여 공공시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자나 시설관리자의 구체적인 에너

지소비행동에 결부되는 시스템 구축도 역시 진행중임. 에너지소비에 뛰어난 운영방법을 습득

하여 실내 설정 온도를 완화 하거나 효율적인 조명기구의 도입 등 구체적인 에너지소비행동으

로 C02를 삭감할 것을 계획하고 있음. 공공시설뿐 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일상행동으로 파급효

과를 기대하고 있음. 또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시설관리자의 연계가 필수 인 만큼 2012

년에는 에너지소비의 3%를 절감할 수 있으며 약  절감액으로 5억엔을 기대하고 있음. 요코하

마시에는 민간기업과 행정이 공동으로 방재나 환경뿐 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제 해결에 착수 중

임.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해결 방책에는 정보의 제공과 공유가 있는데, 364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시민과 많은 기업단체와의 정보 공유에 IT가 매우 유효한 통로가 되고 있음.

    ▶ 2부

⑥ 앙카라 로크만 에르투르크 부시장	(Lokman ERTURK, Vice Mayor of Ankara)

 ∙ 주    제 : 앙카라시 전자정부 서비스

                  E-municipal Services : Ankara Metropolitan Municipality

  ∙ 주요내용

앙카라는 웹 포털 사이트, 주소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조정 센터 지질학적 정보시스템, 자

치제 핫라인, Mebis,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 그리고 국민투표(의사)센터 등

이 있음. 웹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우선 말하자면, 우리는 시장에게 직접 글을 작성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이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은 특정 부서와 관련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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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새로운 프로젝트, 도시 가이드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여러분은 장학금 신

청서, 생중계, 도시 가이드, 도로 보수, 인적 자원(직원 신청서), beltek 획득 강의 신청서, 

근무중인 약국, 야채의 시장 가격 등을 검색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작년 7만8천명의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장학금을 신청하였던 경우가 있었음. 이 사이트는 터키에서 가장 훌륭한 지방정

부 포털사이트로서 상을 받았음. 한편, 문화 센터에 설치  되어 있는 카메라 덕분에 여러분은 

온라인 생중계 카메라를 통해 앙카라의 수많은 사회적 및 문화적인 행사를 볼 수 있음. 그리고 

도시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소정보를 온라인상으로 살펴볼 수 있음. 더 나아가 도로 

보수 공사에 관해서 온라인상으로 손쉽게 열린 도로, 막힌 도로, 또는 일부가 막힌 도로도 찾

을 수 있음. Mebis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는 묘지정보시스템임. 우리 문화에 있어서 특

정한 날에 묘지를 방문하는 관례가 있기에 매우 중요함.  따라서 만약 누가 자기 친지의 묘지를 

방문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사망자의 이름·성·어머니·아버지 성함을 입력하여 Mebis을 통해 간

단하게 묘지 위치를 찾을 수 있으며  출력도 가능함. 이 또한 수상 프로젝트이며 이로써 사망자

들에 대한 통계적 정보(예. 사망 이유, 남-녀 비율, 나이, 고향 등)를 찾을 수 있음. 전자교육 

(E-education)도 전자정부의 한 사례임. 우리는 대략 8,000명의 사람들에게 온라인상으로 

MS Word, MS Excel, MS PowerPoint, MS Outlook, 및 전자 트레이닝(e-training)

을 가르친 바 있음. 주소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거주자들의 주소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관련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음. 우리는 독특한 사회 프로젝트를 가지

고 있음. 이 프로젝트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며 현재 2,000명 정도의 시각 장애인들이 

회원으로서 이를 사용하고 있음.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최신 뉴스 및 정보를 읽을 수 있게 되며 

출력도 할 수 있게 되었음. 이 기술은 앙카라뿐만 아니라 터기 전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마지

막으로 국민투표(의사)센터는 시민들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음. 새

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가운데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

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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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베이징 주얀 CIO	(Zhu Yan, Director General of Beijing Informatization Office)

 ∙ 주    제 : 중국의 전자 자치정부 : 북경의 사례

    Municipal eGovernment in China : the Case of eBeijing

  ∙ 주요내용

1980년대부터 중국정부는 근무자동화를 추진하여 1999

년에 인터넷 공정에 이르렀음. 현재 북경의 전자정부 업무현

황을 보면 북경정부업무 중 80%는 정보화가 지탱하고 있으

며 50%의 정보는 이미 디지털화 되었음. 북경정부 온라인

사이트는 1998년에 실행된 이후 현재까지 160개의 개체 웹 

사이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방문량은 하루 400만명 정

도임. 웹 사이트에서는 10종류 이상이 대중에게 서비스되고 있고 2,600개 이상의 자료화면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야간서비스도 시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음. 또한 비용납부서비스도 시

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 북경은 교통이 매우 복잡한 도시임. 우리는 ICT기술을 이용해 

시시각각 변하는 교통정보를 2분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며 거리에 디지털정보를 배치해 시민·

여행객들이 문의하기 편리하도록 하였음.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약 30일이 지나면 북경은 올림

픽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때의 정부서비스 또한 ICT기술을 활용할 것이며 올림픽 전용 정부 웹 

사이트를 발표하였음. 하지만 우리도 몇 가지 문제가 있음. 첫째,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원 

정부의 전통구조는 바뀌어야 하며 둘째, 우리는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를 잘 결합시켜 많은 시민

들이 인터넷을 이용하게 해야 함. 셋째, 기술적인 면에서 조합과 통일을 진행해야 함.

⑧ 광저우 수 지비아오 부시장	(Xu Zhibiao, Vice Mayor Guangzhou Municipal Peo-

ple’s Government)

 ∙ 주    제 : 광저우의 전자정부 소개

      Introduction to e-Gov in Guangzhou

  ∙ 주요내용

광저우는 총면적은 7434km이며 인구는 1120만명의 가

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제도시로 1996년 한국 광주시와 자매

도시로 결연을 맺었음. 삼성, LG, SK Telecom 등 기업들

이 모두 여기에 투자하고 있으며 한국의 국민은행도 광저우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1장		본	행사	∙	239

에 첫 번째 해외지점을 냈음. 광저우 GDP는 1978년도의 40억 위엔에서 2007년의 7050억 

위엔 까지 증가했으며 인 평균 GDP는 9300달러에 달하는데 그 중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

중은 57%임. 광저우 정부는 무선도시를 세우기 위해 전자정부의 관리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는데 현재 정부업무 중 60%는 모두 전자정부업무이며, 작년에 중국의 330개의 도시 중 전자

정부업무 사이트에서 1등을 차지하였음. 광저우 주요사업은 2010년 아시안게임 때에 어느 곳

에서나, 어느 때에나, 어느 설비에서나 이 곳을 방문한 전 세계 사람들이 무선도시의 성과를 느

끼게 하는 것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첫째, 안전 광저우를 위해 거리에 이미 22만개

의 CCTV를 설치해 소방,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였

음. 둘째, 자동교통을 만드는데 특히 자가용의 GPS나 버스정류장에서 전자광고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임. 셋째, 사람들이 가정에서 정보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바로 원거

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네트워크를 통해 광저우의 막강한 의료진이 시골과 변두리의 

농촌을 도와주는 것임. 또한 우리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때에 각 나라에서 온 운동선수

와 관중들을 위해 각 부분에서 최고의 서비스와 환경을 제공할 것임.

전자정부업무를 추진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첫째, 정부가 어떻게 각 부문의 다른 물리적 

자원을 통합하느냐 이며, 둘째, 어떻게 정부가 더 많은 자원으로 정보를 누리느냐에 있음. 정말 

필요하고 실용적인 것, 확실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함. 북경 사람들의 생각은 전통

사상과 이 전자정부업무 방법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전자정부업무 방법에 대한 설득

이 필요함. 둘째, 정부의 전통적인 구조와 정보기술이 조건을 지탱하는 것과의 사이에서 모순

이 있어 조화를 이루기 어려움. 셋째, 지금의 사람들은 모든 정보기술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사

용하지는 못함.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보편적인 업무로 많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가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 도전과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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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하마마쓰 야스히로 야마자키 부시장

(Yasuhiro Yamazaki, Vice Mayor of Hamamatsu)

 ∙ 주    제 : RFID를 적용한 하마마쓰 전자도서관

      e-Library(RFID system) of Hamamatsu

  ∙ 주요내용

하마마쓰는 도쿄와 오사카 사이에 위치하며 82만명 이

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본에서 2번째로 가장 큰 지역으

로 연구개발도시임. 특히 HONDA, YAMAHA, 와 SU-

ZUKI의 탄생 지역으로서 유명하며 음악도시인 하마마쓰는 

YAMAHA, KAWAI, 와 ROLAND의 탄생 지역으로서도 

유명함. 

  하마마쓰는 유비쿼터스 도시로 재창조 되고 있음. 우리는 이미 광대역 통신망을 많이 갖추었

고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들을 시작하였음. 여기서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전자 도

서관(e-library)에 대해 소개를 하고자 함. 우리는 22개의 온라인 네트워크 도서관들이 있는

데 이 전자 도서관(e-library)은 2007년 10월에 처음 시작하였음. RFID를 장착한 책들이 2

백만개가 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 일본의 도서관 중에서 RFID가 부착된 책의 총 수량이 가장 

큰 도서관이 이 곳임. 총 투자된 비용은 8백 만불로 명실공히 유비쿼터스 도서관(u-library)이

라고도 지칭할 수 있음. RFID는 모든 책에 부착되어 있는데 바코드는 앞에 인쇄 되어 있는 반

면 RFID는 뒤에 있음. RFID는 IC칩과 안테나를 가지고 있어 특유의 128 비트 코드를 사방으

로 보냄. 한편, 책을 빌리는 데 있어서 도서관 고객은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기대출기계

(self-rental machine)을 사용하여 원 터치의 절차를 통해 손쉽게 책을 대출할 수 있음.

⑩ 모스크바 알렉시 CIO

(Alexey Mikhailov, Head of Moscow City Government IT Department)

 ∙ 주    제 : 모스크바 전자정부 eGovernment of Moscow

  ∙ 주요내용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는 9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1200만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땅 크기는 1000 sq. 

km. 정도임. 도시정부 내에 2만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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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 총 고용인은 대략 50만명 정도임. 이렇기 때문에 다른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교통, 위생, 

교육, 사회보장제도 등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지원하고 해결할 목표

를 가지고 있음. 20년 전 처음 IT 기술이 모스크바에 생겨난 이후 많은 발달의 과정을 거친 우

리 도시는 e-Moscow라는 새롭고 특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IT 발전을 도모함

과 함께 많은 성과프로그램, 경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었음. e-Moscow구조는 지향하는 것

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도시환경 에 IT를 적용하는 것임. 예를 들어 도시 치안, 교육, 교통, 

위생, 정부 서비스 도시행정에 IT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행하는 범위는 모스크바 정부업

무 전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모스크바 도시재산, 지역 및 중앙개발, 도시고용인들을 위한 특

별 서비스 등도 있음.

⑪ 샌프란시스코 크리스 베인 CIO	(Chris Vein, CIO of Department of Telecommuni-

cations and Information Services of San Francisco)

 ∙ 주    제 : 혁신의 시도 전자정부서비스

      E-Services : Experiments in Innovation

  ∙ 주요내용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 시장이 새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 

시장은 정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 놓았음. 이 새로운 

관점은 시민들이 정부로 오는 기존의 방법과는 달리, 정부가 

시민한테 가는 방법을 채택하였음.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

서는 정부의 개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을 필요로 했

으며 서비스 제공의 새로운 방법을 위해서는 혁신이 요구되

었음. 그래서 전자정부 기술이 이 절차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게되었음. 5년 전에 우리는, 다

른 자치제들처럼 새로운 계획을 내놓았음. 이 계획은 정부를 변화시켜 정부의 근본적인 성향에 

초점을 두어 정부와 시민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임. 우리의 방법론은 우선 상대적으로 다른 도

시들에 비해 작은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현 상황을 분석하는 것임. 샌프란시스코는 약 49 sq. 

miles의 토지를 갖고 있으며 80만명의 인구와 2만8천~3만 명 사이의 고용인들이 살고 있고 

매년 62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 우리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과 같

은 인사들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배움을 얻고 어떤 방법이 적절하고 어떤 방법이 적절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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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자정부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였음. 프랑크푸

르트와 비슷하게 우리는 311 콜센터를 개발하였고 이로써 모든 번호를 하나의 번호 : 311 (서

비스를 위해 거는 전화번호)로 통합하였음.

우리는 도시 내의 모든 비즈니스 절차들을 간소화시켜 발신자들의 전화를 복잡한 시스템에 

연결시켜 인간 형식으로 질의에 응답할 뿐만 아니라 156가지의 언어로 서비스함. 샌프란시스

코 도시에는 5가지의 공식 언어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 156가지나 되는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민족의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시민들에게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미국의 주요 관광도시로서 방문객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함. 311 콜 센터에 대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콜 센터의 설립과 시민들에게 필요한 최

신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광대한 지식 기반을 생성하였다는 것임. 이것

은 실질적으로 저희 웹 사이트와 콜 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보다 더 정확하며 우리가 결정을 내

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해줌. 우리는 311 콜 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우려

사항들을 들었고 이후 조치를 취했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더 적극성을 띠게 되어 상황 

또는 문제의 근원을 알게 되었음.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기존의 반응적인 방법에서 벗

어나 적극성을 띠어 예상 가능한 상황으로 더 진전을 하여 궁극적으로 다음 문제가 어디에서 발

생될 지 예측하는 것임. 다시 말해서 문제가 먼저 발생한 다음 처리하는 기존의 방법보다는 미

리 문제가 발생되는 근원을 처리하는 선행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고객 관계 경영 시스템, GIS 시스템, 우리의 모든 서비스들과 결합할 온라인정부 

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임.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 주와 함께 이 모든 것

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고 다른 도시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임.

⑫ 타이베이 치아쉥창 CIO	(Chia-sheng Chang, CIO of Taipei City Government)

 ∙ 주    제 : 지능형도시로 거듭나는 타이베이시

      (Taipei, Becoming an Intelligent City)

  ∙ 주요내용

타이베이는 대만의 가장 큰 도시이고 중국 동남쪽 방면에 

위치해 있는 섬으로 인구는 약 260만명 정도 되며 면적은 

272 sq. km. 임. 타이베이의 장점은 광대역 기반시설의 

확충, 비전 있는 리더십, 글로벌 시장을 위한 중추이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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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자정부(e-government), 전자커뮤니티(e-community), 및 전자생

활(e-life)을 근거로 한 훌륭한 전자서비스(e-service)를 시민들에게 제공 한다는 것임. 사이

버 도시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터넷의 많은 사용, 자유를 향한 길"이며 우리는 이제 “타이베이

의 유비쿼터스화 및 두뇌 도시화”라는 다음 단계로 진입하려고 노력 하고 있음. "인터넷의 빈번 

사용, 자유를 향한 길"이라는 개념은 단지 기초적인 기반시설에 불과하며 시민들과 도시를 섬

기기 위해 유비쿼터스 정부(U-government)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였음. U-타이베이는 전

자정부(e-government), 전자커뮤니티(e-community), 및 전자생활(e-life)을 근거로 하

고 있는데 무선 타이베이, EasyCard 프로그램, 타이베이 테크놀로지 회랑, 그리고 전자문서

(e-document) 시스템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 JiWire에 의하면 타이베이는 전 세계에

서 가장 큰 Wifi 네트워크 도시라고 함. 인구 중 기술 적용 범위는 90%를 넘고 있으며 현재 접

근점(Access point)은 한 도시에 1 만명이 넘고 있음. 이것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며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을 결합하여 윈-윈 상황을 유도하고 있음. EasyCard 프로그램은 몇 년 전부

터 시행 되었는데  현재 1,300만개의 EasyCard들이 시중에 배포 되어 있는 상태임. 이것은 

교통 카드로 사용되며, MRT(대중신속시스템)비를 지불할 수 있고, 버스·주차비용, 학생증·주

민등록증, 셀프서비스 도서관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편의점의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이 가능한 지불카드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임. 타이베이 테크놀로지 회

랑은 높은 수입을 창출하기에 많은 비즈니스 기회 및 투자를 유인하고 있으며 텔레콤 사업을 부

양함. 전자문서(e-document) 시스템은 우리에게 종이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

였으며 이로써 정부의 효율성을 증대 시킬 수 있었고 타이베이에게 녹색 환경을 제공해주었음. 

한편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해 운전자들은 핸드폰으로 주차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버스정류소의 진열대를 통해 버스 도착 예정 시간도 확인할 수 있음. 마지막으로 몇 가

지 성공 사례들을 더 언급하자면 광대역 커뮤니케이션 기술, 전자 민주주의, 일괄처리 서비스

(샌프란시스코의 311시스템과 유사한 타이베이의 1999시스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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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비엔나 오마르 알라위 CIO (Omar Al Rawi, Member of the Vienna City Council 

Committee on Urban Development, Traffic and Transportation) 

 ∙ 주    제 : 비엔나시 전자정부 

   E-Government in the City of Vienna

  ∙ 주요내용

비엔나는 현재 170만명의 시민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수

도임. 하지만 최근 유럽 연합(EU)의 확대로 말미암아 100 

마일의 지름을 기준으로 6백 만명의 인구가 있으며 4개의 서

로 다른 문화와 민족들이 살고 있음. 전자 정부에 있어서 중

요한 것은 효율성, 시스템의 융통성, 신속한 접근 가능성, 

행정 절차의 신속성 등 이며 이는 맑고 투명하여 쉽게 이해

가 가능해야 함.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충족되면 행정적인 절차 및 민주적인 정치 결정

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해질 것임. 우리가 추구한 것은 사람, 고객 또는 도시 관리인

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이는 제도를 만드는 것임.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제도 들을 만들었음. 우선 디지털 빈부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엔나 도시 곳

곳에 전화 셀(telephone cell)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셀을 통해 우리는 이-메일 뿐만 아니라 

영상통화와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재 이와 같은 전화 셀을 도시에 300~500개 

정도 설치 할 예정임.(현재 190개). 또한 이동 통신 회사들을 통해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200여 장소의 핫 스팟(hot spot)도 존재함. 더 나아가 우리는 400개의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소위 '비엔나 교육망'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

교에 총 1 만개의 컴퓨터와 4500개의 프린터를 설치하였으며 비엔나에 있는 모든 도서관들은 

200개의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음. 또한 노년층의 참여도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노인정에도 컴

퓨터를 설치하였고 특별히 장애인들을 위한 컴퓨터도 설치하였음. 또한 비엔나 도시 내에서 여

러분은 주차비용을 SMS을 통해 지불할 수 있으며 MobileCom을 통하여 교통티켓 구입도 가

능함. 매우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현재 전자자전거(e-bicycle)시스템을 도입 했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1시간 동안 무료로 자전거 사용이 가능하고 이 자전거들은 핫 스팟에 의해 예약할 수 

있으며 주차 공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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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라운드테이블 3 세션

∎ 발표

① 프라하 마케타 리도바 부시장	(Marketa Reedova, Deputy Mayor of the City of 

Prague) 

 ▪ 주    제 : 프라하 시 전자정부 소개

      Introduction to e-Government of Prague

  ▪ 주요내용

프라하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도시로 역

사와 문화, 현대적 기술이 공존하고 있음. 활달하고 책임감 

있는 시민들을 위해 프라하 정부는 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

는 프로그램과 쉽고 능률적인 공공정책을 마련하였으며 현

대 기술과 비즈니스를 도입한 교육과 기술혁신에 호의적인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프라하는 이러한 전략적 

비전을 성취하는데 전자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한다고 보고 현대적 공공정책을 촉진하고 있음. 

시민, 비즈니스와 그 외 공공사업 기관들은 일상적으로 수동적인 업무를 줄이고 정부의 부패를 

막기 위한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과속방지 카메라 등을 온라인 위주의 현대적 서비스로 사

용하여 보다 편리한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음. 또한 혁신적인 전자 교통카드 정책, 환경정화 정

책, 노숙자와 장애인 돕기 정책 등에도 현대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보다 깨끗하고 앞서가는 프라

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프라하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실행 계획인 정책 대부분이 해

외에서 영감을 받은 만큼 이번 시장 포럼과 같은 국제회의 참여가 도시발전에 기반이 되는 정보

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

∎ 토의

▷ 마크 홀저 럿거스대 교수

우리는 지금 시험, 혁신, 그리고 경험과 그에 대한 교훈을 교류할 수 있는 세계 전자정부 협

의체 마련을 위한 서울 IT선언문에 대해 토론하려 함. 미국은 이러한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이 많은데 특히 최근에는 대학에서 공공 실행 측정 및 보고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회원과  

무료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는 이러한 형식의 네트워크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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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트워크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정치적 연관이 없으며 자발적인 노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와 더불어 문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이외의 자료도 제공하고 좋은 정책의 예, 

월간 뉴스레터, 그리고 매년 또는 2년마다 포럼 개최를 실천하였으면 함. 이러한 네트워크는 

이 분야의 관계자와 네트워크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임. 또 이 네트워크는 전

자정부에 관한 특정 관심사, 중요성에 따라 각 커뮤니티를 성립할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

를 통하여 이를 실천하는데 기여하는 웹 사이트를 설립할 수 있음. 무엇보다도 이러한 웹 사이

트 구축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여러 의견과 자료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

요한 요소임. 따라서 정보교환과 교육을 제공하는 정교한 웹 사이트 마련을 토대로 한 네트워

크를 성립하기를 희망함. 

▷ 몬트리올 부시장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선언문 채택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기회임. 우

리는 이번 기회에 일반 상식에 대한 인식을 제 점검하고 시민의 참여와 기여를 높여야 함. 평

등한 정보사회를 성립하기 위하여 국제 협력체를 통하여 접촉을 늘이고 정보기술 이용을 늘여

야 함. IT와 국제사회의 단결이 미래 사회와 시민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므로 협의체 수립에 대

하여 지지함

▷  헬싱키 CIO

헬싱키는 도시간의 전자정부와 ICT 협력을 강력히 지지함. 헬싱키는 이미 이러한 여러 협력 

네트워크의 회원이며 특히 9년 전 정보사회에 대한 글로벌 도시시장 토론이란 명칭 아래 헬싱키 

선언문을 채택하였음. 이 선언문은 100개 이상의 도시가 참여하였고 그때 참가국이 이번 시장 

포럼에도 참석하고 있음. 따라서 이번 서울선언문에 찬성하고 더 많은 도시들의 참여를 위하여 

이미 존재하는 단체와의 교류하고 토론하기를 바람.

▷ 이치가와 시장

먼저 이런 훌륭한 회의가 개최되어 서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커다란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 중요한 

것은 국가간이 아닌 도시간에 있어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며 “세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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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선언”은 이 네트워크 구축의 첫발을 내딛는 매우 훌륭한 일임. 이 선언을 앞으로 더욱 내

용이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힘을 모아야 함

▷ 자카르타 시장

전자정부의 IT 실행이 중요하며 이러한 포럼을 지지함. 선언문 내용 면에서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실행 계획 3번에 보면 2010년에 세계 전자 정부 총회를 열자고 쓰여 있음. 이 총회에

는 시장들만 참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참석자도 참여 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음

▷ 바르셀로나 CIO

바르셀로나는 전자정부간의 협력을 전폭 지지함. 하지만 오늘 회의 내내 우리가 전자 정부에 

대하여 토론한 만큼 전자정부가 IT보다 더 의미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며 선언문을 서울 IT 선언

문이라고 부르기보다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으로 그 명칭을 바꿀 것을 제안함. 

▷ 베를린 CIO

베를린 역시 이와 같은 단체가 여럿 존재 한다고 믿고 있으며 우리 또한 이미 존재하는 단체

들과 교류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홍콩 CIO

홍콩 역시 선언문의 거의 모든 부분을 찬성함. 다만 중국 법에 따라 이번에 선언문에 서명 할 

수 없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음.

▷ 퍼스 부시장

다른 참가자가 말했듯이, 이번 협력체는 한 도시가 이끄는 것이 아닌, 여러 도시가 자율적으

로 지도에 앞장설 수 있어야 함. 그러므로 선언문 실행 계획 2번에 “회원 도시 중 서울이 주요 

연락 본부로 한다” 라는 부분에서 “주요”를 빼고 연락 본부로만 지칭 할 것을 제안함.

▷ 비엔나 CIO

다른 참가자의 발언에서와 같이 모든 도시가 정치적 문제, 문화, 종교와 상관없이 문제 해결

을 위해 모였음. 퍼스 부시장의 의견에 동의하며 서울을 주요 연락 본부가 아닌 연락 본부로만 

명칭 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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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 (사회자 : 허운나)

여러 도시에서 전자정부선언에 대한 지지를 해준 점에 진심으로 감사함. 본 라운드테이블의 

사회자의 권한으로 전 세계의 시장, 부시장 등 도시대표는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에 동의하

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음. 만약 다른 제안이나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만약 본 선언문 채택

에 모두 동의한다면 큰 박수를 부탁드림(모두 박수로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택함)

이것으로 "서울 전자정부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

∎ 서울 전자정부 선언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모두 오랜 시간 동안 회의에 참석해 주었는데, 선언문을 낭독하기 전에 본 포럼에서 이

처럼 명확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에 대해 세계 도시 시장, 부시장, 모든 도시대표에게 다

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림.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전자정부	선언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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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요약)

 (영문)

We, the mayors and representatives of cities in World e-Government May-

ors Forum 2008, do hereby declare that we will :

1.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in the process of e-Government 

development and operation, and thus, Promote e-Government exchanges be-

tween cities.

2. Strengthen digital capacity by enhancing a model of sustainable e-Gov-

ernment to respond to prospective changes in cities, thereby creating safer 

and more convenient cities.

3. Explore ways to disseminate universal digital lifestyles, and Accelerate 

inter-city joint efforts to bridge the digital-divide.

PLAN OF ACTION

The Seoul e-Government declaration lays the foundation on mutual un-

derstanding of the need for collaboration between cities, and in doing so we 

hereby consent to form a body for global e-Governments, arrange a Secre-

tariat in Seoul, and organise the 1st General Assembly of World e-Govern-

ments in 2010.

This declaration is adopted in 8 July 2008 in Seoul, the capital of Republic 

of Korea.

 (국문)

우리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에 참석한 시장과 도시 대표들은 다음사항을 선언한다.

1. 전자정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도시 상호 간 전자정

부 교류를 촉진시킨다.

2. 미래 도시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 모델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며, 

이로써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창출한다.

3. 보편적인 디지털 생활양식을 확산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간 공동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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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사항

서울전자정부 선언은 도시 간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마련되었으며, 이에 세계 전

자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서울시에 사무국을 두어 2010년 제1차 세계 전자정부 총회 개최를 

준비하도록 한다.

본 선언문은 2008년 7월 8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채택됨

♠ [참고]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전문)

 (국문)

2008년 7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에 참가한 도시 시장과 도시 대표들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도시민 삶의 질 향상, 세계 도시 

공동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이 디지털 기술 기반의 전자정부 운영 경험과 사례를 공유

하고,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공통된 인식

위에 구체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노력을 위해 본 포럼 참가자들이 공유하는 인식과 원칙을 다음

과 같이 선언한다.

인식의 공유

도시는 정치, 경제 및 문화 성장의 거점이자 세계사 역사 변화의 중심 공간이 되어왔다. 특

히, 21세기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은 도시인의 삶, 문화, 도시행정을 매우 다양한 모습

으로 변화시켜왔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도시 전자정부는 활력있는 디지털 생활양식, 일상

생활의 편리, 참여·공유·개방의 행정 프로세스 등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지향하면서 도시행정

의 중심축이 되어가고 있다.

오늘날 도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 에너지 문제와 환경이슈의 글로벌화, 고령화 사회, 다원화된 이해관계 조

정 등 도시는 여러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도시문제들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행정은 더욱 창의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해져야 한

다. 이 과정에서 전자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전자정부 서비스의 적용과 다양한 활용은 행

정내부 혁신은 물론이고, 시민과 민간 부문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요소

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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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 디지털기술 기반의 도시발전은 계층간, 지역간 정보능력의 차이를 야기하고 

있다. 도시 내 정보기술 능력에 따른 계층간 정보격차, 첨단기술이 발전한 정보도시와 정보기

술에서 소외된 도시간의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내, 도시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시 상호간 공동의 노력은 도시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인식을 공유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도시시장과 대표는 전자정부 운영의 다양

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상호 연대와 협력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 노력한다.

1.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력한다. 

   도시들은 전자정부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개별도시의 뛰어 

 난 실천경험을 서로 배울 수 있도록 권장한다. 또한 도시간 전자정부의 교류를 촉진하고 

 자 한다. 

2. 지속적인 도시발전을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미래 도시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자정부 모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정보기술을 이용해 도시공간을 미래도시로 재생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한다.

3. 보편적 디지털 생활양식 확산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한다.

   도시들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도시간 공동사업을 통해 도시들간의 정보격차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실천사항

포럼에 참여한 세계 도시시장과 도시대표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도시 전자

정부간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전자정부간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

뤄지기 위해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시에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2008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개최도시인 서울에 사무국을 두

고, 세계 도시들과의 협의를 통해 2년 후인 2010년 세계전자정부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상

호 협력할 것이다.

본 선언문은 2008년 7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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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We, the mayors and representatives of cities around the world, participate 

in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held in the South Korean capital 

of Seoul from 7 to 9 July 2008. As a governing collective, we have reached an 

agreement that it is crucial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through the sharing 

of experiences and knowledge regarding respective e-Governance with ICT in 

order to achiev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contribute to the global community. Under this shared understanding,  

we hereby declare our commitment to take specific actions and to strive  

continuously adhering to the following set of principles:

Significant development in the area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 

throughout the 21st Century has enabled cities to remain at the core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sectors as well as world historic 

transformation. In particular, digital technology has been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culture, and protocols of urban management.

In the midst of such changes, e-Governments have become the key component 

of successful city management, creating new digital lifestyles together with 

developing a new paradigm of public administration that focuses on 

participation, sharing of information, and openness.

Nevertheless, cities face new challenges today. Issues regarding 

sustainable growth, the growing need for alternative renewable energy, an 

aging society, and conflict management all require us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Essentially, public management should be more creative, 

efficient, and transparent than ever before at solving such problems. 

From this standpoint, e-Governments have become a mainstream means 

of governance and taken on larger roles, as most policies at municipal or 

national level require an ICT solution in their practice.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ICT-enabled publ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as part 

of transparency and democratic engagement brings not only administ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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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 but also better governanc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On the other hand, urban development based on digital technology has 

raised issues concerning social and spatial digital divide. As a result, we have 

witnessed the digital and information gap have caused more widened gap in 

economic divisions. Therefore, it is an urgent task for city governments to 

make a joint effort to narrow the digital divide among social classes and a host 

of cities so as to promote further development and competitiveness.

In this respect, do hereby declare that we, the mayors and representatives, 

will:

1. Share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in the process of e-Government 

development with IT, including policies and strategies, with each other, and 

Promote exchanges between urban e-Governments.

2. Strengthen digital capacity in pursuit of continuous urban development 

by enhancing a model of sustainable e-Government to respond promptly to 

prospective changes in cities, thereby creating safer and more convenient 

cities by renewing urban areas to futuristic cities with the help of 

information technology. 

3. Explore ways to bridge the digital divide and to disseminate universal 

digital lifestyle by continuing in employing policies to address the unequal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the underprivileged, 

and Accelerate our inter-city joint efforts to bridge the gap.

PLAN OF ACTION

1. The Seoul e-Government declaration on e-Government and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lay the foundations on mutual understanding 

of the need for collaboration between cities across the globe. Bearing this 

firmly in mind, we hereby consent to form a body for global e-Government 

that will facilitate better cooperation and encourage prospective member 

cities to share experiences seamles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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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y doing so, we assent to arrange a Secretariat, which will serve as a 

channel of communication among the member cities, in Seoul, Republic of 

Korea, the host city of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

3. We also agree to work together to organise the 1st General Assembly of 

World e-Governments in 2010. 

This declaration is adopted in 8 July 2008 in Seoul, the capital of Republic 

of Korea.

9. 포토세션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라운드테이블	참여도시	대표,	사회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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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포럼 행사에 IT요소 접목

(1) 전자회의시스템 

  1) 도입목적

전자회의시스템은 ‘전자정부’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성격에 어울리도록 행사운영에 IT요소를 

접목시키자는 아이디어를 실현한 것으로, 우리나라 및 우리시의 IT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위

상을 제고하는 한편, 과도한 출력물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고자 도입하였다.

  2) 시스템 개요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전자회의솔루션’은 발표원고 공유, 발언권 제어, 화상회의, 메모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다양한 국가에서 참석하는 해외도시 대표들에게 별도로 회의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웠고, 잘 쓰이지 않는 많은 기능제공보다는 안정적인 회의

진행이 최우선 되어야 하기때문에, ‘10초의 설명’만으로도 화면을 보면서 따라할 수 있도록 ‘회

의진행에 꼭 필요한 기본 기능’ 만으로 재구성 하였다.

   가. 기본화면 

	 	 	∎ 기본화면은 ‘발표원고’, ‘중계방송’, ‘연설자정보’ 삼단의 화면으로 구성되며, 

    다음 세가지 버튼이 활성화 되어있다.

    <Your Say> : 사회자에게 발언요청 하기

    <Presentation Text> : 본인 및 타인의 발표원고 보기 

    <Live Video Coverage> : 기본화면으로 되돌아오기

	 	 	∎ ‘발표원고’ 화면과 ‘중계방송’ 화면은 회의진행내역에 따라 관리자가 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개막식’, ‘세계전자정부 선언’ 등 발표원고가 없는 행사 진행시에 

    도 회의진행을 보조 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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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발표 기능 

	 	 ∎ 원고 발표자 화면은 ‘기본화면’과 유사하나 발표자가 본인의 원고를 직접 콘트롤 할  

   수 있도록 ‘발표원고’ 화면 하단에 << (Rewind) or >>(Forward) 버튼이 활성 

   화 된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표원고’ 화면에 현재페이지/전체페이지 및 

          발표경과시간을 표시하였다.

 다. 원고보기 기능 

	 	 ∎ 회의진행과 관계없이 본인의 발표원고를 검토하거나 타인의 원고를 보고싶을 경우 

   를 대비하여 ‘원고보기’ 기능을 구성하였다.

 라. 사회자용 기능

	 	 ∎ 특별히 발표는 없으나 토론참석자의 발언요청을 체크하고 발언권을 주는 사회자에 

   게는 ‘기본화면’ 하단에 발언권을 요청한 도시명이 표시되도록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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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관리자용 기능

	 	 ∎ 발표원고 업로드, ‘원고화면’과 ‘중계화면’ 전환, 사회자를 대신한 ‘발언권’ 제어기 

   능 등 전자회의시스템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자 기능을 구성하였고, 회의중 오 

   찬시간, 휴식시간 등에 대한 간단한 안내화면을 관리자용의 발표원고 형식으로 제작 

   하여 전 참석자에게 표출하였다.

3) 도입준비

가. 전자회의 프로그램 기능설계

    ∎ 시장포럼 행사에 적합한 전자회의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상품화 되어있는  

  전자회의솔루션을 활용한다 해도 시장포럼에 맞도록 기능을 재편성하고 화면디자인 

  을 새롭게 구성해야 하므로 프로그램개발업체와 상세한 협의를 통한 사전기능설계가  

  매우 중요하였다. 또한  ‘시행착오에 따른 일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설계시 명 

  확하게 분석하여야 하므로 약 2주간에 걸쳐 서울시, 행사대행전문기획사, 프로그램 

  제작업체 3자가 수시로 모여 면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였다.

    ∎ 최초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설계시 회의테이블의 크기를 감안하여 노트북을 사용하기 

  로 되어있었으나, 회의참석자간 상호 원활한 시야를 확보하고   회의장 분위기에 어 

  울리도록 컴퓨터 본체는 책상아래 두고 터치스크린모니터만 책상위에 20~30° 각도 

  로 눕혀 놓도록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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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차 프로그램 테스트

    ∎ 전자회의시스템 1차개발이 완료된 후 프로그램 정상작동여부, 화면디자인, 전반적 

  인 부하(성능)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테스트 개요 

       ·일시 : ‘08.6.20 (행사개시 3주전)

       ·장소 : 정보화기획담당관 회의실 (직원 10명 참여)

       ·테스트장비 : 서버용 노트북 1대, 참석자용 12대

      - 테스트 내역

 ·부하테스트 : 클라이언트 PC에서 동시다발적 이벤트 발생

                         프로그램 부하 및 오류발생여부 테스트

 ·정상작동 테스트 : 각 메뉴·기능별 오류여부 테스트

       ·디자인 검토 : 화면구성, 색감, UI 등 전반적 검토

      - 테스트결과 : 프로그램 작동관련 사항, 디자인 수정보완 사항 등을 

                     도출하여 프로그램개발업체에 보완조치 지시

다. 2차 프로그램 테스트

    ∎ 1차 테스트시 도출된 보완사항을 조치한 후, 행사진행시 사용할 장비를 

      모두 셋팅하여 H/W와 S/W 전반적인 최종테스트를 실시하였다

      - 테스트 개요 

       ·일시 : ‘08.7.2 (행사개시 1주전)

       ·장소 : 프로그램개발업체 사무실 (직원 5명 참여)

       ·테스트장비 : 실제 회의에서 사용할 서버 1대 및 컴퓨터(터치모니터) 40대

      - 테스트내역 : 1차보완사항 조치결과, H/W 정상작동여부 테스트

라. 최종 리허설

    ∎ ‘08.7.6(월) 행사장에 모든 장비를 셋팅한 후 메인(와이드)스크린 리허설과 연계하 

  여 전자회의시스템의 원고를 한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최종리허 

  설을 실시하였다

 ∎ 직원 20명이 1명당 2개도시씩 담당하여 원고를 넘기면서 시스템에 저장된 발표원고의  

  이상여부, 마이크 이상여부 등도 함께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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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장애대응계획 수립

    ∎ 아무리 우리시의 IT우수성을 알리고자 도입한 전자회의시스템이 회의중에 다운된다 

  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으며 발생해서도 안될 상황이다. 게다가 시장포럼 행사 3주 

  전에 개최된 타 국제행사에서 참가자등록시스템과 메인화면, 마이크동작이 원활치  

  않아 ‘난장판 국제회의’라는 신문기사를 접한 상황이었기에 ‘장애대응계획’을 더욱  

  심사숙고해서 검토하였다

    ∎ 상황별 장애대응계획 내역

 ① 기본원칙

    - 행사기간동안 프로그램 개발업체 프로그래머 2명 상주

      - 전산장비(컴퓨터, 터치모니터, 네트웍장비) 여유분 구비(기기별 3~4대)

      - 행사장내 주요 스텝 무전연락체제 구축

 ② 서버 구동불량에 따른 전자회의시스템 중단

      - 메인(와이드)스크린의 ‘발표원고’를 활용, 회의 계속 진행

     - 휴식시간에 장비 교체

 ③ 프로그램 에러

      - 메인(와이드)스크린의 ‘발표원고’를 활용, 회의 계속 진행

      - 휴식시간에 상주프로그래머가 복구 조치

     ④ 네트워크 오류

      - 메인(와이드)스크린의 ‘발표원고’를 활용, 회의 계속 진행

      - 휴식시간에 백업용 장비 및 회선으로 복구 조치

     ⑤ 컴퓨터 구동 불량

      - 발표자 컴퓨터 이상시에는 연단에서 메인(와이드)스크린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청 

     취자 컴퓨터 이상시에는 메인(와이드)스크린을 시청토록 유도

      - 휴식시간에 백업용 장비로 복구 조치

     ⑥ 모니터 불량

      - 모니터 화면은 나오고 터치입력 불량시를 대비하여 마우스를 책상밑에 비치, 유사 

     시 즉시 사용토록 유도

      - 모니터 화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 구동불량시와 동일하게 조치 기타장애

      - 전기문제 : 발전차를 사용하여 사전에 충분한 전력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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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크 음향불량 : 무선마이크로 임시대처후 휴식시간에 장비교체

      - 순차통역용 무선마이크 불량 : 백업장비로 즉시교체

      - 참가자 사용미숙 : 영어가능 가이드를 행사장 전역에 비치, 유사시 사용안내

바. 메인(와이드)스크린과 연동방안

    ∎ 앞서 장애대응계획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전자회의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서도 안되 

  겠지만, 만약 장애가 발생한다해도 회의를 중단해서는 절대 안될 일이다. 그래서 전 

  자회의시스템과 메인(와이드)스크린에 디자인은 틀리지만 같은내용(발표자소개, 발 

  표원고, 중계화면)을 표출하면서도 일부러 시스템간에 연동하지 않고 완전 독립적으 

  로 구성하여, 만약 전자회의시스템이 다운된다 하더라도 메인(와이드)스크린을 활 

  용하여 연단에서 발표하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시스템을 독립적으로 구성할 경우 발표자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발표원고의 페이지 

  를 넘길때 메인(와이드)스크린의 발표원고는 어떻게 페이지를 넘길 것인가 하는 문 

  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위해 메인(와이드)스크린 콘트롤러 옆에 전자회의시스템 청 

  취자용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화면변화에 따라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자 

  를 배치하였다.

사. 행사참석자에 대한 시스템사용법 안내방안 

    ∎ 전자회의시스템은 사용자가 화면을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사용가능토록 쉽게 제작하 

  기는 했지만, 그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행사참석자에게 안내하였다.

    - 모든 행사참가자에게 배포하는 행사안내소책자(브로셔) 제작시 간단하게 1페이지로  

     작성한 전자회의시스템 사용설명서 첨부

      - 참석자를 공항에서 호텔로 영접후 브로셔를 통해 전반적인 행사소개시 전자회의시 

     스템 함께 설명

      - 행사장 책상에 전자회의시스템 사용설명서(별첨참조) 비치 후 행사당일 발표자를  

     지정좌석에 착석안내 하면서 간단하게 다시한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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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소한 문제까지도 예방하자    

 - 행사장 책상아래에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혹시나 발에 걸리지는 않을까 체크해 보면서  

 간격이 여유있다고 생각하였는데... 행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3라운드에 발언을 마치시 

 고 자세를 바로잡던 롱다리 외국시장님의 발에 채여 컴퓨터가 꺼지는 상황이 발생하였 

 다. 행사 진행중에 책상밑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조작할 수 없기에 그분께 상황을 설명하 

 니 ‘회의가 끝나가니 상관없다’라고 양해하여 주셨고, 그로부터 3분후 모든 행사가 완료 

 되었다. 천만다행으로 행사가 끝나는 상황에 발생한 문제였기에 넘길 수 있었으나 그분 

 이 발표전이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 간격이 넓은 책상을 도입하거나, 컴퓨터가 발에 걸리지 않도록 칸막이가 필요했다.

4) 운영결과

시스템 오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했던 마음과 달리 별 문제없이 행사가 완료되어 그동안 준

비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고, 전자회의시스템 덕분에 시장라운드테이블의 의미도 살렸지만, 한

편으로는 ‘사소한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예방했으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아쉬운 마음도 떨칠 

수 없었다.

∎ 진정한 라운드테이블은 전자회의시스템이 완성하였다     

 - 포럼의 진행방식은 통상적으로 연단위의 발표자와 단아래의 청취자로 분리되는 것이  

 보통이며, 라운드테이블로 구성하더라도 메인화면을 보느라 참석자의 시선이 한곳에 집 

 중되기 마련이다. 금번 시장포럼행사는 전자회의시스템 덕분에 참석자간 서로 시선을  

 마주치며 더욱 열띤 토론을 할 수 있었고, 연단을 등진 참석자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회의 하는 ‘진정한’ 라운드테이블로 진행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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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전자 회의 시스템 사용설명서

How to use Paperless Electronic Conference System

Live	Video	Coverage	of	Mayors	Roundtable for speakers

1.	Choose	 either	<<	 (Rewind)	 or	>>	 (Forward)	 button	 for	 rewind	

					ing	or	fast-forwarding	your	presentation	text.

2.	Presentation Text	button	 for	 returning	 to	 the	page	where	entire		

				presentation	text	is	enlisted	by	city	names

3.	 Live Video Coverage	 button	 for	 chasing	 to	 the	 currently			

				broadcasting	Mayors	Roundtable

	※	Note: Rewind	and	Forward buttons	are	only	available	upon	returning	to	the	page	of	

Live	Video	Coverage.	Live	Video	Coverage	of	Mayors	Roundtable	for audience

1.	 Your Say	 button	 for	 asking	 questions	 or	 giving	 your	 opinions		

				upon	completion	of	current	presentation.	

2.	Cancel	button	for	withdrawing	your	request	to	speak

3.	Presentation Text	button	 for	 returning	 to	 the	page	where	entire		

				presentation	text	is	enlisted	by	city	names

4.	Live Video Coverage	button	 for	chasing	 to	 the	currently	broad	

				casting	Mayors	Roundtable

Presentation	Text	by city names

1.	Choose	the	name	of	a	city	to	view	each	presentation	text.

2.	 Choose	 either	 <<	 (Rewind)	 or	 >>(Forward)	 button	 for	 rewind	

				ing	or	fast-forwarding	the	text	of	selected	presentation.

3.	Presentation Text	button	 for	 returning	 to	 the	page	where	entire		

				presentation	text	is	enlisted	by	city	names

4.	Live Video Coverage	button	for	chasing	to	the	currently	broad-

casting	Mayors	Roundtable

Presentation	Text by city names	(continued)

※		It's	also	available	for	watching	the	live	video	coverage	of	the	Mayors	Roundtable	on	the	page	

of	Presentation Text	by	clicking	the	button	of	Live Video Co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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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터넷라운지 설치

  1) 설치목적 

행사참석자들의 인터넷서핑 및 이메일 확인등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

도록 인터넷라운지를 설치하였다.

  2) 설치 장소 

설치장소는 그림과 같이 행사참석자 및 전시관 관람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사장과 

전시관에 근접한 곳에 있는 기둥을 활용하였고, 관람객의 이동공간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크기

로 책상을 제작하여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3) 서비스 내역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신형 컴퓨터를 4대 설치하였고, 고속 인터넷 활용을 위해 유

선인터넷회선으로 연결하였다.

(3) 행사장 전역을 무선인터넷 Zone으로 구성

  1) 구성목적

IT를 주제로 하는 행사인 만큼 노트북을 지참한 참석자(수행원)을 위한 무선인터넷서비스 제

공이 필수 적이며, 또한 기사를 작성하여 즉시 전송하는 내외신 기자들을 위해서도 무선인터넷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기에, 주행사장·전시관·VIP간담회장 등 행사장 전역을 무선인터넷 Zone

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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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성내역

무선인터넷을 연결해주는 Access Point 장비를 주행사장(10대), 전시관(4대), 간담회장

(3개소 각1대), 사무국(1대) 등 총 17대를 행사장 전역을 커버하도록 설치하였고, 기자회견장

은 사진·동영상 등 대용량의 정보전송을 대비하여 호텔의   유선인터넷 회선을 활용 30개의 유

선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였다.

How to access Wireless Internet

at the event venue

※	Wireless	LAN	access	is	available	to	WeGMF	participants	in	Crystal	Ballroom	and	

			the	ballroom	lobby,	which	are	main	venue	of	the	Forum	and	the	IT	exhibition	area,		

	 respectively.	Please	refer	to	the	following	instructions	to	gain	internet	access.

																																		1.	Go	to	Start	and	right	click	My Network Places.	

																																			 2.	Select	Properties.

																																		3.	Go	to	Wireless Network Connection	and	right	click.

																																			 4.	Select	View Available Wireless Networks.

																																		5.	Click	Refresh network list.

																																			 6.	Choose WeGMF.

																																			 7.	Click	Connect.

3) 사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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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운영결과

 당초 예상대로 행사장내의 기자석에는 노트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즉시 전송하는 기자들 

  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해외도시의 참석자들도 노트북을 지참하여 행사중에도 정보를 검색 

  하고 회의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3. 라운드테이블 브릿지공연(문화행사)

  1) 도입목적 및 구성

 해외도시 참석자들에게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의진행에 활력소가 되기 위하여 도 

  입한 문화행사는, 단아하고 역동적인 서울의 모습을 세계인들과 공유하고 행사분위기에 맞도 

  록 품격있는 컨셉으로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2) 공연내용

	∎	공연시간 : ‘08.7.8(화) 15:20~15:30

  - 흥겨운 리듬과 퍼포먼스로 장시간 회의에 따른 피로 해소 

  - 경쾌하고 역동적인 전통안무로 회의장의 집중도를 높이고 분위기 완화

  [기악연주] - 7분

	∎ 외국인에게 친숙한 유명 영화음악을 전통악기로 연주

  (스탠바이 미, 라밤바, 오브라디 오브라다)

	∎ 동서양 및 전통·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퓨전컨셉으로 구성

  [경고춤] - 3분 

	∎ 무용수들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동작이 돋보이는 공연

	∎ 한국 전통음악의 우수성을 알리고 회의집중을 위한 경쾌한 무대로 구성

무선인터넷은 노트북을 켜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환경설정을 해줘야만 연결되

는 것으로 행사참석자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무선인터넷 사용법을 모든 행사참가자에게 배포하

는 행사안내소책자(브로셔)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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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연준비

  라운드테이블 문화행사는 지속되는 회의에 피로를 느낄수 있는 시간대에 약10분간 브릿 

  지형태로 진행하며, 회의에 활력분위기를 제공하기 위해 경쾌한 내용이 필요하지만 실내인 점 

  을 감안하여 너무 시끄럽게 느껴져서도 안되는 공연으로 구성해야 했기에 적당한 공연을 찾기 

  가 너무나 까다로웠다. 각종 행사에서 진행되었던 문화행사들, 교육지원담당관의 공연프로그 

  램 리스트, 문화국의 자문, 인터넷 검색을 통한 무수한 자료 등 각종 사진·동영상 자료들을 검   

  토하여 몇 가지 안을 추려내고, 마지막에는 정동극장에 찾아가 직접 공연을 보고난 후에야 일   

  부공연을 수정하여 확정지을 수 있었다.

4) 운영결과

공연시간 내내 카메라셔터를 눌러대며 환호하고, 박수로 박자를 맞추며 즐거워하는 해외 참가

자들을 보며 당초 기획한 ‘회의에 활력분위기 제공’은 물론 ‘1,200만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공연이 아닐까 기대할 정도로 성공적이었으며, 공연을 마친 후 공연단이 빠져나가는 시점에 나온 

반박자 늦은 ‘앵콜’소리는 모든 사람의 공연이 끝난 아쉬움을 대변한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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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발표원고를 바꾸려면 전체시스템을 리부팅해야 해요~

Tip	:	머피의	법칙은	불변의	진리이다,	모든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하자!

- 통상적인 전자회의솔루션은 발표원고를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시장포럼용으로 

재구성한 시스템은 안정성을 위해 원고를 관리자가 미리 배포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원고를 바꾸게 되면 전체 시스템을 리부팅 해야만 했다. 

- 금번 포럼은 라운드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발표자료를 사전에 보내도록하여 

행사당일날 원고를 변경하는 일이 없으리라 예상했건만.. 머피의 법칙은 피해갈 수 없었

는지 행사개시 30분전에 원고를 바꾸겠다는 요청이 들어오는 진땀나는 상황이 발생해 버

렸으니..

- 다행히도 요청하신 시장님의 발표순서가 오후시간이라서 점심시간에 변경조치는 가능했

으나, 담당자들은 점심을 거르고 행사를 진행해야 했다.

   ※ 행사가 끝난후 프로그램 개발자가 ‘1~2주의 시간만 더 있었다면 안정적으로 원고를 

실시간으로 변경하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을 전해왔다.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전자회의시스템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서~

- 시중에 상품화된 전자회의솔루션은 파워포인트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지원하고 있었으

나, 시장포럼용으로 재구성한 시스템은 프로그램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표원고를 이미

지화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여 애니메이션 기능이 지원되지 않았다.

- 해외 참석자에게는 발표원고에 애니메이션기능을 넣지 말도록 미리 공지하고 양해를 구

했으나... 아뿔싸, 정작 우리 시장님 원고제작담당에게는 전달하지 못했으니...

- 시장님 발표원고는 전자정부의 태동부터 결실을 맺기까지를 작은 난초가 자라나 예쁜 꽃

을 피워가는 동양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거의 모든페이지에 애니메이션 기능이 있었다.

- 결국.. 고생고생 발표원고를 만든 담당자에게 미안한 마음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멋

진 발표를 위해 그 기능은 살려둘걸 하고 후회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멋진 애니메이션

을 없애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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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GIS)

(1) 목적 

2002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하여 금년 제4회째 대회가 되는 GIS세션을 ‘2008 세계 전자정

부 시장포럼’과 통합 운영하여, 우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GIS사업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

보하고, 각국의 GIS를 활용한 세계도시관리 사례 발표 등을 통하여 시각적·분석적 GIS특성을 

적용한 GIS기반 미래의 유비쿼터스 도시모습을 보여주는데 있음

(2) 추진방향

성공적인 GIS분야 워크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대회 성격에 맞도록 세계도시의 국외연사를 최대한 섭외한다.

둘째 토론시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최하는 Pre-meeting을 통하여 GIS신기술 동향 및 

       활용사례발표를 포함하여 전문가회의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최근 GIS기술동향을 접하는  

       시너지 효과를 거둔다.

셋째 GIS분야에 관심있는 관계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세션 개요

  ∎ 기       간 : 2008. 7. 9(수)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1 

  ∎ 주       제 :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형 도시행정』

  ∎ 참석인원 : GIS관련 공무원, 기업 관계자 등 307명

  ∎ 언      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참석자 초청

    -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 공식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등록 신청접수

    - 국내 GIS학과 세션운영 대학교, 관계협회·학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참석협조 

       공문 발송

    - 광역시·도 및 서울시 관계부서 자치구 등 참석 협조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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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방법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 선진사례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으로 운영하되, 토론 자를 사전에 지정   

    좌장의 주재로 운영

  ∎ 진행자 구성

    주제발표자 4명(국내 2, 국외 2), 토론자 5명(국내 3, 국외 2)

    ※ 2008. 1. 24(목)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추천된자를 대상으로 내부결정

    - 발표자 : 4명 (한재호 담당관, 김은형교수, Keiji YANO  교수, 

       William Shepherd 이사)

    ·  한재호 담당관 : 서울시 GIS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  김은형 교수   : u-UIS = u-City

    ·  Keiji YANO    : Virtual Kyoto : 4D GIS Comprising Spatial and 

       Temporal Dimensions

    ·  William Shepherd : Developments in GI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 to Citizen Services

    - 좌  장 : 성효현(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5명(최규성, 최윤수, 김형복, Dermot Barry, Takuo Suga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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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별 진행순서

시  간 발표주제 발표자

8:45 ~ 8:55

(10‘)
서울시 GIS 홍보동영상 상영

8:55 ~ 8:57

(2‘)
행사소개 GIS기획팀장  (지리정보담당관)

8:57 ~ 9:00

(3‘)
인사말씀 정보화기획단장

좌장 : 성효현 (이화여대 교수)

9:00 ~ 9:30

(30‘)
서울시 GIS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한재호 담당관 (지리정보담당관)

9:30 ~ 10:00

(30‘)
u-UIS = u-City  김은형 교수   (경원대학교)

10:00 ~ 10:15

(15‘)
휴식 (커피브레이크) 

10:15 ~ 10:45

(30‘)

Virtual Kyoto : 4D GIS Comprising Spatial and Tem-

poral Dimensions 

 (가상교토 : 시공간적 4차원 GIS)

 Keiji YANO  교수 (일본 立命館 대학)

10:45 ~ 11:15

(30‘)

Developments in GI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

tion to Citizen Services 

 (GIS 기술발전과 시민서비스를 위한 활용)

William Shepherd 이사 (미국 ESRI회사)

11:15 ~ 11:20

(5‘)
휴식

11:20 ~ 12:00

(40‘)

토론 및 질의 응답

(좌장, 발표자, 토론자 참여)

 토론자

① 최규성        ((주)한국ESRI)

② 최윤수        (서울시립대)

③ 김형복         (토지공사)

④ Dermot Barry  (MS사)

⑤ Takuo Sugawara (Ichikawa　City)

(4) 세션 준비

  가. 발표자 및 토론자 구성

   ∙ 발표자 및 토론자 구성을 위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국내 발표자 및 토론자 일부를 구    

      성하고 해외연사를 추천받았으며, GIS관련분야 공공기관 및 세계도시초청관련자중 희망

      자를 대상으로 연사(토론자)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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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고작성

   ∙ 확정된 연사에게 초청장 발송한 후 발표주제에 대한 원고와 발표당시 활용할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를 취합하여 한국어 원고를 번역(영어)하였다.

  다. 원고 등 발표자료 준비

   ∙ 발표당시 활용할 파워포인트 자료와 발표원고를 송부 받아 영어번역 후 발표자료로 활용하고,  

     PDF파일로 변환하여 배포자료로 수록하였다.

  라. 참석자 모집 방안 강구

   ∙ GIS세션 참여교수 학과학생 및 자치구 정보화부서 관계직원과 GIS관련 학회·협회·업체  

       등에 GIS세션 안내문 발송 및 참여을 요청하였다.

  마. 사전회의

   ∙ Pre-meeting를 통하여 세션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GIS신기술 동향 및 활용사례   

       발표를 포함하여 전문가회의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최근 GIS기술동향을 접하는 GIS분  

       야 전문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 일시 : ‘08.7.8(화)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별관1동 13층 세미나룸 B

        - 대상 : 12명

        - 주요내용

        · GIS세션 참여자 인사소개 및 개최현황 설명

        · GIS세션 운영에 대한 토론진행방식 논의

          (결정사항 : 발표자 4분은 25분에서 30분 내에 발표를 완료하고, 토론자가 발표자에 

          게 질문은 4분이내, 발표자의 답변은 3분이내, 시간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일반 방  

          청객 질문 2분정도 받기로 함)

        · GIS신기술 동향 및 활용사례 발표

           (강사 : 토론자 Dermot Barry(MS사)

           분야 : 마이크로소프트사의 GIS성공사례 Virtual Earth를 활용한 마이애미,

          Las Vegas 시의 실제 GIS 구축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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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세션장 준비

   ∙ 세션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를 사전에 확인하고, 시장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운영 (전일  

       행사)되었던 크리스탈볼룸을 분할하여 그 중 하나를 GIS세션장으로 사용하므로 전일행  

       사 직후 좌석배치 작업진행시에 배치현황을 확인하였다.

   ✠ 연사 안내 Flow

< 세션장베치도 >

Speaker's Room

발표자료 확인 회의 장소 착석
(발표자료 수정시 )

담당자에게 수정된 파일 전달 및 확인 

[크리스탈 볼룸1]  

※ 세션진행시작후 추가의자 배치 

연사 및 VIP 좌석 

발표자 

좌장석 

운영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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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장애대응계획 수립

   ∙ 운영계획에 따른 직원별 업무분장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회의 진행, 발표자료 백업     

        준비 등 각자 분장역할에 대하여 숙지하여 이행하였다.

(5) 세션 결과

가. 세션 진행 

   ∙ 워크샵이 시작하기 전에 명패확인 및 연사도착사항에 따라 착석안내 후 시간별 진행 서에    

       맞춰 단장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발표자 발표 및  발표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등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행사안내 표지

� 포티움타이틀 

� GIS 현수막 (7,000mm×1,200mm)

� Fill-up Desk � 동선구안내 � 동선구안내 

(사회자석데스크에 부착)

(등록데스크에 부착) (1.3층 엘리베이터 앞, 
행사증표기추가)

(출입문 데스크앞 
행사장표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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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IS = u-City

◆ 서울시 GIS 운영현황 및 발전방향

한재호 (서울특별시 지리정보담당관)

서울시에는 총 29종의 GIS 응용시스템들이 운영중이며, 대시민 서비스인 프런트오피스로 GIS포털, 

버스노선 안내 등 11종 시스템과 업무지원용인 백오피스로 공간데이터웨어 하우스, 도시계획정보시스

템 등 총 18종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GIS시스템은 행정정를 GIS기반의 주제도 및 통계지도를 제작

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공간분석을 통한 도시의 제반 정책결정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시스템으로는 GIS의 근간이 되는1:1,000 수치지도, 항공사진을 정사구조화편집된 연속이미지맵

으로 3차원 GIS의 바탕지도로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진웹시스템, 응용시스템간의 데이터 호환, 연계운

용 과 공간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통합시스템(SDW), 대시민 지리정보서비스인 GIS Portal Service가 

있다. 서울GIS의 비전은 유비쿼터스 서울실현을 위한 기반조성이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첫째 

u-Seoul 기반구축 분야는 모바일 GIS 플랫폼을 구축하여, LBS, 유비쿼터스의 기반 마련을할 것이며, 

둘째 시민중심 지리정보서비스 분야로 맞춤형, 쌍방향 시민참여 서비스에 주력하고, LBS와 3D컨텐츠 

지도서비스를 실현할 것이다. 셋째 GIS 통합운영체계 구축은 지리정보 표준화를 통한 실질적인 시스템

간 통합연계를 강화하여 도시정보체계(UIS)로 발전시켜 나아갈 것이다.

김은형 (경원대학교 교수)

u-City는 첨단 정보통신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공간에 융합하여 도시생활의 편의 증

대와 삶의 질 향상, 체계적 도시관리에 의한 안전보장과 시민복지 향상, 신산업 창출 등 도시의 제반기

능을 혁신시킬 수 있는 차세대 정보화 도시로 정의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업무효율성 증대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시정보시스템(UIS, Urban Infomation System) 및 데이터를 구축하

였으며, 이는 곧 u-City 구축의 중요한 인프라가 된다. 도시정보화 측면에서 보면, u-City는 지자체 정

보화의 최신   패러다임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그동안의 ‘e'개념의 도시정보시스템을 ’u'개념으로 발

전·확산시키는 것이 u-City 구현의 핵심전략이라 할 수 있다. u-UIS가 u-City가 되는 이유를 u-City 

체계 속에서의 UIS, 제3의 공간과 UIS, 그리고 도시통합운영서비스와 UIS 관점에서 조명해 봄으로

써 새로운 시각과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UIS기반의 u-City 구현전략으로 Sensor Web의 개발, 

u-UIS 서비스 개발, 도시객체 식별자를 통한 정보통합연계, 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통합플랫폼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숙제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UIS의 도시정보가 제대로 연계통합되어야 하

고, 도시시설물들의 지능화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    

   ∙ 주요 발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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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세션 발표장면><GIS세션 단장님 인사말씀>

GIS세션 장면

<GIS세션 참여 전문가 사전 회의(Pre-meeting)> <GIS세션 참여 전문가 사전 회의(GIS신기술 동향 및 활용사례 발표)>

<GIS세션 참석 장면>

<GIS세션 연사 단체 사진>

<GIS세션 토론 장면>

<GIS세션 연사 단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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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국제행사로 진행되는 세션운영 준비는 이렇게...

연사섭외에 있어 해외(저명)인사의 경우 보통 몇 달전부터 스케쥴이 정해지므로 미리 미리 

섭외하여 연사명단을 확정하고, 진행일정에 따라 요청할 사항, 미리 안내해야 할 사항 등

을 안내하여 발표자료 등 준비사항을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다국어로 지원되는 경

우 통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차통역으로 진행할 경우 진행시간 조절 등의 문제를 고려하

고(GIS세션의 경우 세계도시초청자 중 토론희망자가 있어 영어외에 일어가 필요하였으며 

수행통역을 활용하여 순차통역으로 진행), 명패에 사용할 영문이름 및 직함 형식을 통일하

여 세션 전일까지 직접 준비하거나, 확인하는 것이 당일 세션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나. 세션 결과 

   ∙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통해 GIS세션이 개최됨에 따라 세계 각 도시에서 방문한  

 시장 및 CIO, 전자정부 IT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함으로써 세계 각 도시에 우리시 GIS 우수성           

 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되었다.

   ∙  국제대회 성격에 맞도록 국내·외 연사를 적절히 구성하여 Pre-meeting을 통해 연사간 친밀 

 감을 조성함으로써 자연스런 세션이 진행이 되었으며, 참석자 모집에 있어서도 예상 인원  

 (150명) 보다 2배 많은 참석자(307명)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션 종료시까지 참석하여 전 

 체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영어로 제작된 컨텐츠 부족으로 외국인에게 더 많은 우리시의 GIS를 소개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

(6) 발전방향

 향후 국제대회 개최에 대비하여 GIS세션 및 전시에 대한 영어 컨텐츠 구축하여 GIS대회를  

 통하여 우리시 GIS의 우수성을 대내외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앞으로 환경,  

 산업, 복지행정 등 여러 업무분야에 GIS를 확대 도입하여 Ubiquitous, Mobile, LBS 등  

 신기술들을 접목한 U-Seoul을 실현하여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받는 최 

 고의 정보도시로 발전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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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샵(u-City)

1. u-City 세션

(1) 목   적

서울시는 2006년에 최첨단 유비쿼터스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서울의 미래 모습을 설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창의적인 사업모델 발굴을 내용으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산업, 행정/

도시관리 6대 분야의 ‘u-Seoul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다. 

u-Seoul 마스터플랜에 따라 “유비쿼터스 기반의 국제 비즈니스도시”를 비전으로, 기존 사

회 시스템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도시차원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고, 시공간 제약 없는 다

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도시 집중화 및 고령화 등에 따른 주요 현안 문제를 해결함으로

써 u-Seoul을 구현하고자 분야별 서비스모델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u-City 세션은 해외도시 대표단과 IT 전문가 등을 대상으

로 서울시의 우수한 유비쿼터스 사업을 홍보하고, 세계 도시 간 유비쿼터스 신기술을 융합한 행

정서비스 및 인프라 사례를 공유하고자 준비되었다

(2) 행사 개요

   ∎ 일    시 : 2008. 7. 9(수), 9:00 ~ 12:00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3

   ∎ 주    제 : 국·내외 u-City 추진현황 및 발전전망

   ∎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동시통역

   ∎ 참 석 자 : 해외도시 참가자, 관련기업, 공무원 등 약 250여명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08:30~09:00 서울시 u-City 홍보 동영상 상영

09:00~09:02 행사 소개 
김 종 근

(유시티추진담당관)

09:02~09:05 단장님 인사말씀
송 정 희

(정보화기획단장)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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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좌  장 : 오 재 인 (단국대학교 교수)

09:05~09:35
Ubiqutious and Ambient Computing Technology and Research in 

Europe

Michael Beigl

(브라운 슈바이크 공과대학)

09:35~10:05

Towards Societies over Real Object Web

- ADUN : Network Infrastructure for Real

                  World Sensing

Haruhisa lchikawa

(일본전기통신대학)

10:05~10:15 휴   식 

10:15~10:45

u-서울 : 도시 재생과 유비쿼터스 도시

- 자연, 인간과 도시를 위한 상생의 촉매로서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김 도 년 교수

(성균관대)

10:45~11:15
도시 행정적 시각에서 u-City 구축의 정책적 고려요소 및 시사점 검토 

- 인천경제자유구역 Tomorrow City 구축 전략을     사례로

변 주 영 과장

(IFEZ)

11:15~11:20 휴   식

11:20~12:00

토론 및 질의응답

- 발표자 4명, 문창엽 단장(토공), 김형중 교수(고려대), 

   김채규 센터장(주공), 조위덕 단장(UCN 사업단)

※ 사전미팅 (유시티추진담당관, 발표자, 토론자) 

- 1차 : 2008. 7. 8(화), 19:00～20:30,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

- 2차 : 2008. 7. 9(수), 8:30～09:00, 롯데호텔 2층 JADE Room

(3) 세션 준비 

세션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한 것이 바로 연사 초청이다. 서울시에서 개최하

는 u-city 국제 세미나는 처음이어서 한국 u-City 협회와 세션 공동 주관을 하였다. 해외 연

사 초청은 한국 u-City 협회를 통해서 하고, 국내 연사 및 토론자, 좌장은 서울시에서 초청하

기로 하였다. 해외 연사의 경우 이메일로 행사 안내 및 홍보 리플릿을 보내 참여 의사를 묻고, 

국내 연사는 유선과 이메일을 활용하여 초청하였다. 

연사 초청이 확정 된 후 프로필 수령과 발표자료(발표 PT, 초록, 원고)를 수령하여 발표내용 

적합성 확인을 거쳐 국내 발표자의 경우 영문으로 번역하였다.  번역된 발표 자료의 감수를 거

쳐 PDF파일로 발간하여 행사때 배부될 기념품인 USB에 수록하였다. 또한 사전에 발표 시 특

별히 필요한 기자재 및 개인 노트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세션 룸 세팅 시 반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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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션 운영

   ∎ 회의장 운영

시장 라운드 테이블이 운영되었던 크리스탈 볼룸을 2개의 방으로 나눠 각각 u-City와 GIS 

세션 회의장으로 운영하였다. u-City 회의장은 150석 규모로, 사전에 견학 신청을 했던 성균

관대 국제대학원 외국학생들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개도국 공무원 연수과정생들 좌석 40석을 

미리 지정 해놓아 단체 참석자들을 신속하게 안내 하였으며, 추가 의자도 준비해 두었다.

회의장 입구에는 방명록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이 간단한 소감을 적을 수 있도록하고, 물(아리

수)과 동시통역기를 회의장 뒤쪽에 놓아 필요한 참석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

한, 회의장 옆에 있는 Preview Room은 세션 시작 전 연사들이 발표 자료를 확인·수정하고 좌

장 및 토론자, 서울시 관계자들과 사전 미팅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다.  

<회의장 배치도>

< Preview Room 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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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사 안내 Flow

∎ 발표자료

    ⓛ Towards Societies over Real Object Web (Haruhisa Ichikawa 교수)

- ADUN: Network Infrastructure for Real World Sensing - 

Small wireless appliances such as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FID) 

tags and sensors are expected to be widely used for real world sensing, which 

will enable innovative value creation. It will become possible to search and to 

handle the real world objects using the wireless appliances as we handle the 

web pages in the Internet, today. Large infrastructures will be integrated 

with each other. For example, it has become easy to find the most efficient 

path to the destinations through different railways using mobile phones. 

We can also keep our traveling records in the electronic ticket cards. Wire-

less appliances will provide the information useful not only to improve such 

services, but also to enhance them to be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things. However, we will need innovative approaches to build the network 

infrastructures for those small wireless appliances. The wireless systems for 

those appliances tend to be part of the solu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reduce 

the solution costs and to use the solutions ubiquitously by standardizing the 

wireless systems. In this talk, I will introduce the appliance defined ubiqui-

tous network (ADUN) to contribute to the cost reduction of the solution 

syste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using the drastically enhanced net-

work capacity to share the resources such as antennas and human operators 

between the solutions. The network capacity will have expanded 100 to 1,000 

times after 10 years if the current growth rate is maintained. For supporting 

- 발표 자료 최종 확인

- 변경 내용이 있을 경우 즉시 자료 변경

- 회의 5분전 회의 장소로 연사 안내

- 지정된 장소로 연사 안내

- 운영요원 배정하여 연사의 현장 요구사항에 대처

Speaker's room
발표내용 확인

회의 장소 착석

회의 장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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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ad range of wireless systems and dependable security / privacy control, 

the architectural principles of ADUN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Internet 

and the ADUN will be a post-IP network when the major traffic comes from 

small RFID and sensors rather than PCs and the like.

    ② Ubiqutious and Ambient Computing Technology and Research in Europe   

        (Michael Beigl 교수)

This talk will give an overview over ongoing projects and upcoming tech-

nology in the area of ubiquitous computing in Europe. The talk will focus on 

activities lead or funded by the European Union, especially ambient intelli-

gence and future and emerging technologies. 

Thematically, sensor networks social life, measurement and control of en-

ergy consumption, healthcare and ambient assisted living will be addressed. 

The talk will also cover application and use of this technology in cities, its 

industry and transportation and the integration of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into Web based service systems and 3D worlds

    ③ u-서울 : 도시 재생과 유비쿼터스 도시 (김도년 교수)

     - 자연, 인간과 도시를 위한 상생의 촉매로서 유비쿼터스 도시기술 -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 도시는 ‘21세기형 도시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도시개념과 함께 첨단

기술과 시대적 수요를 포괄하는 광의적 의미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도시 체계

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안전함이 도시공간전체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디지

털 기술을 통한 매개 및 유비쿼터스 환경이 가능한 도시 기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과 같은 기존 도시에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와 IT를 활용한 

맞춤형 지식제공과 교육과 오락이 접목된 edu-tainment과 같은 용도 혼합,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을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투과성, 프로그램할 수 있는 도시환경 등이 갖춰져야 한다. 

이러한 유비쿼터스 도시 환경구축과 더불어 정보소외자를 위한 ‘정보접근 기회의 균등성’과 

‘디지털 문맹’의 해결과 같은 도시의 근원적 목적인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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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도시 행정적 시각에서 u-City 구축의 정책적 고려요소 및 시사점 검토 (변주영 과장)

     - 인천경제자유구역 Tomorrow City 구축전략을 사례로 - 

인천 송도의 Tomorrow City 사업은 2007년 1월부터 시작하여 교통광장, u-City 홍보 

체험관, 복합환승센터, u-Mall의 건립을 범위로 하고 있다. Tomorrow City는 IFEZ의 비

전과 비즈니스 허브, 물류 허브, IT-BT 허브, 레져-관광 허브의 비전달성을 위한 4대 정책을 

통해 도출된 유비쿼터스 도시, 친환경 도시, 최첨단 교통도시의 3대 차별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

증을 목표로 시작되어 첨단 u-City 기반의 IFEZ 특성을 극대화 한 u-Space 조성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또한, Tomorrow City는 거점 확산형 u-공간 구축 전략과 자족성 있는 u-공

간 구축 전략 및 문화공간 구축전략으로 3대 추진 전략을 도출 하였다.

이러한 3대 구축전략에 따라서 Tomorrow City 구축의 미래상을 수립하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도시의 진화모델인 유비쿼터스 도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세계 최초로 최첨단 선진도

시모델로써 제시되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다.  

   ∎ 토론내용 

       ⓛ 바람직한 u-City 추진방향 (문창엽 단장)

미래형 u-City는 개별 IT 분야별 기술을 도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 안전, 치안 등

이 융·복합되는 사회이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고도의 융복합 IT 기술이 요구되는 사회이다. 즉, 

IT 기술이 고도화 되면 그 파급효과로 자동으로 u-City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

형 u-City 건설은 기획, 개발, 적용·확산, 운영 및 고도화의 전체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초기 

기획단계부터 미래 도시전략을 중심에 두고 관련 핵심기술을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서비스 발굴 및 수익모델 개발부분에 상당한 재원

투자가 필요하다.

       ② u-City 인프라 가이드라인 (김형중 교수) 

지식경제부(구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한 u-City 인프라 가이드라인은 IT 인프라의 경제적 

구축과 IT 인프라 간 연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ity 

추진 프로세스와 IT 인프라 부문별 구축 가이드라은을 포함하여 각종 IT 인프라별로 기술기

준, 표준, 기술정보 등 다양한 수준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효율적 

u-City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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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u-City 사전요구분석과 기술표준화 이슈 (조위덕 단장)

이전의 공급자적인 IT 인프라구축에서 사용자요구에 맞춘 설계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홈네

트워크사업의 경우 신규아파트 주거공간에 구축이후 15% 내외로 사용성이 낮다. 따라서 사용

자들의 요구사항을 사전분석예측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u-City에 도입 구축되는 기기들로부터 상황변화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분석하여야 

도시의 서비스를 각 운용자 및 사용자에 맞춘 서비스제공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사기기들의 유

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해 각 기기 및 데이터, 서비스 접속시 운용을 위한 표준화가 시급하다.

       ④ 도시통합네트워크센처 건설 및 유지관리 (김채규 센터장) 

도시통합네트워크센터는 u-City 추진 지구 내, 관할 지자체 청사, 기타 공공 청사 등에 건

설이 된다. 이러한 통합센터 건립 시 센터 외 여러 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공동활용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즉, 센터 면적 및 공간 확보 기준, S/W 및 H/W 등 규모

에 따라 적합한 선정 방안, 보안관리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유지관리 비용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공공서비스를 활용하는 

수익모델 발굴, 민간 투자 유도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연  사

       ⓛ Haruhisa Ichikawa 교수 : 일본 전기통신대학 교수

       - 2007년도 UCS 공동 의장

       - NTT Software Labs, Science and Core Technology Laboratory Group 

           등 운영

       - MIT Laboratory for Computer Science 공동운영

       ② Michael Beigl 교수 : 브라운슈바이크 공과대학 교수 (독일)

       - 논문 :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등

       - 연구·관심분야 : mobile, ubiquitous networks 등

       ③ 오재인 교수 (좌장)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휴스턴대학 경영학 박사

       - Prairie View A&M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대통령 자문 전자정부특위 위원,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 경영평가위원, 정부 혁신관리 

          위원회 및 혁신관리평가단 위원, 행자부 전자주민증 자문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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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변주영 과장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시티정책과장(현)

       - 미시건 주립대 대학원 석사 (국제응용학과)

       ⑤ 김도년 교수 :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서울대 건축학 박사

       - DMC관리자문위원

       - 시정개발연구원 도시설계팀 팀장 

       - MIT 건축, 도시대학 연구

< 토론자 >

       ① 문창엽 단장 : U-Eco City 사업단 단장(현)

       - 국토환경 기획단장

       - 한국토지공사 건설지원처 단장

       - 중앙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겸임교수(현)

       ② 김형중 교수 : 고려대 정보경영공학부 교수(현)

       -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박사

       -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③ 조위덕 단장 : 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단장(현)

       - 한국과학기술원 전기 및 전자공학과 석·박사 

       - 금성전기(현 LG전자) 기술연구소 DSP 연구실장 

       - 전자부품연구원 시스템연구본부 본부장 

       - 아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현) 

       ④ 김채규 센터장 :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정보센터장

       - 유시티협회 운영위원

       - u-Home 건설협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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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u-City 세션 운영의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플로워에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질문으로 활발한 참여가 이

루어졌다. 이는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비쿼터스 사업 모델 발굴 및 교류·협력 촉진의 장을 마

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당초 예상했던 120명보다 많은 참석자(250여명)가 참석하여 활기찬 분위기 속에 진행

되었다. u-City 세션 행사 전 u-Seoul 포럼 회원, 한국 u-City 협회, 한국 IT 기업협의회 등

에 SMS 전송, 홈페이지에 행사 리플릿 게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u-City 세션과 전시회가 함께 운영되어 서울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 대해 보다 더 효

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청계천 미디어보드 및 프리보드, 모바일 포털 등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유비쿼터스 사업 홍보를 통해 유비쿼터스 사업의 국제 관광자원화를 추

진 할 수 있는 동력을 구축 하였다.

  이러한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구성될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에서는 유비쿼터스 지식·경

험 공유를 통해 유비쿼터스 역량 강화와 공동협력 방안을 도모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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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해외 연사 초청시 챙겨야할 사항 

u-City 세션에 초청된 해외 연사들은 한국 u-City 협회를 통해 이메일로커뮤니케이

션을 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접촉이라 의사소통에 더욱 어려움이 많았

다. 그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이 발표자료 문제였다. 

연사 초청 당시 서울시에서는 “발표 PT, 초록, 원고”를 통틀어 “발표자료 제출”이라고 

요청 했었는데, 중간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해외 연사들은 “발표 PT, 초

록”만 제출 하였다. 뒤늦게 원고 제출을 요청했었지만 연사섭외 당시 원고 제출에 대한 이

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제출 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결국 발표 자료집에 원고 대신 초록과 

발표 PT자료를 넣었다.

따라서 해외 연사 초청시..특히 직접 컨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할 경우 처음부

터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짚어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세션 운영 분위기를 좌우하는 “Pre-Meeting”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u-City 세션 운영을 앞두고 발표자, 토론자, 좌장, 서울시 관

계자들 간의 Pre-Meeting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1월부터 약 6개월 이상 행사 준비를 

하면서 메일, 전화 등 온라인으로만 커뮤니케이션을 했던터라 원활한 세션 운영을 위해 포

럼 2일차인 환영만찬 시 초청하여 만남을 가졌다. 

“유비쿼터스”라는 공통 주제로 시작된 이야기는 독일과 일본, 인천 및 서울시의 유비쿼

터스 사업 현황 및 소개로 이어졌고, 참석자들 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u-City 세션 운

영 당일 자연스러운 발표·토론 분위기를 유지하는데 큰 몫을 했다. 또한 Pre-meeting에

서 소개 된 유럽의 유비쿼터스 서비스와 일본의 유시티 인프라 사례는 향후 서울시에서 추

진할 유시티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따라서 Pre-meeting은 단지 참석자들 간의 상

견례 자리를 넘어서 유비쿼터스 사업의 국제교류·협력의 장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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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접견제2장

                해외도시 사전면담

1. 사전면담 목적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개최 도시인 우리시는 금번 포럼을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마칠 

것이 아니라 도시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세계 전자정부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것

을 행사의 취지로 삼았다. 따라서 본 포럼을 통해 참가 도시 대표들과 논의하여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을 서울시가 발의하자는 데에 의견 합일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시장 라운드테이블 회의 중 채택이 예정된 서울 IT 선언문(이후 서울 전

자정부 선언문으로 명칭 변경)은 협의체 설립에 있어 참가 대표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는 근거 

문서로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7. 6 ~ 7. 8에 걸쳐 행사 개최지인 롯데호텔에서 정보화기획단장과 면담이 가능한 도

시 대표들과 사전 면담을 가졌다. 면담의 주요 목적은 이미 사전에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각 도

시에 전달된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에 대해 각 대표들이 의견을 피력할 시간을 할애해 줌과 동시

에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의 의의를 강조하여 7월 8일에 예정된 라운드테이블에서의 선언

문 채택에 대해 사전 동의 의사를 구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2. 사전면담 내용

(1) 면담 개요

 ■ 면담 일자 : ‘08. 7. 6(일) ~ 7. 8(화)　

       ※ 면담 시간은 도시 대표들의 입국시간에 맞추어 면담 가능한 시간으로 조정

 ■ 면담 장소 : 롯데호텔 클럽 플로어 회의실 및 1층 바인 레스토랑

 ■ 면담 도시 : 바르셀로나, 베를린, 광저우, 하마마츠, 이치가와, 자카르타, 몬트리올,  

  퍼스, 프라하,  타이페이 포함 10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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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담 대상 : 시장 2(이치가와, 자카르타), 부시장 5(광저우, 하마마츠, 몬트리올, 

    퍼스, 프라하), CIO 3(바르셀로나, 베를린, 타이페이)(2) 면담 요지 및 결론

(1) 면담 개요

  ① 7. 6(일)

   ■ 면담 도시 : 하마마츠, 타이페이

   ■ 면담 요지 

  - 하마마츠 : 협력체 구성에 대한 취지를 잘 이해했으며, 선언문 내용에도 동의함. 라 

         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여 협력체 구성에 적극지지 의사 표명하겠음.

    - 타이페이 : 선언문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언급된 몇 가지 용어가 사용에 무리 

                      함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용어에 대한 사안은 서울시 법률자문관 및 국제관계 자문대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문제 

           의 소지가 없음을 확인한 후 이를 통지하여 우려를 잠식시킴.

   ■ 결론 사항 : 협의체 설립을 통해 보다 향상된 전자정부 간 교류협력을 진행시키기 원한 

        다는 합의 도출함.

  ② 7. 7(월)

   ■ 면담 도시 : 퍼스, 프라하, 바르셀로나, 몬트리올

   ■ 면담 요지 

    - 퍼   스 : 선언문 내용에 동의하며, 협력체 구성에 지지의사 표명.

    - 프라하 : 서울시 전자정부의 우수성에 감탄하였고, 세계 전자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 

                         을 위한 서울시의 솔선수범을 높이 평가함.

    - 바르셀로나 : 선언문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실천방안에 있어 몇 가지 제안사항 있음.

▷ 협의체 사무국 개설에 관한 의견 및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관계 체결 조항 삽입에 관한 제안사항

        -  몬트리올 : 선언문의 취지는 훌륭하나 참가도시 의견 조율을 위해 관심도시를 선정하여  

                     비공식 회의 소집할 것을 권유함.

   ■ 결론사항 : 협의체 설립을 통해 보다 향상된 전자정부 간 교류협력을 진행시키기 원하 

        나 확실한 의견 합일을 도출하고, 도시 별 제안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시장  

       라운드테이블 개최 전 핵심 도시 대표 간 비공식 회의 개최함을 결정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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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국제회의에서 진행자(Moderator)의 역할

모두를 즐겁게 한 그녀, 실비아나 자카르타 시장

진행자는 회의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면에서 회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

인 사전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본사항과 더불어 금번 시장포럼을 통해 원활한 회의 진

행을 위해 진행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 중 하나가 통솔력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가 있었

다. 특히 핵심 도시 비공식 모임에서 주최 측의 탁월한 선택이라고 밖에 할 수 없었던 진행

자 2인의 기량이 유감없이 발휘되었는데, 이 중 마크 홀저 교수가 전자정부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협의체 설립에 대한 사전 의견 조율에 일조하였다면 허운나 전 ICU 총장

은 논리적이고 좌중을 휘어잡는 달변으로 다양한 관점을 내비친 도시 대표들의 의견을 하

나로 일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메트로 자카르타의 실비아나 머니 시장은 여러 면에서 회의 참가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

해 준 동시에 행사 성공에 큰 일조를 한 도시 대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환영만찬에

서 건배 제의사를 하고서는 정작 건배 제의를 하지 않고 내려오려고 하기도 했고, 라운드

테이블에서 갑자기 받은 질문에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하지만 모든 행사 일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직책에 어울리지 않게(?) 시간 엄수에도 철저했던 그녀는 만나

는 사람마다 호칭을 붙이지 말고 자신의 First name인 실비아나로 본인을 불러달라는 친

근함을 보여주었다. 핵심 도시간 비공식 오찬 모임에서도 그녀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자 

도시를 대표하여 의견 표명에 충실하였고 그러는 틈틈이 요리를 서비스하는 호텔 직원에게 

자신의 기호를 설명하는 여유를 보였던 실비아나 시장은 역시 『서울 전자정부 선언문』채택 

관련 의견 조율에 있어 일등 공신 역할을 한 장본인이었다. 

See you again in 2010, Sylv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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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도시 시장 접견

1. 접견개요

해외도시 시장의 시장님 접견은 별도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포럼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기본 방향을 결정하였다. 참여여부 검토 단계에서부터 시장님 접견

을 희망한 바벨 디크만 독일 본 시장과, 나카다 히로시 일본 요코하마 시장에 대해서 우선적으

로 접견 시간을 배정하였고,  추가로 접견 요청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이란 테헤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벨라로시 민스크 시장에 대한 접견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요코하마, 프랑크푸르트, 민스트 시장의 접견이 확정되었고, 접견 일정 및 

도시별 논의희망 사항, 관심분야 들을 정리하였다. 

접견도시·접견시간 확정, 접견장소 안내 등의 업무는 정보화기획담당관에서 담당하고, 접견

자료 작성, 사후관리 등 실제 접견업무는 시 주무담당부서인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진행하는 것

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였다.  

2. 접견내용

   ∎ 일      시 : 2008. 7. 8(화) 15:30~18:45

   ∎ 장      소 : 간부회의실, 롯데호텔 아테네가든

   ∎ 예방인사 : 독일 본·프랑크푸르트, 일본 요코하마, 벨로루시 민스크 

   ∎ 방문목적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참석 

       - 친선예방

       - 서울-민스크간 우호·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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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차 : 15:30 ~ 16:15, 시장님 접견실 

    - 본시장 접견 : 15:30~15:45, - 요코하마시장 접견 : 16:00~16;15

► 2차 : 18:00~18:45 롯데호텔 아테네가든

    - 프랑크푸르트 시장 : 18:00~18:15, - 민스크 시장 : 18:30~18:45  

3. 접견요지

     ① 독일 본 시장  

      - 독일 본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회의」개최(본)

         ※ LOCAL ACTION FOR BIODIVERSITY

 - 2009. 5월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C40 총회」에 본 시장 참석 제의(서울)

      -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있는 독일의 대체에너지 기업(솔라월드, 프라운호퍼연구소)으로         

    부터 실질적인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실무자간 정보 교환(서울)

     ② 일본 요코하마 시장

      - 향후 서울 - 요코하마간 교류를 확대증진해 나가길 희망(공통) 

      - SDO, C40 총회에 요코하마시 시장님의 참석 희망(시장)

      - 2내년 요코하마 개항 150주년 기념행사에 시장님 참석 희망(요코하마)

     ③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 유럽 진출 한국 기업들의 거점인 프랑크푸르트, 시장님의 많은 도움에 감사(시장) 

      - SDO, C40 총회에 요코하마시 시장님의 참석 희망(시장)

      - 시장님의 프랑크푸르트 방문 공식 초청 제의(프랑크푸르트)

     

  ◈ 접견 요청 도시 및 예방일정(‘08.7.8)

도시 시장 사진 관심분야 도시명 시장 사진 관심분야

독일 본

Baerbel 

Dieckmann

(1949년,여)

전자정부,

 기후변화

독일

프랑크

푸르트

Petra Roth

  (1944년,여)

경제,금융,

  IT

일본 

요코하마

Hiroshi 

Nakada

(1964년,남)

도시디자인,

 창조도시

벨라로시

 민스크

Mikhail 

Pavlov

  (1952년,남), 

  부총리급

양도시간

 교류협력

 협정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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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루시 민스크 시장

      - 큰 규모의 행사임에도(세계 전자정부 시정포럼) 구성이 잘 되어 있어 놀라웠음(민스크) 

      - 시장님의 민스크 방문 제의(민스크)

     - 주 벨로루시 한국 대사관이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하고 있음. 민스크에서 신경써 주시  

    면 감사하겠음(서울)

      - 주 벨로루시 한국 대사관 문제는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임(민스크)

4. 접견록

  ◈ 독일 본 시장

   ∙ 시장님

 오후에 발표를 하셨는지?

   ∙ 본 시장

     발표는 하지 않았음. 그러나 흥미로운 시간이었고 오전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오갔음. 한    

  도시가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처럼 서로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 

  우 중요한 포럼임.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림.

    ∙시장님

     이번에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시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이 

   와 같은 포럼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었음. 이제 곧 서울IT선언을 통해 협의회가  

   발족될 텐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람.

   ∙ 본 시장

     선언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용과 관련된 조항임. 비엔나나 프랑 

   크프루트, 베를린과 같은 도시들은 (재정 문제에 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추 

   후 협의와 토론이 필요한 부분임. 

  현재 본과 한국 간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본에는 한국 기업이 투자하고 한국 건축 

   가가 설계한 새 컨벤션센터가 들어서게 됨. 관심이 있으시면 한글로 된 안내책자를 참고하시 

   기 바람. (관련 자료 전달) 또한 본에는 여러 UN기구들이 위치해 있고, 다음 주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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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으로 수도가 옮겨간 후 많은 것이 달라졌지만, 본은 여전히 국제적인 인지도를 그대 

 로 유지하면서 UN기후사무국 등 여러 기구를 유치하고 있음. 5월에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환경 문제, 또 이제는 IT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거점으로 거듭나 

 고자 함.

∙ 시장님

본에 국제기구가 많이 있는 것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음. 수도가 베를린으로 옮겨갔음에 

 도 불구하고 본이 그 규모와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시장님의 독특한 리더십 덕분 

 이라고 생각함. 시장님을 이렇게 서울에 초대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어제도 말씀드렸듯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신 시장님께서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C40 

 회의에 참여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람.

∙ 본 시장

가능하면 꼭 참석하도록 하겠음. 본도 기후변화와 관련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고, UN회의 

 에서도 이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고 있음. 이제 UN에서도 지방정부의 노력과 참여 없이는 기 

 후변화나 생물다양성과 같은 환경문제의 해결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오늘날, 도시는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기도 하지만 동시 

 에 해결책의 일부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

∙ 시장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림. C40회의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여러 도시들이 모여 

 서 의미있는 선언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함. 그래서 현재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도시들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음. 시장님께서도 좋 

 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본에 돌아가셔서라도 보내주시기 바람. 선언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 본 시장

우리도 회의를 계획하고 있고,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 이제 

 는 이상을 실천에 옮길 때라고 생각함. 본에서 생물다양성보존에 대한 선언이 나왔는데, 실 

 용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의 좋은 예라고 생각함.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 자료 전달) 생물다 

 양성도 기후변화와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주제임.

끝으로 태양광 발전과 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인 솔라월드가 한국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이 

 야기를 들었음. 이 두 회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리라 생각함.



294 ∙Ⅲ 포럼 개최   

∙ 시장님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 부문에서는 독일의 기술력이 매우 앞서 있음. 고 

 유가 시대에 서울시청 신청사 건축에서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독일의 프라운 

 호퍼연구소와 협약을 맺어 도움을 받고 있음. 말씀하신 기업들로부터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 

 을 수 있도록 실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겠음. 

∙ 본 시장

서울을 방문하셨던 프라이버그의 살로몬시장님의 안부를 전함. 본과 프라이버그는 재생 에 

 너지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임.

∙ 시장님

 다시 한 번 도움에 감사드림. 

 (선물교환, 인사)

◈ 일본 요코하마 시장

∙ 시장님

바쁘신 중에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이번 행사는 서울시가 UN에서 정하는 세계 전자정부 순위에서 3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을 기 

 념하여 개최되는 행사로 세계 도시들과 전자정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자는 의미로 개최되었음. 

∙ 요코하마 시장

포럼에 초청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림. 오늘 하네다-김포를 통해 서울에 왔는데 비행시간이  

 두 시간 정도이고 시내진입시간도 짧아 아주 편하게 올 수 있었음. 또한, 시장님과는 시장이  

 되기 전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나이가 비슷한 점 등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 친근감을 느낌.

∙ 시장님

저는 1961년생이니 제가 세 살 쯤 많은 것 같음. 작년에 요코하마를 방문 한 적이 있는데, 미 

 나토미라이를 보면서 뛰어난 도시디자인에 감명을 받은 바 있음.

그 때 충분히 보지 못했는데, 제가 도시디자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여름에 실무 

 과장급 간부들 십여명과 함께 하는 일본 디자인 투어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때 다시 요코하 

 마를 가게 될 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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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시장

꼭 다시 와 주시기 바람. 저도 도시 디자인에 대해서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많 

 으므로 정보교환이 가능할 것임. 서울시의 IT발전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놀랐음. 

∙ 시장님

IT 분야에서 서울시가 좋은 평가를 받긴 했지만, 도쿄나 요코하마도 IT를 시민 서비스에 활 

 용하는 측면에서 서울시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배우는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함. 그런 의미에서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림.

∙ 요코하마 시장

   저는 이번에 김포-하네다 셔틀 편을 처음으로 이용했는데, 너무나 편리해서 앞으로 비즈니 

 스, 관광 분야에서 더욱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함.  

∙ 시장님

   취임 초부터 한중일 셔틀편 확대의 중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하었고, 이것이 김포-하네다간  

 증편에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생각함. 하지만, 증편에 대해서는 지역구의 소음  

 민원을 우려하는 서울시의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고 이 때문에 더 이상의 증편이 어려운  

 상황임. 요코하마나 도쿄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면 확대가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함.

∙ 요코하마 시장

 하네다-김포가 두 시간, 요코하마에서 하네다까지가 40분 정도, 김포에서 시내까지 30분 정 

 도이니 한국과 일본은 참으로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였음. 이렇게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 활 

 발한 인적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 시장님

   아주 좋은 말씀이며 전적으로 동감함. 그러한 교류를 위해 저희 시가 올해와 내년에 준비하 

 는 대규모 행사가 두 가지 있음. 먼저 올해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개 

 최되어 전세계 도시들이 참가한 가운데 도시별 공공디자인전시회를 개최하게 됨. 여기에 도 

 시디자인으로 유명하신 요코하마시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람. 또한, 내년 5월에는 기후변화 

 와 관련한 C-40회의가 개최되어 세계 40여개 도시로부터 시장들이 모이게 됨. 1회 회의가  

 런던에서 있었고 2회가 작년에 뉴욕에서 개최되었으며, 내년에 서울에서 개최되게 됨. 여기 

 에도 시장님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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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코하마 시장

   안내장을 보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가를 검토해 보겠음.

∙ 시장님

   내년도C-40 총회 개최지 선정시 도쿄와 경합하였다가 서울로 결정되었는데 이번에 포럼에  

 참석해 주신 도쿄도부지사님으로부터 내년 총회에 이시하라 지사님이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음.

∙ 요코하마 시장

 일본에 도쿄와 요코하마가 참가하고 수도권의 8개 자치체가 참가하는 협의체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지사님을 만날 기회가 많음. 얼마 전에도 뵈었는데, 지사님이 내년 총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저도 말씀 드리겠음. 환경문제는 요코하마도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며, 디 

 젤규제라든가 쿨비즈를 통한 에너지 절약 등에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음. 요코하마시도 내 

 년에 개항 150주년을 맞이하여 대규모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꼭 와주시기  

 바람. 

∙ 시장님

  작년 요코하마에 갔을때 충분히 보고 오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가고 싶다 

 고 생각하고 있음. 서울에서도 쿨비즈 정책을 펴고 있긴 한데 시장님의 패션을 보니 저도 배 

 우고 싶을 정도로 뛰어난 감각을 가지신 것 같음. 

∙ 요코하마 시장

 쿨비즈가 해마다 이루어지면서 직원들도 넥타이를 매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셔츠를 사기 때 

 문에 의류회사의 매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요코하마는 2002년 처음으로 쿨 

 비즈 정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직원들의 패션감각도 많이 발전한 것 같음.

바쁘신데 시간 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요코하마에 꼭 다시 와주시기를 부탁드림.

(기념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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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장

∙ 프랑크푸르트 시장

 시장님과 단 둘이 만나는 아주 친밀한 자리가 되었음. 함께 온 두 사람을 소개드리겠음. 여 

 기 젊은 분은 이 지역의 경제 개발을 담당하고 있고, 다른 분은 비서실장임. 비서실장님은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지만, 다른 분은 내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함께 왔고 한국에 가족과  

 친구들도 있어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음.

∙ 시장님

 시청에서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오늘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 이곳에서 만나 뵙게  

 되었음. 

∙ 프랑크푸르트 시장

 이번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함. 콘텐츠가 풍부한 포럼일 뿐 아니라, 이번에는 특 

 히 평소에 자주 접하기 어려운 인도, 러시아와 같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많이 참여하여  

 특히 좋은 기회가 되었음. 또한 이번에 시장님의 초청으로 서울에 온 덕분에 독일, 특히 프 

 랑크푸르트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기업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기아, 삼 

 성, LG 등이 독일에 진출해 있어 특별한 유대감을 갖고 있음. 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네트워 

 크를 관리, 유지하며 한국 기업들에게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감사하고 있다는 인상 

 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한국에서 열렸던 전시회에 관련해 KOTRA와 협력해 한국 

 에 온 적도 있음.

∙ 시장님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거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실 것이라 확신함. 감사드림.

∙ 프랑크푸르트 시장 최선을 다하고 있음. 기아의 경우 2006년 독일월드컵을 후원하기도 했 

 고, 유로컵 중계에서도 기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음. 기아는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멋진 고 

 층건물을 세우고 디자인센터도 운영하고 있음. 내년에는 서울시 직원이 프랑크푸르트를 방 

 문할 예정임. 프랑크푸르트에는 전화로 150번을 누르면 행정서비스와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시장님

 올해 오셨으니 내년에 또 오시기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내년 5월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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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이 서울에서 열림. 가능하면 참여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임. 

∙ 프랑크푸르트 시장

 스케줄에 적어놓고 고려하겠음. 저도 프랑크푸르트시를 대표하여 시장님을 공식 초청하고 

 자 함. 한국 기업들이 프랑크푸르트에 많이 진출해있는 만큼, 와서 기업도 방문하시고 시청 

 도 방문하시면 좋을 것. 프랑크푸르트는 전자산업에 있어 베를린 다음가는 도시임.

∙ 시장님

    초청에 감사드림. 기회가 되면 꼭 공식방문을 하도록 하겠음. 

∙ 프랑크푸르트 시장

    유럽에 오시면 꼭 프랑크푸르트로 오셔야 함. 루프트한자가 서울-뮌헨 간 운항을 하고 있어  

 뮌헨으로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기왕이면 대한항공의 서울-프랑크푸르트 간 직항을 타 

 고 프랑크푸르트로 들어오시기 바람. 

∙ 시장님

    언제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외에 다른 도시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나?

∙ 프랑크푸르트 시장

   3년 전에 대전의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한 일이 있음. 프랑크푸르트에도 과학도시, 기술센터 

 를 세울 계획이 있어 참고하기 위해 대전을 방문했었음.

∙ 시장님

    서울에서 남은 일정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람. 계획이 있으시면 국제협력과에 부탁해 협조하 

 도록 조치하겠음.

∙ 프랑크푸르트

    서울에서는 여러 궁들을 둘러보았는데, 아름다운 정원과 은행나무가 인상적이었음. 서울에 

 는 괴테연구소가 있고 프랑크푸르트에는 공자연구소가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움. 

∙ 시장님

    서울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림.

    (선물 교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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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로루시 민스크 시장

∙ 시장님

    "먼 길에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고 포럼에 참가하시고 또 따로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함"

∙ 민스크 시장

    "전혀 피곤하지 않고 주 한 벨라루시 대사님이 많이 신경써주시고 있고, 컨디션은 매우 좋음"  

 "예전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음”

 "이번 기회에 행사, 서울에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 

 "큰 규모의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음"

 서울은 초행길이지만 서울시민이 이렇게 잘 개발된 IT도시, 전자정부가 있는데 살고 있다는  

 데에 대해 축하할 만 함"

∙ 시장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포럼에 대해 칭찬해 주셔서 감사함"

 "주최측으로서 행사가 잘 진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기분이 좋음"

∙ 민스크 시장

 "벨로루시도 한국처럼 자원이 없기 때문에 두뇌로 경쟁을 해야 함" 

 "고등(대학) 교육 수준이 인구의 약 50%이상 되고 높은 수준의 전문 인력이 많음" 

 "어제 한국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12명의 벨로루시 인이 근무하고 있었음"

 "그 회사의 사장은 그 직원들의 근무태도와 업무에 대해 만족하고 있었음"

 "언제 시간이 되시면 꼭 민스크를 방문해주시길 희망함"  

 "민스크는 1년 4계절 모두 다 - 봄, 여름, 가을, 겨울 여행하기에 적합함"

 "오시면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임"

 "너무 오래 끌지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오실 수 있으시면 더욱 좋을 듯 함"

∙ 시장님

   "다음주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가는데, 미리 알고 있었다면 스케줄을 두 곳을 방문하는 것 

 으로 잡았을 걸 아쉬움"

 "일정을 조정해서 다음 기회에 민스크를 꼭 방문하겠음"

∙ 민스크 시장

   "벨로루시에 있는 주 벨로루시 한국 대사님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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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업무에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활동적이심"

∙ 시장님

"벨로루시에 얼마 전에 생긴 한국 대사관이 우리 두 나라의 우호협력 관계 유지에 큰 역할을  

 할 것임"

 "한국 대사관이 열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마땅한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아파트 안에 대 

 사관이 위치해 있다고 들었음"

 "시 쪽에서 적합한 장소를 구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음"

∙ 민스크 시장

"그 문제는 해결가능 할 것으로 보임"

    ( 양해각서 체결 및 선물교환, 인사 )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2장  대담•접견 ∙ 301

                기조연설자(네그로폰테) 대담

1.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Nicholas Negroponte)

멀티미디어 개념을 최초로 제시하고 명명하였으며 미국 MIT 미디어랩 창립자인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박사가 세계전자정부시장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되었다. 그는 OLPC(One 

Laptop Per Child, “모든 아동에게 컴퓨터를”)를 주창하며 비영리단체 2B1을 조직하여 제 

3세계 저개발국 어린이들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보급하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디

지털화의 전도사, 정보통신계의 선지자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그는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칼럼과 강연을 통해 디지털 혁명이 가져올 세계적인 변화를 예견했으

며, 1995년 기고한 칼럼을 모아《디지털이다 being digital》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그는 우리나라에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디지털 사회

상을 피력하고 정보사회가 나아갈 바를 제시하여 많은 공감을 얻어낸 바 있다.  

네그로폰테 박사가 이번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의 기조연설을 흔쾌히 수락한 것은 그가 추구

하는 미래 사회는 정부가 특히 전자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2. 시장님과의 대담

미디어 및 정보화 분야 세계 석학으로부터 서울시가 지향해야 할 전자정부의 역할과 조언을 

듣고자 우리 시와 네그로폰테 박사의 공통분모인 “디지털”, “창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주

요 논점으로 삼아 시장님과 네그로폰테 박사와의 대담을 추진하였다.  대담은 허운나 전 정보

통신대학(ICU) 총장이 중재하고 시장님과 네그로폰테 박사가 대화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시정과 디지털기술과의 연계성,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방안 등 좋은 의견이 오가는 뜻 깊

은 자리였다.

   ∎ 대담개요

     ∙ 일     시  : '08. 7. 8(화) 14:30 ～ 15:10 (40')

     ∙ 장     소  :  시청 전략기획실 (7층)

              ∙ 대담방식 :  시장님과 네그로폰테 박사의 대담을 중재 

      자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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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운나 전 정보통신대학(ICU) 총장(중재자)가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질의하면 시장님과     

    네그로폰테 박사가 대화형식으로 토론

∙ 대담주제

    - 고객 지향의 서울 전자정부 서비스 

    - 디지털시대 변화와 혁신의 방향

    - 창의문화도시 구현에 있어 디지털의 역할

    - 정보격차 해소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 대담내용

∙ 허운나 : 포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시다. 축하한다. 시장에게 먼저 질문하겠다. 서울시가  

 전자정부를 통해 하는 활동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행정을 하는데 있어 고객정부  

 서비스로 진화한 좋은 예를 들어주면 감사하겠다.

∙ 시장님 :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 중 대표적인 걸 말하겠다. 일단 시민과 시정이 상호작용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시민들의 아이디어나 의사를 효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중요하다. 그 중 성공적인 것으로 나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든다. 알다시피 요즘 거 

 버먼트(Government)가 아니라 거버넌스(Governnance) 시대다. 시민과 함께 해 나가 

 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의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시정 참여케 했다. 하지만 평 

 범한 시민들에게도 좋은 아이디어는 많다. 시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라든지. 효율적인 장치 

 를 거쳐 전달하는 게 큰 관건이었는데 사실 기존에는 쉽지 않았다. 지금은 좋은 의견을 올 

 리면 사이버 세계에서 먼저 토론이 벌어져 자동으로 쓸만한 의견이 스크린되는 시스템이  

 있다. 정기적인 회의도 거치고. 자체적으로 스크린이 많이 된다. 지금껏 14,000건 중 50 

 건 정도는 실현이 됐다. 이런 게 서울시가 앞서가는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외 시민 

 사회 토론방, 시장에게 바란다 등이 있지만 천만상상은 자체적인 점검기능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네그로폰테 :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상상력이 가동되는데 매우 감 

 명 받았다.

∙ 시장님 : 시작했을 땐 잘 될까 걱정했다. 지금까지 2년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꾸준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도 전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 허운나 : 다른 곳에도 하는 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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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 들어본 적 없다.

∙ 허운나 : 서울에 여러번 오셨는데 종종 앞으로 변화, 혁신이 요구된다고 많이 말했다. 오시 

 장은 창의시정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창의문 

 화도시도 진행하고 있고. 어찌 보면 당신과 공 

 통점이 있는데. 디지털 시대 혁신과 변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나.

∙ 네그로폰테 : 우선 특히 한국의 가장 큰 변화 

 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르다는 걸 깨달아야 한 

 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교육은 획일화 돼있 

 었다. 이젠 서로 달라져야 한다. 이것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두번째는 위험을 무릅쓸 줄 알아야 한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사람이 창의 

 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다. 젊은이들이 위험을 무릅쓸 수 있도록 사회나 가족이 용기를 주어 

 야 한다. 또 국가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세계에는 가난한 이웃들이 있다. 개인적으로,  

 도시로, 좀 더 부유한 국가로서 전세계 균형 이루는 게 우리들의 책임이 되어버렸다. 세계의  

 빈곤을 없애지 않으면 앞으로 발전은 없다.

∙ 허운나 : 오시장은 혁신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니콜라스 의견에  

 동의하나.

∙ 시장님 : 동의한다. 지난 2년 동안 창의시정을 하도록 노력했다. 직원들이 스스로 창의성,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시정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 디지털이, 이것에 굉장히 유용한 툴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직원들 

 이 상상제안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할 때 그것의 원천은 현장에 있다. 하지만 내가 하 

 는 일을 잘 안다고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최신 트랜드, 세계적 정보 등의 지식 

 이 있을 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럴 때 시민들이 행복해진다. 기존에는 1년에 며칠  

 시간을 정해 회의 등을 하곤 했는데 이런 건 아날로그다. 지금은 단말기를 통해 틈만 나면  

 최신 트랜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본인 편한 시간이 아무 때나 만들 수 있 

 다. 따로 시간내 교육하는 비용, 시간, 에너지 절약해 최첨단 지식을 직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올해를 학습도시 원년으로 지정했다. 직원들에게도 반응이 좋다. 과거에는 공부하는  

 거 귀찮고 마지못해 하는데 지금은 전체 직원의 30%가 즐기고 있다. 목표는 50%. 이것이  

 달성되면 난 창의시정이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창의지식동아리 등 전체 서울시 조직 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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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동아리 만들어 서로 상호경쟁, 협조 하면서 많은 업무 관련 아이템을 내는 조직 내 풍토  

 생겨나고 있다. 비단 공기업 뿐 아니라 사기업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  허운나 : 교육공학자로서 공감한다. 오 시장 말에 감명 받았다. 우리나라를 배우는 사회,배

우는 조직으로 해 창의성,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올해 창의 문화도시로 

만든다 했는데 첨단 IT를 활용해서 한다니 반갑다. 서울이 최고의 도시라 생각한다. 기업에

서도 당연히 이런 활동들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네그로폰테 : 친절하게도 시장이 바쁜 시간을 내 (오늘 포럼) 기조연설 들어줘서 고맙다. 서 

 울이 다른 도시와 짝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북한도 한 예가 들 수 있을 것이고. 다 

 른 가난한 도시도 될 수 있다. 서울 자매도시가 약 20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국가의 수도 

 다. 이젠 새로운 도시와도 자매도시를 맺는 게 좋겠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냐?

∙ 시장님 : 남미 보고타, 아직 교류는 많이 없다. 전자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 중 주요사 

 업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다.  지금까지는 한 도시내에 저소득층 배려하는 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이젠 이 뿐 아니라 앞으로 잘 사는 도시, 개발이 덜 된 도시와 어떻게 상호협력을  

 해 그 차를 극복하냐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간 도시는 그 기술을 전달해야 한다. 이런 일이  

 곧 협의체가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제안한 것은 당연히 할 거다.

∙ 허운나 : 올해를 창의문화시정 원년으로 삼고 컬쳐노믹스를 주장하는데, 창의문화도시를  

 만들려면 시민 참여가 중요하다. 창의문화구현과 정보기술 관계를 어떻게 보나.

∙ 시장님 : 가장 초보적 도움은 개인 미디어나 홈페이지가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한번 정 

 보를 습득하면 그 정보가 기반이 돼 업그레이드 된 정보가 유통된다. 따라서 창의문화도시 

 를 구현할 서울은 정말 좋은 수단을 만났다. 게다가 요즘 UCC, 블로그 등이 활성화 돼 있다.  

 한 번 전파되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된 것을 공유할 수 있다. 훨씬 더 효울적으로. 하 

 나가 만들어지만 급속도로 많은 내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원소스 멀티콘텐츠다(One  

 Source Multi Contents). 시가 다양한 공연 등 문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이  

 IT를 만나면서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 정말 도움이 되고 있다.

∙ 허운나 : 박사는 다른 사람보다 미래를 앞서 본다 생각한다. 디지털 혁명 다음에 또 뭐가 올까.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 또 이 디지털 시대에 할 수 있는 조언은.

∙ 네그로폰테 : 싱가폴이 서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 경제발전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렀 

 는데 동시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창의적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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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규율, 통일성, 단결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창의에 있어서 규율은 가장 큰 적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다양성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대학이 많은 외국 유학생들을 받고 또 한국 학생 

 들이 많이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 이건 개인적 경험에서 나온 말이다. 내 며느리가 한국사람 

 이다. 아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기쁘다. 미래는 아시아에 있다. 내 아들은 미래와 결혼 

 한 것이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이 좀 더 밖을 내다봐야 한다. 사회 그 자체의 언어, 통 일 

 성 등의 문제 때문에 밖보다는 안을 보는 경향이 있다. 창의 서울은 밖을 보고 다양성을 갖춘  

 그런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 허운나 : 시장은 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에 관심이 있다. 서울시 정보격차 사업을 소개해달라.

∙ 시장님 :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중고PC사업을 진행했다. 지금은 'IT 희망나눔세상' 이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1000가구 이상 이미 PC를 보급했고, 거기에 정보화교육사업까지 하고  

 있다. 인터넷 통신 요금도 감면해주고 있다. 다 저소득층, 소년소녀, 장애인 등이 포함된 소외 

 계층이다. 상당히 많은 사회 주체들(시민단체, 기업 등)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 사업을 2 

 ～3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꽤 반응이 좋다. 우린 인프라가 그래도 다 깔려 있는데 (네그로폰 

 테박사는) 우리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듯 하다. 오전에 (박사의 기조연설) 얘기  

 듣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 앞으로는 수혜의 폭을 더 늘리겠다.

∙ 허운나 : 오늘 아침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미 어린이 한 명에게 노트북을 기증하자는 사업 

 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접 얘기 들으니 감명 받았다. 박사께서 결과에 대해 간단히 설 

 명해 달라.

∙ 네그로폰테 : 가장 크고 중요한 결과는 어린이와 선생님들에게 가져온 변화다. 국가 차원에 

 서 노트북을 사면 그건 그 나라의 교육부서가 구매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자와 소비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어린이와 선생님에게 직접 전달해 크게 3가지 변화를 불러왔다. 첫 

 째, 교실에서 규율 문제가 사라졌다.  둘째, 결석이 많이 사라졌다. 셋째, 학부모의 관심 높 

 아졌다. 애들이 노트북을 집에 가져가고, 이를 학부모가 보면 이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 온다.  

 오시장에게 제안한다. 이걸 서울에서 해보는 건 어떠냐. 우리 계획은 전 세계적으로 9, 10 

 월에 추진할건데. 사실 한국은 고려 안했었다. 서울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에선  

 이미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 갖고 있다고 생각되나, 더 어린 학생들에게는 또 의미가 될 수 있 

 을 거다. 

∙ 시장님 : 영감 받았고, 열정에 찬 사업인 것 같다. 정말 21세기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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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고 느꼈다. 마치 슈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간 것처럼. 슈바이처가 아날로그 시대에 맞춘 봉 

 사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맞춤형이다. 서울시도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것이 자연스 

 런현상인 것 같다. 얼마 전 빌게이츠가 한국에 방문해 대화를 나눴다. 아까 말한 IT 희망사 

 업에 빌게이츠도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허운나 : 마지막 마무리를 해달라.

∙ 네그로폰테 : 내 마지막 말은 단순하다. 감사하다. 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세계에는 역 

 사 깊은 도시가 많으나 과거만 보고 미래는 못 보는 도시가 많다. 서울이 새로운 도시로서 앞 

 을 내다보는 게 중요하다.이 특별한 특성을 잘 활용해야 한다. 다른 도시들에도 모범을 보이 

 는 것이중요하다.

∙ 시장님 : 좋은 말씀 들어서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 전 세계가 e-government에 관심이 많 

 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쩌면 도시가 나아가야 하는 하나의 축이라 생각됐다. 정보 교환에 서 

 울시가 하나의 중심도시가 되겠다. 

∎ 대담 후 일문일답

∙ 허운나 : 대표저서가 '이제는 디지털이다'인데 서울시의 화두는 디자인이다. 시장은 디자인 

 시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서울은 디지털 발전은 꽤 됐는데 디자인의 경우는 교 

 육 획일화 때문인지 아직 나타난 건 없는 것 같다. 서울시의 디지털과 디자인의 불균형을 해 

 소할 수 있는 박사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네그로폰테 : 흥미로운 질문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면 디자이너들이 자동차 만들고 그 뒤는  

 공학자들이 한다. 하지만 컴퓨터를 만드는 과정은 과학자들이 먼저 만들고 디자이너들이 나 

 중에 와서 화단에 꽃 심듯이 만든다. 디자인은 이제 기본이다. 휴대폰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휴대폰은 더 이상 전자제품이 아니라 옷, 악세사리처럼 소비제품이 됐다. 중요한 건 사람들 

 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돈을 벌거나, 과학자 되라고 강요하지 말고 디 

 자이너가 되라고 강요해야 한다. 도시나 가족 차원에서 각자 할 일이 있지만 중요한 건 과학 

 이나 전자제품 부분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 허운나 : 협의체를 만드는데, 참여도시 확대 계획이 있나?

∙ 시장님 :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35개 도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이게 기본이 된다. 상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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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체를 만드는 것, 이게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단 시작하면 포털 사이트를 만들고  

 사이트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결속력 있는 조직을 구성하면 이게 모태가 되서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알리게 될 것이다. 느긋하게 늘려나가면 아마 상당히 많은 도시들의 호응 

 을 얻을 거라 생각한다.

∙ 허운나 : 이제 설립한거고. 이제 숫자 더 확대될 거라 생각한다.

∙ 허운나 : 아까 아시아에 미래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양의 특수성에 있어서 다양성, 창의 

 성을 인정 안하는 부분도 다소 우려한 것 같다. 만일 미래 사회에 다양성, 창의성이 담보가  

 되지 않은 정보화 폐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 네그로폰테 : 내 생각에 부정적인 부분은, 세계는 기본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그룹을 형성 

 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국가로선 규모가 크다.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만의 표준을 가진 

 다. 자기만의 기술을 고집하고. 아무리 큰 국가라고 해도 이로 인해  소외된다면 그건 문제 

 다.  다양성이 없어서 생기는 큰 문제는 바로 소외다. 하지만 호주, 인도 등도 아시아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시아에는 이미 다양성 존재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걱정 안 한 

 다. 영어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어는 국제어이자 공통어다. 다양성 부분은 걱정하지 않 

 는다. 디지털 세상으로 인해 세계화가 더 빨리 진행될 거다. 결국 세계화는 하나다. 5000 

 년 후에는 세계가 하나가 되고, 한가지 언어를 쓸 지도 모른다. 시간이 오래 걸릴지도 모르 

 지만 이것이 이뤄질 거라 생각한다. 이것이 미래다.

3. 언론사와의 인터뷰

한겨레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서 네그로폰테 박사와의 개별 인터뷰를 요청하였다.  네그로폰

테 박사는 1박 2일의 짧고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요청을 기꺼이 수락하는 성의를 보였

다.  이에 따라 장소 및 통역 섭외 등 인터뷰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마련하고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였다.

∎ 한국경제신문

    ∙ 일    시 : '08. 7. 8(화) 11:00 ～ 11:30 (30')

    ∙ 장    소 : 롯데호텔 클럽플로어 회의실 (31층)

    ∙ 인 터 뷰 : 이재철 기자

    ∙ 질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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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사회에 있어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의사소통 방안

     - 인터넷과 기존 언론과의 관계 및 인터넷시대 신문의 변화방향

     - 미디어산업의 10년 뒤 모습

   ∎ 한겨레신문

    ∙ 일    시 : '08. 7. 8(화) 15:35 ～ 16:05 (30')

    ∙ 장    소 : 롯데호텔 클럽플로어 회의실 (31층)

    ∙ 인 터 뷰 : 이정훈 기자

    ∙ 질문요지

 - OLPC 사업에 대한 소개, 진척현황, 발전방향

 - 100달러 노트북 북한 보급 제안에 대한 진척사항

 - 정보격차(Digital Divide)에 대한 해결방안

 - 한국의 급속한 IT발전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전망

    ∙ 보도내용 

“자금 지원만 되면 북한에도 ‘100달러 노트북’을 보급하고 싶다.”

 지난 8일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에 참석한 ‘1어린이 1노트북’(One Laptop Per Child)   

 재단’의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사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북한에 노트북을 보   

 내고 싶다고 밝혔다.  네그로폰테 교수는 “같은 언어를 쓰는 남북한 간의 큰 정보 격차는 세계 

 에서 유일한 상황”이라며 “노트북을 보급하면 남북한간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 내 기업이나 재단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100달러 노트북 

 을 기부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캄보디아의 한 마을 전체에 노트북을 제공했더니  

 취학아동이 해마다 100%씩 증가했다”고 그 효과를 설명했다. 90년대말 그가 설립한 이 재단 

 은 페루, 르완다 등 저개발국가에 노트북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1985년 엠아이티(MIT) 미 

 디어랩을 창립한 그는 경영 능력을 갖춘 새 재단 대표를 뽑은 뒤 자신은 개발 분야에 전력하고  

 싶다며 “지금은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상업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최고경영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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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한국에서 ‘조·중·동’이 포털사이트 다음에 콘텐츠 제공을 중단한 것은 ‘실수’라고 지

적했다. “오프라인 미디어는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의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도록 유

혹한다”고 전제한 그는 “오프라인 매체가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콘텐츠 제공 중단) 실수다”

고 말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아직 사회공헌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단을 세울 당시 삼

성, 엘지 등 한국 대기업에게도 참여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겪으면서 이웃을 돕는 문화가 부족한 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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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행사제3장

                전시 

1. 전시관 운영 목적

서울은 경제, 문화, 산업 등 각종 인프라와 인적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최고의 IT인

프라와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IT 선진도시로서의 기반이 잘 구비되어 있다. 초고속인터넷 사

용자수가 1,455만명(‘07.12기준)으로 가구 대비 보급률이 107%이며 DMB의 보급률이 3년 

만에 천만대(‘07.12기준)를 돌파하였다. 또한 서울에는 MS, IBM등 글로벌 IT기업과 삼성, 

KT 등 대한민국 대기업 본사 밀집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간 파트너십을 통해 IT분야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한편 서울시 전자정부는 전자민원, 통합예약, 세금납부, 교통 등 시민고객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고객서비스와 천만상상 오아시스, 사이버 정책토론방 등 시민고객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행정, 교통, 도시계획, 도시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정부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들어 서울시 전자정부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기술과 GIS 기술을 행정

과 도시관리에 접목하여 더욱 혁신적이며 효율화된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참여하는 세계 도시 시장과 대표 등 글로벌 리더와 참가

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IT 선진도시 서울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

시관을 운영하였다.

2. 전시관 개요

  (1) 추진방향

전시관 구성 추진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각국 도시 리더에게 우리시 전자정부 핵심 프로젝트를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체험

할 수 있도록 한다.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제3장  부대행사 ∙ 311

둘째 PDP, 첨단 IT기기를 활용하여 밝고 역동적이며 깨끗한 도시이미지를 제공하여 IT 선

진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각인시킨다.

셋째 전시관을 서울시 전자정부관을 비롯하여 서울을 홍보할 수 있는 서울홍보관, IT기업의 

첨단기술을 선보이는 기업관, 세계 도시가 만나 화합하는 공간인 세계관으로 구성한다.

  (2) 전시관 운영 개요

     ∎ 기      간 : 2008. 7. 8(화) ~ 7. 9(수)

      - '08.7.8(화) 09:00~18:00, '08.7.9(수) 09:00~13:00

     ∎ 전시 주제 : 『서울, 도심에서 만나는 전자정부서비스』

      - 서울의 매력, 도시에서 빛나는 첨단 IT의 편리함을 주제로 전시공간 구성

     ∎ 장       소 :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앞 로비 (전시공간 25m×16m)

     ∎ 전시규모 

  - 서울홍보관 : 5m×2.7m      

  - 전자정부관 : 15m×2.7m

  - 기   업   관 : 3m×3m 7개          

  - 교   통   관 : 기둥 1개 1.8m×1.8m×4면

  - 세   계   관 : 3m×2.7m

정부관 기업관 세계관

 ▫ 서울시 홍보관

 ▫ 서울시 전자정부관

   - u-City관, GIS관

   - 교통 ·세무 홍보영상 체험공간 

- KT, SKT, CJ인터넷

- 삼성SDS, 선도소프트

-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 인텔 코리아

- 참석외국도시 홍보자료,     동영상, 우수사례 등

 ·동영상 ·영문텍스트 교차 상영

  ※ 인터넷 라운지 : 로비 기둥 1개 활용

  (3) 비쥬얼 컨셉 및 배치도

     ∎ 비쥬얼 컨셉

      ∙ 협소한 전시공간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 막힌 구조의 일반 전시부스 탈피, 탁 트인 도심의 거리 이미지로 구 

      ∙ 어두운 느낌의 전시공간을 화이트 컬러, 빛 등을 활용 세련된 밝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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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배치도

   ✠ 세부배치도

: 무선인터넷망 설치구역 

인더넷
라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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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장소 분석(공간활용성)

   ✠ 전시장소 분석(공간활용성)

[호텔 로비 분위기]

∙고통스러다 

∙진갈색의 카페트와 나무 소재 

∙낯익은 천장 

∙공간을 밝게 하기 위한 화이트 계열의 밝은새게와 조명 활용 

∙낮은 천장 모양 →별도의  Gate 설치하지 않고 행사상징물 설치 

3. 전시관 콘텐츠

  (1) 서울 홍보관(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avilion)

     ∎ 주제 : 맑고 매력 있는 국제도시 서울(서울 미래도시 이미지)

                 "Seoul, a clean and attractive global city "

     ∎ 특징 : 서울시의 매력을 비디오 아트와 이미지 아트를 이용하여 표현

     ∎ 내용

      ① 비디오 아트 : Vision Seoul 홍보 동영상(영문), 세계 거장 서울CF

            -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전시공간에 적합하도록 영상, 음악 위주로 편집

          - Culturnomics it's Seoul, Eco-friendly Seoul, A Design Seoul, Artis 

                -tic Seoul, A Digital Seoul, A Festival city Seoul 6개 분야 이미지 구성



314 ∙Ⅲ 포럼 개최   

   - 4명의 세계 거장 CF 상영

   - Multi PDP 9대 연결 동영상 표출

  ► Multi PDP 상영을 위한 다중 영상분할 방식 적용

  ► 기자재  : 프로젝터, 스위처, 통합컨트롤러(PC 1대 컨트롤러 프로그램 탑재)

 ② 이미지 아트

  - 한강 전경을 배경 이미지로 활용

  - 영문 텍스트

  · Seoulites can spruce up their daily lives full of enjoyment and 

              happiness while visiting this capital.

  · Nowhere can you feel the energy of city's own unique features 

    better than at Seoul.

  · In this regard, we will make our city as an attractive city where  

    one wants to live in.

   ✠ 전시시안

✠ 전시모습 

   ✠ 전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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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정부관(e-Government Pavilion)

   ∎ 전시관 구성 (4개 분야)

   ① Seoul's e-Government

   ② Ubiquitous Seoul (u-City Pavilion)

   ③ Seoul GIS (Seoul GIS Pavilion)

   ④ Transportation in Seoul(Transportation Pavilion)

   ∎ 전자정부관 전시시안

   ① 전체모습(3D)

      ② 전체모습(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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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관 전시모습

전시관 전경 유시티관

유시티관 및 GIS관 GIS관

네그로폰테, 본시장과 함께 전시관을 관람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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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야별 세부시안

    ► 전자정부관, u-City관

    ► Seoul GIS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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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

   ∎ 전자정부관 세부구성

       ① 전자정부관(전체)

    - 주제 : “Provide you with utmost convenience, Seoul's e-Government”

                     서울 전자정부,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Seoul's e-Government services are at your fingertip"

                     서울 전자정부 서비스의 편리함을 느껴보세요

    - 특징 : 서울시 전자정부를 영상으로 설명

    - 구성 : 전자정부 동영상, e-TAX동영상 상영

    - 장비 : PDP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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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u-City관(u-City Pavilion)

     - 주제 : “Touching tomorrow, Ubiquitous Seoul!”

                    내일을 느껴보세요, 유비쿼터스 서울

     [부주제(Part Title)]

        - u-Seoul 홍보동영상

          · u-Seoul, the centre for global business based on ubiquitious technology

        - 모바일포털(Seoul Mobile Portal, mSeoul702)

          · All the information on Seoul in your hand

           (서울의 모든 정보를 내손안에 m서울 702)

        - 프리보드(WeGMF Message Board)

          · Leave your message on Digital Guest Book and be a part of WeGMF 

             2008 (WeGMF 추억 만들기 디지털 방명록)

 - 미디어보드(Cheonggyecheon Media Board)

       · At Cheonggyecheon Media Board, the latest ubiquitous technology  

     flows along the stream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이 흐르는 청계천 미디어보드)

 - u-Seoul 홍보 PT

  · u-Seoul, the World's Best e-Government(세계최고의 전자정부, u-Seoul)

     - 특징 : 서울의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서비스 제공

     - 구성

 · u-Seoul 홍보동영상

 · PT상영 : u-Seoul 마스터 플랜 (6대 분야 주제)

 · 모바일 포털 체험 : 핸드폰을 통한 시정, 교통정보 제공 및 시민참여. 민원처리 SMS 안내

 · 청계천 미디어보드(57인치/ 144.78cm) 및 프리보드(디지털 방명록, 사용자 동영상 제 

    작 및 이메일 전송) 체험

     - 장비 : PDP 3대, 모바일포털(핸드폰모양, 터치방식), 프리보드 ·미디어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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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시티 전시관 안내 시나리오

   ∙ PT (u-Seoul 소개)

           - u-Seoul이란 유비쿼터스 기반의 새로운 도시모델을 설계하여 시민 고객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구현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6 

    년 교통, 산업, 행정·도시관리, 환경, 문화, 복지의 6대 분야에 대한 u-Seoul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여 유비쿼터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u- 

      Tour, 승용차요일제 RFID 시스템, 상암 디지털미디어거리 조성, 모바일 포털, 은평뉴타 

     운 u-City 구축, 청계천 테스트베드 사업 등이 있습니다.

   ∙ 모바일 포털

       - 모바일 포털 ⓜ서울702는 휴대폰을 통해 교통, 공연, 대기환경정보와 같은 각종 생활정 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정보서비를 신청하  

        면 채용, 뉴스, 입찰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PDP화면의 메뉴를 클릭하면서 설명)

         모바일 포털 ⓜ서울702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세금 납부 및 납부내역 확인을 할 수 있 

     는 e-Tax 서비스와 도시고속도로교통상황, 돌발/정체정보, 버스노선 정보 등 교통정보 안 

    내서비스, 시민제안 및 신고, 여론조사 등 시민 참여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축구 

    장·족구장과 같은 체육시설 예약서비스 및 문화행사 캘린더와 내 주변 문화정보 등과 같은  

     문화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방법은 휴대폰을 열고 702와 무선인터넷키(네 

     이트나 메직엔, 이지아이)를 누르시면, 언제 어디서나 서울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디어보드

          - 청계천 미디어보드는 화면을 터치하면 서울 시정 및 청계천의 역사·생태, 지역정보 등 정보 

    의 흐름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듯 끝없이 펼쳐져 청계천 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영화 ‘마이 

     너리티 리포트’에서와 같은 3차원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관광 

     객들에게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통해 청계천의 문화적인 가치와 역사적 공간이 갖는 의미 

     를 흥미있고 새롭게 전달함으로써 재미와 문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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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보드

 - 프리보드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관광객들이 직접 디지털 방명록을 작성하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을 통해 사용자 동영상콘텐츠(UCC)를 제작하여 인터넷으로 전송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프리보드 이용방법은 원하는 메시지를 쓰신 후 찰칵 버튼을  

  터치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보냅니다. 또한 지난 흔적보기를 통 

  해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사진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가락 터치만으 

  로 쉽고 재미있게 프리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 IT 친화력이 매우 높아 문화·관광분야의  

  시민참여형 서비스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③ GIS관(GIS Pavilion)

    - 주제 : “3-D experience of Seoul!”

 [부주제(Part Title)]

 · 3차원경관관리시스템 : Experience 3D Virtual Seoul!

 · GIS 4개 주요시스템 소개 동영상 : Intelligent GIS

    ►Spatial Data Warehouse / ►Mobile GIS Platform 

    ►GIS Portal / ►3D Seoul

 · GIS 홍보동영상 : GIS evolution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has emerged as a core

  technology in the IT field, playing a leading role in the development 

  of IT in Seoul. Based on GI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focused on scientific urban management by visualising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applying spatial analysis, while 

  operating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program for its citizen with  

  wide-rangeduseful information.

      서울 GIS는 IT 분야를 선도하는 핵심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IS를 기반으로 행정 

  정보의 시각화와 공간분석을 통하여 과학적인 도시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생 

  활정보와 시민참여를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합니다.

   - 특징 : 3차원 GIS시스템 체험 및 동영상 홍보

   - 구성

 · 서울시 GIS 종합홍보 동영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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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GIS 구축 역사, 시스템 개요, 운영현황, 미래 발전 모습

  · GIS 시스템 소개 동영상(각 5')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모바일 GIS, GIS포털서비스, 3차원 도시경관시스템

  · 3차원 서울 가상 체험(3차원 도시경관시스템 소개 및 체험)

       ► 소개 동영상 : 판넬대용 시스템 소개자료, 무음

       ► 시스템 가상체험 : 국어(3차원지도) + 영어(테마관광 사이트 체험)

 - 장비 : PDP 3대 (3차원 서울가상체험 터치방식)

∎ GIS 전시관 안내 시나리오

 ∙ 종합홍보동영상

   - 서울GIS는 총29종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 버스노선검색, GIS포털 등  

   시민참여형 시스템은 11종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 

   다. 업무지원용시스템은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도시계획정보시스템 등 18종이며, 행정 

   정보를 GIS기반의 주제도 및 통계지도를 제작하여 행정업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간분석 

   을 통한 도시의 제반 정책결정시 의사결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GIS는 기존 응 

   용시스템들의 업그레이드와 신기술을 접목한 LBS, 텔레매틱스,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발 

   전하고 있습니다.

   ∙ 주요시스템 4종 소개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

  ·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는 GIS응용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운영시스템으로, 응용시스템의  

   레이어정보를 상호 공유 검색이 가능하며, 행정정보의 데이터마트를 구성하여 분석 주제도 

   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도시관리에 기여하고 있으며 Front & Back Office를 연결해주 

   는 서울GIS의 Hub System입니다.

    - 서울시 모바일 GIS

  · 서울시 모바일 GIS는 휴대폰이나 PDA 등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지도를 기반으로 내 위 

   치 주변의 생활정보나 교통정보, 문화정보 등을 지도를 통해  바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로 원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현 

   장행정을 지원하고, 유비쿼터스 환경의 기반시스템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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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IS포털서비스

 · GIS포털서비스는 지도검색기능을 포함하여 서울시에서 보유한 각종 지역별행정·통계정 

  보를 이용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를 제공합니다.지도 기반의 최초‘시민불편  

  위치신고’ 와 시민들이 제작한 UCC를 통해 생생한 지역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어 실생 

  활에 필요한 살아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3차원서울지도 서비스

 · 3차원 서울지도서비스는 수치지도와 항공사진을 연계하여 서울시 전지역에 대한 3D를  

  구현하였고, 특별히 시청, 청계천, 여의도, 테헤란로 일대 및 각 자치구별 랜드마크 건물 

  에 대해 실사모형의 3차원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일반건물은 건물용도에 따라 18가지 표준 

  유형을 적용하여 도시전체 건축물에 대한 조망감을 높였습니다. 주요 컨텐츠는 생활지리 

  정보, 대중교통 안내 및 서울의 주요 관광지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어 관광정보이며 고 

  궁 등에 대한 VR로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 체험 (3D 체험시스템 소개)

 - 서울시 3차원 GIS는 화면의 3차원 지도를 클릭하면 서울시청 주변의 항공사진을 첫 화면 

  으로 볼 수 있으며, 레이어창에서 일반건물, 3D모델링건물, 청계천 등 원하는 메뉴를 선 

  택하신 후 우측 상단의 지도콘트롤 또는 마우스로 현실감 있는 3차원 서울을 직접 네비게 

  이션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유용한 식당과 호텔, 병원 등의 생활정보와 버스  

  및 지하철의 대중교통 정보를 3차원지도를 통해 볼 수 있으며, 화재로 소실된 숭례문 모 

  습과 5대 고궁, 서울숲 공원에 대한 생생한 3DVR을 가상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④ 교통관

   - 【1면】: 서울 대중교통 - Speedy, Smart, Safe Seoul

      · 구현방법 : PDP 42"

      · 구현내용 : 서울 대중교통 홍보동영상

   - 【2면】: 서울 ITS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구현방법 : PDP 42", LCD 17"

      · 구현내용 : TOPIS 홍보동영상, ITS 정책PPT, TOPIS 홈페이지 캡쳐 동영상,

                      BMS 캡쳐 동영상, 불법주정차단속 캡쳐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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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면】: BMS를 활용한 버스 도착 시간 안내 ARS

      · 구현방법 : 터치스크린(42"), 안내그림 그래픽

      · 구현내용 : 버스 도착시간 안내 ARS 체험

   - 【4면】: 대중교통 환승할인 체험

      · 구현방법 : PDP 42", 버스�지하철 단말기

      · 구현내용 : T머니를 통한 대중교통 환승 할인

   ✠ 전시모습

1면

3면

2면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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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기업관

   ∎ 내용 : 시민고객 체험위주의 첨단 민간 IT기술 소개 및 기업별 전자정부 관련 공공시스템 

        을 전시관 컨셉에 맞게 구성

   ∎ 전시콘텐츠

     - KT : 와이브로서비스 시연

     - SKT : 경찰청 무선조회기, 전자펜, VLS(Virtual Learning System)

     - 삼성SDS :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 도로 운행정보서비스

     - 선도소프트 : GIS시스템 신기술 시연,체험

     - CJ인터넷 : 게임서비스

     - 한국MS : 통합커뮤니케이션(UC) 기술

     - 인텔코리아 : u-빌리지, 디지털헬스 등

   ✠ 전시시안

   ✠ 전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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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시모습

CJ 인터넷

KT SKT

삼성SDS 선도소프트

한국MS 인텔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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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관

   ∎ 내용 : 참여도시 전자정부 우수사례, 동영상, 사진, 소개자료 등

   ∎ 구성

     ∙ 영상 : 울란바타르, 바로셀로나, 참여도시 소개 영상

     ∙ 홍보자료 : 홍콩, 이치가와, 하마마추, 바로셀로나, 상파울로, 타이베이

   ∎ 장비 : PDP 1대

   ✠ 전시시안

4. 인력배치

   ∎ 배치인력 : 전문인력 4명, 서울시 담당자 4명(각 관별 1명)

     ∙ 전문인력 : u-City관 1명, GIS관 2명, 교통관 1명

   ∎ 배치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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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행사

1. 연회 

연회행사는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 간의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으로 공식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장 밖에서의 중요 의사소통 통로가 되기도 한다. 

이번 포럼기간 중에 진행된 연회에는 환영만찬·환송만찬, 오찬 등이 있었고,  만찬이 시작되

기 전에는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리셉션을 준비하였으며, 만찬 후에는 분위

기를 돋울 수 있는 공연 행사가 진행되었다.

(1) 연회 종류

   ∎ 칵테일 리셉션(Cocktail reception)

칵테일 리셉션이란 다양한 종류의 주류, 음료수 및 간단한 안주를 곁들여 손님을 접대하는 사

교행사로 보통 정식 만찬 전에 15~30분정도 진행 한다.

특히, 환영만찬에서의 칵테일 리셉션은 주최자(Host)가 손님을 맞이하고 환담을 나눌 수 있

는 기회로 환영분위기를 조성하여 첫 만남의 어색한 분위기를 완화 시킬 수 있다.

시장님 환영 인사 참가자 환담

   ∎ 만찬(Dinner)

세계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기간에는 시장 주최 환영 만찬(Welcome dinner) 및 환송 

만찬(Farewell dinner)이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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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청장 발송 

만찬 초대장은 연회의 시간과 장소를 알림과 동시에 행사 주최 측에서는 사전에 참석여부 확 

인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를 위해 초청장 마지막에 “R.S.V.P.*"라고 적어 참석 

여부를 미리 알려 주도록 요청하며 국내초청자의 경우는 초청장을 10~20일 이전에 송부해야 

한다.

∗ 프랑스어 Repondez s'il vous plait의 약자로 영어로 Reply, if you please의 의미

② 좌석 배치

- 좌석 배치는 공식 만찬의 경우 가장 민감하고 행사 당일 까지도 계속 현장상황에 따라 바 

 뀔 수 있는 부분으로 초청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 헤드테이블(Head table)은 주최자와 초청인사 중 가장 비중 있는 인사들로 배치한다. 

  · 포럼 환영만찬에서의 헤드테이블은 시장님과 각 해외 초청 도시 시장급으로 배치하고,  

 부시장급과 CIO급을 그룹핑하여 배치함으로써 도시들간 관심사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 

 도록 배치기준을 정했다.

  · 호스트 좌석 배치는 참석인사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으로, 무대를 등지고 배치하는데 이 

 것은  ‘참석인사를 환영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포럼 환송만찬에서는 환영만찬 배치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테이블 내에서  자리를 재배 

 치함으로써 참석자간 친밀감 형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다.

환영 만찬장 :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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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행사

본행사의 진행순서는 사회자가 행사개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호스트의 환영사(환송사), 

초청인사의 축사(답사), 건배제의, 식사, 축하공연으로 이어지며 행사 규모에 따라 축하공연

은 생략하기도 한다. 

- 환영사(환송사) 

 국제행사의 경우 대부분 한국어로 인사말을 하고, 영어로 순차통역 또는 동시통역을 하는 

 데 시장님의 경우 직접 영어말씀을 하시므로 국제협력과 협조로 영문 말씀을 준비해야 한 

 다. 또한 인사말씀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항상 현장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인사말씀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 인사말씀은 보통 7일~10일전 쯤 연설비서관의 협조를 받게 되는데, 환영사 도입부분 

 에는 참석자 중 저명한 인사를 호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네그로폰테 박사가 비행기 지연으로 환영만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설비서관에게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인사말씀을 자연스럽게 수정 

 하실 수 있도록 했다.

 ※ 포럼에서 “서울 IT 선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세계 도시 시장들의 협의결과 “서울 전 

 자정부 선언”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환송사 또한 현장 상황에 맞도록 수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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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환영만찬사

35개 도시 시장님을 비롯한 도시 대표단과 IT 전문가 여러분, 

서울을 찾아주신 것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Honorable Mayors and delegations from 35 cities,

IT experts from around the world, I warmly welcome all of you to Seoul. 

600년 전통과 첨단 IT기술이 조화를 이룬 매우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이런 서울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전자정부의 미래를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Seoul is a dynamic city where 600 years of beautiful history and state-of-the-art 

information technology coexist in harmony.

It is my great pleasure to have you here in Seoul and to have a chance to discuss the 

future of e-Government with you. 

얼마 전 우리 울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Recently, we received some great news for our city.

That is -- Seoul has been ranked the top city for e-government in a survey of 100 

cities worldwide. We have won this award for 3 consecutive years. 

이제 서울시는 그동안 전자정부 수립 과정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다른 도시들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도시행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데에 소중한 역할

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포부를 갖고 시작하는 세계전자정부시장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흘 

동안 좋은 의견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Now the city of Seoul is more than willing to contribute to spreading better city ad-

ministrative services throughout the world by sharing its experience in establishing 

e-Government with other cities worldwide. 

I would like to ask you to share your precious opinions and insight for the next 3 days 

so that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can fully serve its purpose. 

포럼의 바쁜 일정을 쪼개서 서울 도심을 둘러보시는 시간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모든 매력을 느껴 보시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가족들과 함께 꼭 다시 서울을 찾아 주십시오. 

그때는 관광도 충분히 하시고 또 돈도 좀 쓰고 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n though every participant in this forum is on a very tight schedule, we have 

managed to arrange a brief city tour for you, as well. 

However, I know that you will not be able to have enough time to taste the real full 

flavor of Seoul during your short visit.

So, I would like to suggest you visit the city again with your family in the near fu-

ture.

And when you do come back, please spend more days as well as more money.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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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님 환송만찬사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ladies and gentlemen, for the meaningful time we have shared 

during this forum. 

조금 전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통해 발족한 국제협의체는 전 세계 전자정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기폭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2008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에 열정적으로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을 전합니다. 

I am sure that the international council that has just been launched through the Seoul 

e-Government Declaration will bring the world's e-governments to the next level.

I would like to pay my deepest respect to everyone who has participated with passion 

in the World e-Government Mayors Forum 2008. 

수평화, 지식화 되고 협력이 경쟁력이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는 무엇을 아느냐보다 

누구를 아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 합니다. 

이번 서울에서의 만남이 여러분 모두에게 유익한 기회였기를 기원합니다. 

In an information society where cooperation means competitiveness and horizontal 

knowledge is emphasized, people say that whom you know is more important than 

what you know.

I hope that all of you here have found this forum meaningful and helpful in many 

ways. 

내일은 포럼의 마지막 일정으로 서울의 IT 기술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

습니다. 

짧게나마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시고, 언제든 다시 서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omorrow is the last day of the forum and we have arranged a program where you 

can experience Seoul's IT and traditional cultures. I hope it will be a memorable time 

for everyone. 

Finally, I would like you to remember that Seoul is waiting for you and your families' 

next visit. 

Thank you very m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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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답사)

 보통 공식 만찬의 경우 축사는 국내·외 초청인사 중 선정 가능하나 해외 도시 시장 중 참가도 

시를 대표하여 환영(환송) 말씀에 대한 답사를 할 의사가 있는 도시 시장을 미리 섭외했다.

 이는 주최 측의 일방적인 행사 진행이 아닌 참가자들에게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자연스러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실제로 공식적인 환영사, 답사, 건배제의 등 시나리오 없이 포럼라운드테이블 사회자인 마크 

 홀져 교수가 서울이 “세계 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 3회 연속 1위 수상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건배제의

 건배제의는 후식이 끝날 무렵 연설을 하고 이어서 건배제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최근에

는 만찬 시작 전에 연설 및 건배제의를 하여 식사를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 

건배제의는 보통 공동제의를 하거나 단독제의를 하는데,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초청인사 중에 

건배제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가 도시 시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도록 했다.

※ 환영만찬에서 건배제의를 한 자카르타 시장의 종교가 무슬림인 것을 감안하여 와인 대신 

   사과주스를 미리 준비함으로써 개인적 종교성향을 최대한 고려했다.

∙ 식사

 환영만찬에서는 참가자들이 긴 비행 여정으로 피곤한 점을 고려, 서양 음식에 익숙한 참가자

들임을 감안하여 양식 정찬을 준비했고 환송만찬에서는 한식정찬과 문배주를 준비함으로써 한

국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정찬 준비 시 가장 유의할 점은 사전에 채식주의자, 종교적 금기 음식 등을 파악하여 음식을 제

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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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n Meal Crusted Sea Scallops with Basil Pesto

콘밀을 입힌 바질 페스토 소스의 관자

***

Cauliflower and Cumin Soup 

커민향의 컬리플라워 수프

***

Pan-Fried Mero with Artichoke Tomato Cream 

아티쵸크 토마토 그림을 켵들인 메로구이

***

Champagne Citrus Sherbet 

샴페인 셔벗

***

Pan-Seared Beef Tenderlion with Garlic Flavored Mashed Potatoes and Pepper-

corn Sauce

매쉬 감자를 켵들인 페퍼콘 소스의 쇠 안심구이

***

Mango Charlotte with "Sauternes" Savayon

사바용을 곁들인 망고 샬럿

***

Coffee or Tea

커피 또는 차

▷ 환영 만찬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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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 만찬 메뉴

Four Kinds of Side Dish 

기본찬 4종

***

Abalone and Vegetable with Mustard Sauce

전복 겨자채 

***

PMilk porridge

타락 죽

***

Three Kinds of Patty 

3색전

***

Grilled King Prawn 

대하구이

***

Braised Beef Rib "Galbi Gui", Steamed Rice, Clear 

Beef Soup

갈비구이, 진지, 맑은 국

***

Seasoned Fresh Fruit 

신선한 계절과일

***

Cinnamon Punch or Jujube Tea

수정과 또는 대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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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톤재즈

기본적 재즈 피아노 트리오 구성 (피아노, 콘트라베이스, 드럼&타악기)에 국

내 신진 크로스오버 국악 연주자들(가야금, 해금, 해금 & 피리)을 영입해 고급

스러운 어쿠스틱 사운드를 구현하여 ‘한국 전통 민요의세계화’를 목표로 결성

된 순수 전문 연주인 단체

   ► 드럼캣

마람바, 드럼, 봉고, 콩가 MR 등 10여가지를 활용한 멜로디로 초고속 스피드

와 파워풀한 연주로 클래식과 테크노를 넘나드는 퓨전드럼쇼

   ► 초콜릿

라틴, 살사, 탱고 등을 국악기로 연주하며 댄스를 곁들이는 새로운 국악 개념을 

창조 한 그룹으로 실제, 환영 만찬 개최 후, 참가자들에게 “beautiful dinner" 

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 환영만찬 공연

만찬장이 야외인 점을 고려하여 다이나믹하고 스피드가 있는 문화 공연을 선택했으며 화려한  

   테크닉으로 관객들을 열광케 함으로써 환영 분위기를 고조 시킬 수 있었다.

   - 환송만찬 공연

환송만찬은 성공적 국제회의 개최를 자축하고 참가자들이 고국에 돌아가기전 주최 도시를 다 

   시 찾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특별한 공연을 연출할 필요가 있다.

④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만찬이 진행 되는 동안 주최도시의 문화를 보여 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서 만찬 

장소와 성격에 어울리게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칵테일 리셉션 공연

칵테일 리셉션의 문화공연은 잔잔한 Background music을 연주함으로써 참가들의 대화 

   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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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찬(Luncheon)

포럼 오찬은 포럼 본회의가 진행된 날 비공식적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뷔페로 이루어져 참가

자들이 본인 음식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도록 했다.

(2) 의전 계획

공식 만찬은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에서 끝난다고 할 정도로 행사 진행자는 의전에 많은 노

력을 기울여야 한다. 호스트의 동선계획과 참가자들의 동선계획을 사전에 미리 파악, 안내하여 

원활한 행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므로 의전계획 부분에 포함

하여 기술했다.

   ∎ 시장님 동선계획(환영만찬)

18:35 ~ 시청 출발 (차량으로 이동)



~18:50(15') 신라호텔 영빈관 후정 도착 ∘영접 ·정보화기획담당관



18:50 ~19:00(10') 리셉션장으로 이동 및 환담
※ 별도 VIP룸 이용 없이 행사장으로 이동  

- 초청도시 시장을 환영



19:00 ~19:05(5') 만찬장 헤드테이블 착석 ※ 우천시 에머랄드룸(2층)

18:50 ~19:00  ※ 만찬시작 안내

19:05 ~19:10(5') 환영 만찬사

19:10 ~19:15  ※ 프랑크푸르트 시장 축사

19:15 ~19:20  ※ 자카르타 시장 건배제의

19:20 ~ 20:30(70')
만찬 및 환담 (50분)

 축하공연 (20분)

∘메뉴 : 양식 정찬

∘통역 : 권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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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시 초청자 동선계획

  ∙ 환영만찬

     숙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환영만찬이 개최되어 참가자들이 대형버스를   이용, 단체로 이 

   동하게 됨에 따라 개별 이동에 따른 동선 파악의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었다. 이번 포럼 

   에서는 참가자 등록명찰 뒷면에 테이블 번호   스티커를 붙여 참석자들이 지정 테이블에 착 

  석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 롯데호텔 → 신라호텔(현관입구)

   - 신라호텔 도착 → 영빈관 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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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 만찬

  환송만찬은 포럼 회의 개최 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동 동선계획에 따라 의 

 전 요원이 자연스럽게 안내하도록 했다.

   - 세션 참가자 : 크리스탈볼룸(2층) →로비(3층에스컬레이터 이용) →사파이어볼룸(3층)

∎ 사회 시나리오

국제 행사의 사회는 보통 남성이 한글로 진행하면 여성이 영어로 순차 통역을 하는 형식으로 

공동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사회자 혼자서 한글과 영어로 순차 통역을 하면서 진행하기도 한다. 

포럼 만찬에서는 사회자 혼자서 한글과 영어로 순차통역 하면서 진행을 했는데,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라도 현장 상황에 맞는 에드립을 할 수 있는 사회자 진행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행사 담당자는 사전에 만찬의 성격과 분위기에 대해 사회자와 충분한 토론을 하고 시나

리오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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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 만찬 사회 시나리오

∙ 18:50~18:55 자리착석 안내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환영만찬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8:55~19:00 사회자 opening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환영만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환영만찬 사회 

 를 맡은 신예나 입니다. 세계 도시의 전자정부 우수정보를 공유하고 전자정부를 통한 도시간 교 

 류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 귀빈 여러분을 환영하며, 사회를 맡게 되어 영광 

 스럽게 생각 합니다.

∙ 19:05~19:10 환영사

 그럼 지금으로부터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환영만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 행사를 주최 

 하신 오세훈 시장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등단, 등단 BGM) → 시장님 환영사 → (시장님 퇴단, 퇴단 BGM)

∙ 19:10~19:15 답사

 그럼 다음 순서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해외 도시를 대표하여 독일 프랑크푸르트  

 Dr.Petra Roth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Dr.Petra Roth 시장 등단, 등단  

 BGM) → Dr.Petra Roth 시장 답사 → (퇴단 BGM)

∙ 19:15~19:20  건배제의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행사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Ms.  

 Sylviana Murni 시장님께서 건배제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Ms. Sylviana Murni시장 등단,  

 등단 BGM) → Ms. Sylviana Murni시장 건배제의 (와인잔 준비, BGM) →(퇴단, BGM)

∙ 19:20~20:10  식사

∙ 20:10~20:30  공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먼 곳에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문화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타 

 악기를 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즐겨 듣는 Rock, Jazz, 테크노, 라틴 리듬을 선사할 “드럼캣”을  

 소개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20:32  사회자 Closing

 멋진 무대를 보여주신 드럼캣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장  

 주최 세계전자정부시장포럼 환영만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정동안 맑고 매력있는 글 

 로벌 도시 서울의 매력을 느끼시고 좋은 추억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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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송 만찬 사회 시나리오

∙ 19:00~19:05 자리착석 안내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환송만찬에 참석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 바쁘신 중에 행사에 참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행사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좌석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9:05~19:10 사회자 opening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환송만찬에 참석하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신예 

 나 입니다. 오늘 세계 40여 개국 도시의 시장님과 대표분들이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도시 간 정 

 보공유와 협력방안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시간은 그동안 회 

 의에 참석하시느라 긴장하셨을 텐데 그간 못다한  말씀과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만찬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9:10~19:15 환송사

 먼저 오세훈 서울 시장님의 만찬사가 있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등단, 등단 BGM) → 시장님 환송사 → (시장님 퇴단, 퇴단 BGM) 환송의  

 말씀 전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감사드립니다.

∙ 19:15~19:20 답사

 다음은 참석해주신 해외 도시를 대표하여 마닐라시의  Mr.Bayani F.Fernando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Mr.Bayani F.Fernando 시장 등단, 등단 BGM) → Mr.Bayani  

 F.Fernando 시장 답사 → (Mr.Bayani F.Fernando 시장 퇴단, 퇴단 BGM)

∙ 19:20~19:25  건배제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세계 도시 관계자분이 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답사의  

 말씀을 전해주신 Mr.Bayani F.Fernando 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 

 서는 행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민스크시의  (Mr. Mikhail Pavlov)시 

 장님께서 건배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Mr. Mikhail Pavlov)시장 등단, 등단 BGM) →  

 Mr. Mikhail  Pavlov 시장 건배제의 (복분자 잔 준비, BGM) → (Mr. Mikhail Pavlov  

 시장 퇴단,BGM)

∙ 19:25~20:10  식사

∙ 20:10~20:30  공연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번 순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공연을 준비 

 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현악기를  이용하여 여러분께 친숙한 멜로디를 들려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악 앙상블 팀 초콜릿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30~20:32  사회자 Closing

 동양의 음악과 서양의 음악이 한자리에서 어울리는 이번 공연을 보니 마치 이번 포럼의 성과를  

 보는 듯 합니다. 멋진 공연 보여주신 초콜릿팀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내외귀빈  

 여러분,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환송만찬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겁게 보내시고, 서 

 울을 떠나실 때 까지 편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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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회장 셋팅

  ∎ 연회장 선택 툴 

연회장은 의전 행사 경험이 많은 호텔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날씨가 너무 춥지 않은 경우에는 야외에서 개최하기도 하는데 날씨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야 한다.   

   ∙ 우천 대비 만찬 계획

      - 소량의 강수 예상시 : 몽골텐트 사용, 야외에서 진행

      - 다량의 강수예상시 : 실내에서 진행 

  ∎ 연회장 안내 표지

연회장 안내표지는 참가자들에게 이동 동선을 안내하기도 하지만 행사장 분위기를 고취시키

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내표지를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행사장 셋팅에 중요한 부분

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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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계속 바뀌는 좌석 배치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음식은 절대 피하세요!

칵테일 리셉션 동안 행사 진행자는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좌석 배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이 때에 재조정 할 수 있다.

이슬람 지역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먹지 않으며, 힌두교인은 소고기 음식을 먹지 않으므

로 테이블 명패위에 스티커를 붙여 현장에서 갑자기 테이블 배치가 바뀌더라도 금기음식을 

제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 환영 만찬 안내 표지 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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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요꼬하마 시장이 멋있다구?

음식에도 이름표를 붙여주세요!

서울시 공식 지정 의전관을 활용해보세요!

포럼 행사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눈을 감으면 자꾸만 동그

라미가 떠올랐다. 헤드테이블 원탁에 어떤 도시의 시장을 

배치해야 하는지 수없이 동그라미를 그려서 일까? 행사 당

일마저도 바뀐다는 헤드 테이블 배치도는 나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다. 화려한 무대 속에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시계는 마지막 공식행사를 향해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그

런데 포럼장이 술렁이고 있었다. 

“ 오주임, 봤어? 요꼬하마 시장 말이야 어머머 너무 멋지

지 않아?”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테이블 배치도가 먼저 떠올랐다. ‘에고고 시장님과 멀리 떼어 나야 

되겠는걸....’ 그때 과장님께서 종이 한 장을 들고 오셨다.

“오미영씨, 헤드테이블 배치 다시 해야겠다. 시장님 옆에 요꼬하마 시장을 배치해야 겠

어.”

“어머머, 과장님, 안되요~~ 여직원들이 요꼬하마 시장이 멋있다고 난리예요, 멀리 떼어

내야 해요, 시장님 사진 안나오면 어떡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테이블 배치를 다시 했다. 만찬장 문이 열리자 전자정부 협의체 구

성에 동의한 각 도시 시장들이 기쁜 표정으로 자리를 찾아 앉았다.

순식간에, 여기저기서 스포트라이트가 터지고, 시장님과 요꼬하마 시장이 정답게 악수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요꼬하마 시장의 카리스마는 시장님의 살인

미소에 눌려 버렸으니 말이다.............

연회행사로 이루어지는 뷔페음식은 음식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준비된 메뉴에 대한 간

단한 음식 소개 등을 호텔 측과 사전에 협의하여 종교적, 지역적 금기 음식을 피할 수 있

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회는 행사 담당자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체 줄넘기와 같은 것으로 한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는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의사소통이 원활한 해외 유학파 직원들

이 초청 귀빈을 1:1 의전토록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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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

1. 투어의 목적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 및 첨단기술을 자랑하는 IT선진도시로서의 우수성과, 유구한 역사

와 전통이 어우러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포럼에 참여한 도시 대표단 

및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투어를 추진하였다.

투어는 포럼행사와는 다르게 외국인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IT첨단 시설과 우리 고유의 전

통문화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며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IT와 전통이 조화되어 이번 행

사 참가자들의 큰 기대사항 이기도 하였으며, 재미는 물론 피부로 실감케 하여 세계도시 참가

자들에게 뜻깊은 방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투어 개요

  (1) 추진방향

투어는 "Technical IT투어"와 "전통문화체험 투어" 2종류로 운영하고, 야경투어로써 포

럼행사 둘째날 만찬이후 서울 IT체험코스를 운영한다. 투어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어는 참가자들이 관심분야 및 일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Technical IT투어 

 와 전통문화체험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둘째, 코스별 프로그램을 알차게 구성하여 참가자들이 개별적인 투어 보다 훨씬 유익하 

 고 만족스러우며, 서울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포럼 참가자 뿐 아니라 동반자까지도 쉽게 체험하고 참가자들의 소통과 공유, 화합 

 의 장이 되도록 한다.

넷째, 외부환경의 다양한 장소체험으로 참가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만일의 Risk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

(2) 투어 운영 개요

   가. 서울 IT체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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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 7. 8(화) 20:30 ～ 21:50

∎ 참가대상 : 해외도시 참가자 중 희망자

∎ 주요체험코스 

   - 서울광장(e-Culture 페스티벌 행사 참관, 남산타워 조명쇼 관람) 

    - 청계천 (청계광장, 테스트베드) 

나. Technical IT투어

∎ 일      시 : '08.7.9(수) 09:30 ～ 17:30

∎ 참가 대상 : 해외 도시 참가자 중 희망자

∎ 참가 인원 : 사전 및 현장 등록 후 확정

∎ 수송 차량 : 41인승 우등 버스 1대

∎ 진행 요원 : 영어 가이드 1인, 안전 요원 (자원 봉사자 2인), 기획사직원 1인, 서울시 

                직원 2인, 촬영기사(동영상, 사진) 2인

∎ 주요 일정 : 파주 LG Display - DMZ(제3땅굴,도라 전망대) - 디지털 파빌리온

∎ 사전 준비 사항  

   ∙ 참가자에게 출발 시간과 집결 장소 공지

   ∙ 등록 데스크 옆 안내게시판 준비

   ∙ 영어 가이드 및 자원 봉사자 사전 교육

   ∙ 항공 스케쥴이 출국 당일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공항 이동편과 시간 재확인

∎ 준비 물품 

   ∙ 차량 부착용 사인물, 집결 장소 표지용 사인물

   ∙ 간식 (개별 포장된 한과, 전통 캔디, 쵸코파이, 물) : 차량내 사전 비치

         ※ 한과의 경우 성분을 영문 표기한 스티커 사전 부착함.

   ∙ 우천 대비용 우의, 티슈, 비상 연락망, 구급 약품

   ∙ DMC 영문, 국문 리플렛 50부

다.  전통문화체험 투어

∎ 일       시 :  '08.7.9 09:00 ～ 14:00

∎ 참가 대상 : 해외 도시 참가자 중 희망자 

∎ 참가 인원 : 사전 및 현장 등록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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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송 차량 : 35인승 우등 버스 1대

∎ 주요 일정 : 가구 박물관 - 성락원 - 길상사 - 명원 다례 전시관 - 삼청각

∎ 진행 요원 : 영어 가이드 1인, 안전 요원(자원 봉사자 2인), 기획사 직원 2인, 서울시  

  2인, 촬영기사(동영상, 사진) 2인

∎ 사전 준비 사항 

   ∙ 참가자에게 출발 시간과 집결 장소 공지

   ∙ 등록 데스크 옆 안내게시판 준비

   ∙ 영어 가이드 및 자원 봉사자 사전 교육

∎ 준비 물품  

   ∙ 차량 부착용 사인물, 집결 장소 표지용 사인물

   ∙ 간식 (개별 포장된 한과, 전통 캔디, 쵸코파이, 물) : 차량내 사전 비치

         ※ 한과의 경우 성분을 영문 표기한 스티커 사전 부착함.

   ∙ 우천 대비용 우의 , 티슈, 비상 연락망, 구급 약품

   ∙ 성북동 관광지도 50부

(3) 투어 세부 진행순서

 가. 서울IT체험코스

시         간 내         용 비         고

롯데호텔 집결(10‘)

20:30~20:35

20:35~20:40

○ 참가대상자 집결

○ 참가자 확인

○ 롯데호텔 출발 (도보 이동)

서울광장 e-Culture, 남산타워죠명쇼(30‘)

20:40~21:00

21:00~21:10

○ 서울광장 e-culture IT문화행사 체험

○ 남산타워 죠명쇼 관람

청계천 IT체험(30‘)

21:10~21:15

21:15~21:35

21:35~21:40

○ 버스 승차 및 이동 (참가자 확인)

○ 청계천 관람 및 IT체험 (테스트베드)

    - 미디어보드, 포토메일작성 → 가로등 LED

       경관연출 및 무선인터넷 접속시연

○ 버스 승차(참가자 확인)

청계천가이드

즉석사진,

특별이벤트

롯데 호텔로 이동(10‘)

21:40~21:50 ○ 청계천근처 ‘삼일로’ 이용하여 호텔 이동

○ 롯데 호텔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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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내         용 비         고

롯데호텔 집결(20‘)

08:40

~

09:00

○ 참가대상자 집결

○ 버스 탑승

○ 참가자 확인

최종명단확보

여권소지 확인

안금희,류호석,임경호

파주 LG  LCD 견학(160‘)

09: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1:40

○ 장소 이동(90‘)

○ 파주 LG LCD 전시관(30‘)

○ 파주 LG P7투어, 전망대(30‘)

○ 식당(게스트하우스) 이동(10‘)

행사진행촬영(인터넷방송):1~2명

자원봉사:2명

점심 식사(80‘)

11:40~12:50

12:50~13:00

○ 점심 식사(70‘)

○ 버스 탑승(10‘)
안금희,류호석,임경호

DMZ(120‘)

13:00~13:30

13:30~14:30

14:30~14:40

14:40~15:00

○ DMZ 이동(30‘)

○ 제3땅굴 체험, 전시관 (60‘)

○ 장소 이동(10‘)

○ 도라산전망대(20‘)

누리꿈스퀘어 이동(80‘) 간식제공

15:00~16:10

16:10~16:20

16:20~17:00

○ DMC 이동(80‘)

○ DMC 거리 투어(10‘)

○ 누리꿈스퀘어 체험 (40‘)

DMC설명(가이드)

롯데호텔 도착(30‘)

17:00~17:30

17:30

○ 호텔로 이동

○ 호텔 도착

시         간 내         용 비         고

롯데호텔 집결(20‘)

08:40

~

09:00

○ 참가대상자 집결 

○ 버스 탑승

○ 참가자 확인

오경희,이은정,김혜숙,김혜진,자원봉사 2명

성북동 전통문화체험(180‘) 가이드:김현라

09:00~09:20

09:20~10:20

10:20~10:25

10:25~10:50

10:50~10:55

10:55~11:15

11:15~11:20

11:20~12:00

○ 장소 이동(20‘)

○ 가구박물관 관람(60‘)

○ 장소 이동(5‘)

○ 성락원 관람

○ 장소 이동(5‘)

○ 길상사 관람

○ 장소 이동(5‘)

○ 명원다례교육원 다례체험

촬영기사(1~2명)

점심 식사(90‘)

12:00~12:10

12:10~13:40

○ 장소 이동(10‘)

○ 삼청각에서 점식 식사(80‘)

롯데 호텔 도착(20‘)

13:40~14:00 ○ 호텔로 이동(20‘)

14:00 ○ 호텔 도착

나. Technical IT투어

다.  전통문화체험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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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찬 메뉴

가. Technical IT투어

∎ 장소 : LG display 게스트하우스 

∎ 메뉴 : 한식 특선코스

나.  전통문화체험 투어

∎ 장소 : 삼청각 청천당 

∎ 메뉴 : 한식 동백수라

◉ 특선코스 

1. 신선한 전복죽

2. 꿀과 수삼

3. 각색 밀전병과 훈제 연어쌈

4. 대하 요리

5. 세가지 전유화

6. 간장양념의 장어구이

7. 최상의 등심 바싹 불고기

8. 된장 조치와 진지

9. 계절과일과 전통차

∗ 채식 주의자의 경우 인원 파악 하여 돌솥 비빔밥 혹은 비빔밥 대체 가능

◉ 동백 수라 

1. 새우 완자 청포 묵탕

2. 홍시 소스 죽순 냉채

3. 아롱사태 냉채

4. 계절 전유화

5. 대하구이

6. 해물잡채

7. 제육 보쌈

8. 진지와 탕

9. 후식

∗ 채식 주의자의 경우 사전 인원 파악 후 교체 메뉴 구성

∗ 채식 주의자 오찬시 착석 후 삼청각 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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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어 추진과정

 ∎ 투어 계획 수립

      - 투어목적, 일정 및 적정시간, 장소 및 내용 등

 ∎ 투어 현장 답사

      - 답사기관별 사전협의 및 공문 발송

      - 답사내용 : 소요시간 및 경로, 교통흐름 파악, 체험코스 및 식사예약협의, 현장 영 

   어가이드 방법, 부대비용 및 기타 Risk 확인, 답사결과 보고 등

 ∎ 투어 코스 확정 및 세부 시간계획표 작성

 ∎ 방문기관 최종 협조 확인 및 명단송부, 투어 필요사항 준비

 ∎ 투어 참가자 확보 및 지속적인 확인

      - 투어참가 인원 저조시 적정인원 참여토록 다각적인 노력 필요

      - 투어 참가 예약인원에 대해서도 최종시간까지 참여 확인 필요

(6) 현장 사진

  가. Technical IT투어

LG LCD 견학관 내부

디지털 파빌리온 전시관

제 3땅굴 단체사진

LG LCD 건물외관 단체사진

디지털 파빌리온 4D 영상감상

디지털 파빌리온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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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전통문화체험 투어

(7) 참가자 명단

  가. Technical IT투어

길상사 삼청각 점심식사

명원 다례전수관 명원 다례 전수관 한복 착용

가구 박물관 내부 성락원 단체사진

번호 도시명 이름 직위

1 Kathmandu Mr. Dinesh Thapaliya Chief Executive

2 Kathmandu Mr. Nava Raj Thapa Revenue Officer

3 Kathmandu Mr. Shisir Prasad Manadhar ICT Officer of Kathmandu Metropolitan City

4 Kathmandu Mr. Tek bahadur Ghimire

5 Prague Mr. Radovan Steiner Councilor

6 Istanbul Mr. Hakki Tok CIO of Istanbul Metropolitan Municipality

7 Istanbul Mr. Omer Yildiz

8 Issy-les-Moulineau Mr. Eric Legale
Managing Director of Issy Media, 

Responsible for ICT strategies

9 Jakarta Ms. Sylviana Murni Mayor of Central Jakarta

10 Jakarta Ms. Dewi Musttika Tafal

Head Division for Information System on Econom-

ics, Development and Community Walfare, Offi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Jakarta 

Provincial Government

11 Teheran Ali-Asghar Ghaemi Director General-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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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통문화체험 투어

[Tip!] 함께 나누는 체험정보

1. 투어 일정계획후  꼼꼼하게 답사하면 투어의 질이 달라진다.

    - 투어코스, 식사메뉴, 관계기관과의 미팅 등 필요

  투어코스는 이동경로에 따른 시간 체크가 필수이다. 이동시간과 관람시간, 식사시간 등 꼼꼼히  

  따져서 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관련기관도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다. 특히  

  식사메뉴는 점심이냐 저녁이냐에 따라 메뉴선정이 달라지고 당연히 가격도 달라진다. 점심은 저 

  녁보다 가볍게 식단을 정하는 것이 좋고,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을 먹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별 

  도의 메뉴를 추가로 협의하여야 한다.

2. 모든 사항은 기획사가 하더라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 당연히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체크하지 않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으며, 아주 기본적인  

  것이라도 반드시 행사 진행시까지 여러번 확인한다.

3. 투어 준비사항 중에 날씨와 관계되는 물품은 행사 1~2일전에 준비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투어 준비사항에 우산, 우비 등이 있었는데 행사당일 날씨가 비가 오지 않아 해당 물품 무용지물 

  (장우산 10개, 우비 30개 정도 준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날씨에 관련 물품은 행사1~2일전에  

  준비해도 좋을 듯하다.

Head of Foreign Relations DepartmentMr. Ramazan KabasakalAnkara11

Member (Environment), CDAMr. Mazhar HussainIslamabad12

Director Municipal Administration, CDAMr. Momin AghaIslamabad13

Counselor of MayorMohammad KhodadadiTeheran14

Director, San Francisco Department of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ystems

Mr. Chris VeinSan Francisco15

Executive Manager for e-Administration and
Information Systems

Pilar ConesaBarcelona16

Luise Loeper

Mr. Ismail Yildirim

Mr. Lokman Erturk

Yuval Wittenberg

Mr. Shmuel Shkedi

Ms. Jana Vobornikova

Mrs. Marketa Reedova

Ms. Michelle Lousie Gilchrist

Mr. Micheal William Sutherland

Mrs. Dolores Maria dos Santos

Mrs. Marcia Regina Ungrarette

Name

Vice MayorAnkara9

Director of IT DepartmenAnkara10

Berlin17

Senior Advisor to the MayorJerusalem8

7

6

5

4

3

2

1

No.

Head of Multilateral Affairs Unit in the International
Affairs Department

Prague

Deputy mayorPrague

Teacher – his partnerPerth

Deputy Lord MayorPerth

Secretary of AdministrationSao Paulo

Jerusalem

Sao Paulo

City

Deputy Mayor of Jerusalem

Under Secretary of Administraion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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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및 경호문제는 관례상 범위 내에서 진행하면 된다.

 행사계획 단계에서 리스크관리로 논의되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안전문제로 경찰관의 수행할 것인 

 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 의전상 부시장급이하는 별도의 수행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그냥 경 

 찰관 또는 경호 수행원없이 진행했었는데 결론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전등급으로 투어  

 의전을 하면 될 것 같다. 

 - 투어 수행자 요원 다수 투입 (투어담당자(2명), 영어가이드, 기획사 수행원 4명(영어가능자, 사 

  진기사1명포함), 인터넷방송 카메라기사 1명)

5. 식단 메뉴 결정시 종교적인 이유로 육식이나 가리는 음식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체 식단을 

    준비하여야 한다. 

 - 주로 육식을 안 먹는 사람은 이슬람 문화권에 계신 분들이며, 해산물과 과일, 야채 위주로 식단을  

  준비한다. IT투어에서는 점심식사 메뉴를 ‘비빔밥’으로 대체했는데 의외로 잘 먹는 편이었다. 먹 

  는 방법이 우리와 다르긴 했지만...(젓가락을 이용해 야채를 건져먹는 식으로 먹는 것을 보았다.)

6. 리에종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러므로 행사기간 중에 투어를 신청한 외국손님들에게  

      투어일정을 강조하고, 혹시 투어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문제가 생겼을 시 변동사항을 

    신속히 투어담당자(진행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하여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이 잘 전달이 되지 않아 불참 확인에 따른 시간이 지연되어 투어출발 

 시간이 좀 연장(15분정도)이 되었다. 투어명단 최종본이 당일 아침에 5번 정도 변경되어, DMZ관 

 계자와 예통문제로 많이 분주하였다. IT투어는 출발 직전 불참자가 6명이 발생하여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리에종들을 잘 알았던 백현식 팀장님께서 불참사실을 빨리 확인하여  

 주셔서 투어를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재미있는 포럼속 숨은이야기

“서울IT체험” 촛불집회로 죽은 것 같았으나 살았다

투어 프로그램 중 하나인 서울IT체험코스는 행사2일째 저녁 만찬 후 서울광장에서 e-Cul-

ture 및 서울의 야경 대표적인 서울타워(남산타워)의 조명쇼를 관람 후 청계천에 위치한 유

비쿼터스 체험관인 테스트베드를 체험하고 청계천주변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숙소에 돌아오

는 것이었다. 

IT투어와 전통문화체험보다 협조기관이 많았고, 안전문제로 인해 인력도 다른 투어보다 2배

가량 배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촛불집회로 e-Culture 행사장소가 변경되었고 연계하여 투어를 진행하고

자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동안 준비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 좀 허탈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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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려오긴 했지만 행사를 하나 덜 진행해도 된다는 것이 큰 짐 하나를 덜었다는 안도감도 있

었다. 

행사당일(7월 8일) 이틀째 만찬을 다 마치고 보니 저녁 9시이었다. 만찬시간이 당초 예상했

던 것보다 30분이나 더 연장되었던 것이다. 만약 서울IT체험 투어가 계획대로 진행되었더라

면 직원들에게도 외국손님들에게도 무리한 행군이 아니었을까 한다.

당초 IT투어 프로그램은 ‘LG LCD공장’견학과 파주시청이 운영하는 ‘유비파크’를 관람하는 것으로 전

일동안 이루어지는 투어였다. 행사준비과정에서 모 간부께서 ‘서울시가 행사를 진행하면서 왜 파주에

서만 노느냐?’하는 의견이 있어서 파주 유비파크 관람을 취소하고 서울시내에서 IT를 견학할 수 있는 

DMC에 있는 ‘파빌리온(누리꿈스퀘어)’을, 외국인의 투어장소로 인기 있는 ‘DMZ’를 견학지로 추가

하였다. 

투어 당일 날 아침, 모스크바 대표단 4명, 필리핀 대표단 3명이 갑자기 투어를 취소하였다. 변덕이 심

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출발 전에 이래저래 바빴다. 특히 DMZ 견학은 사전에 반드시 DMZ 부대와 예

통을 해두어야 하므로 신속하게 취소자의 명단을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리무진투어버스를 타고 가면서 ‘모스크바 대표단이 왜 갑자기 투어를 취소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

다. 혹시 투어에 DMZ가 있어서일까? 가이드에게 6.25전쟁 배경의 설명을 들으면서 모스크바 대표단

이 왔더라면 ‘그리 유쾌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 모스크바 대표단이 DMZ투어를 

추가한 사실을 몰랐다가  갑자기 알게 되어 취소한 것은 아닌지? 어쨌든 DMZ 투어는 누구한테는 피하

고 싶은 투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DMZ 주요경로는 ‘제3의 땅굴’ 체험과 전시관, ‘도라산 전망대’ 2곳이었다. 다행히도 날씨가 아주 쾌청

하여 개성과 DMZ구간의 전경이 아주 잘 보였다. 뜨거운 여름날 모노레일을 타고 땅굴 속에 들어가자

마자 닭살이 확 돋았다. 냉장고는 저리가라 에어컨도 저리가라 할 만큼 시원했다. 시원한 땅굴 속으로 

내려가 보니 국외·국내 관광객으로 꽉 차 있었다.  1일 방문객 2,800명이라 하니 파주시의 큰 관광 수

입 중에 하나일 것이다. 북한 때문에 남한이 덕 보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닌가 한다.

땅굴의 배경은 북한이 남한을 전쟁도발하기 위해 판 들어온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인기 있는 투어 장

소가 되어버렸다. 어쨌든 이곳은 남북한의 아픈 분단현실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보안교육 장소

중 하나이다. 직원들도 한번씩 다녀오면 좋겠다. 

DMZ투어는 우리나라를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곳 이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

을 것이다. 그래서 매우 인기가 있는 투어장소가 되었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쟁 스토리와 땅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촬영 이 전혀 안 되고, 무장한 군인들에게 

여권이나 신분증을 보여줘야만 통과되는 DMZ.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인에게도 보안교육 

투어로 꼭 추천하고 싶다.

외국인은 ‘DMZ 투어’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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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e-Culture 페스티벌

1. 추진배경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첨단기술의 기반을 갖춘 서울에서 참여·공유·개방의 Web 2.0 시

대를 맞이하여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문화코드를 e-Culture로 명명하였다. e-Culture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던 문학,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모습과 형태의 문화활동들이 온라인으

로 옮겨가 그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행해지는 모든 양상을 의미한다. 

문화의 수요자에만 머물러 있던 대중이 이제는 문화소비를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문화를 생

산·재생산하는 공급자로 변모하였으며 참여형 문화와 프로슈머의 활동에 의한 e-Culture의 

생산은 정치·경제·사회·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문화·관광도시 서울의 대표적인 콘텐츠로서 e-Cul-

ture를 부각시키고 IT산업 분야에서 관·산·학이 협력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IT축제

로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 기간에 연계하여  Seoul e-Culture Festival을 추

진하였다.

2. 행사개요

  (1) 개최의의

Seoul e-Culture Festival의 개최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IT기술과 매체가 매개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는 기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 사

회관계방식, 행동양상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문화적인 요구

를 수용하고 국가 사회의 발전방향과 조응하는 방향으로 문화양태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e-Culture의 막대한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 등 에서 생산적

인 e-Culture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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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방향

관·산·학이 협력하여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문화코드인 e-Culture에 적극 대응하고 이를 

육성하여 IT Korea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확대시켜 나가고자 한다.

(3) 운영개요 

∎ 장      소 :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및 서울시립대학교 일원

∎ 참가대상 : 청소년, 대학생 및 일반시민

∎ 기      간 : 온라인 2008.6.19(목) ~ 6.30(월), 오프라인 2008.7.7(월) ~ 7.8(화)

6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오프라인 축제의 사전 행사로 각 테마별 온라인 예선전을 실시

한다. 홈페이지(eculture.seoul.go.kr)를 통해 누구나 참여하고 참여 작품을 감상 할 수 

있도록 개방하였다.

7월 7일과 8일, 개막식과 함께 온라인 예선을 거친 참가자들의 최종 대결이 오프라인 무대

에서 펼쳐진다. 각종 게임의 치열한 준결승/결승전을 비롯하여 디지털 뮤직 경연이 축제 형식

으로 진행되며 그 외 분야별 우수 작품들이 공개되었다. 

∎ 행사구성 : 학술심포지엄과 5개 부문의 경연 등으로 구성

총 5개의 테마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없는 경연을 진행하며 5개 테마는 e-Sports, Dig-

ital Photography, Digital Music, UCC, Digital Design이었다.

먼저 e-Sports분야에서는 CJ 인터넷과 함께 서든어텍, SD 건담, 마구마구 등의 온라인 

게임 대회를 펼쳐 우승자를 가려냈으며 Digital Photography는 특정 주제 하에 디카에세이 

사진을 공모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였다. 직접 무대에서 공연을 하므로써 열띤 경합을 벌

인 Digital Music은 리믹스 창작곡으로 최고 뮤지션을 가리는 자리였다. UCC 경연 분야는 

다채로운 모습을 담아낸 영상의 축제였으며 마지막으로 Digital Design 분야 창의적인 웹디

자인 작품이 많이 탄생한 축제였다.

경연 행사 외에 e컬쳐를 주제로 한 학술심포지엄도 개최되었다. 행사 첫날인 7월 7일, 자연

과학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Seoul e-culture Symposium’에서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이 참석하여 아직 불모지나 다름없는 e컬쳐 분야를 학술적, 이론적으로 접근하였다.  

이 밖에 부대 행사로 살아있는 디자인 강의, 대학 동아리 페스티발, 엠블럼 페인팅 및 타투 

서비스 등의 체험 행사도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행사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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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운영

  (1)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

e-Culture 자체 제작 홈페이지로 2008년 6월 18일 오픈하였다. 홈페이지의 메인 색상은 

로고의 메인색상인 연두와 블루를 모티브로 설정하였다. 또한 타겟층이 인터넷문화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청소년과 대학생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젊음과 IT를 컨셉으로 최대한 움직임이 

많은 아이콘 위주로 개발하였다. 각 부문별 사전 공모전이 홈페이지에서 펼쳐졌다.

 ∎ 주소 : http://eculture.seoul.go.kr

 ∎ 홈페이지 구성

  (2) 오프라인 행사장 구성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7월7일과 8일 

양일간 개최된 Seoul e-Culutre Festival의 

현장 배치도 및 무대사진은 다음과 같다.

(사진1)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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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메인 무대

(3) 오프라인 행사내용

행사 양일간 개막식을 비롯한 e-Sports 준결승·결승전과 Digital Music부문 경연이 펼

쳐졌으며 살아있는 디자인강의, 동아리 페스티발과 같은 부대행사를 비롯하여 e-Culture 관

련 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Digital Music부문에 참여한 10

팀의 성적이 모두 탁월하여 강원래, 손무현 등 5명의 심사위원과 20인의 e-Culture 심사단 

모두 우수곡의 선정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했다.

✠ 프로그램 스케쥴

    2008년 7월 7일(월) 프로그램

행     사     명 시      간 비      고

사전준비&리허설 12:00~16:30

SD건담 (4강/2전) 16:30~18:00

개막식 18:00~18:30

마구마구(4강/2전) 18:30~19:30

서든어택(4강/2전) 19:30~20:30

체리필터 축하공연 20:30~21:00

행     사     명 시      간 비      고

체험/홍보/부대행사 12:00~15:00

SD건담(결승/1전) 15:00~16:00

동아리페스티발(락1팀) 16:00~16:30

마구마구(결승/1전) 16:30~17:30

살아있는 디자인강의 17:30~18:00

서든어택(3-4위전/1전) 18:00~19:00

동아리페스티발(락1팀) 19:00~19:30

서든어택(결승/1전) 19:30~20:30

Digital Music 경연대회 20:30~22:00

    2008년 7월 8일(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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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스케치

∙개막식

∙e-Sports 경연에서 시상에 이르기까지

∙살아있는 디자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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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Music 경연에서 시상에 이르기까지

∙동아리페스티발

∙체험행사 - 페인팅 및 타투서비스, e-Culture를 누벼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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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공연 - 체리필터

∙무대 공연 외 - Digital Photography, Digital Design 최우수작품

∗ 황윤찬 ‘우리는 지금 e-Culture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지선 ‘e-Culture'

4. 행사홍보

  (1) 홍보물 배포

 축제의 사전 홍보를 위해 고등학교, 대학교 및 구청 게시판에 포스터를 부착하고 초청장을 

배포하였으며 행사 당일 방문객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우산리플렛과 각종 기념품을 배포하였

다. 기념품은 행사를 위해 진행본부에서 자체 제작한 기념우산을 비롯하여 행사 후원업체인 

한국인터넷 진흥원과 다음커뮤니케이션에서 지원한 기념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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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채 리플렛 및 각종 기념품(후원사 기념품:마우스패드,메모패드)

· 지하철 모서리광고 : 지하철 5호선 부착

(2) 옥외광고

더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기 위해 초기 행사예정지였던 서울광장과 상암 월드컵공원 

근방에 가로등 배너를 100조 이상 설치하였고 서울시내 전광판과 지하철 5호선 모서리광고, 

자체 제작한 홍보버스를 이용하여 행사를 홍보하였다. 

  · 현수막 및 배너 설치 : 서울광장 일대 및 상암 월드컵공원 근방

· 홍보인쇄물 : 포스터,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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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스티커 데코레이션 광고 및 시내 전광판 광고

(3) 매체광고

각종 중앙지에 30회 이상 행사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TV프로그램과 라디오 방송에 소개되

는 등의 매체홍보가 이어졌다.

TV

/

라디오

/

인터넷

/

신문

► 7/11일 SBS 게임쇼 즐거운 세상

 - 행사 후기 내용 방송

► 7/7일 SBS 게임쇼 즐거운 세상- 행사 소개 내용 방송

► 6/23일 MBC 라디오 아침뉴스

 - 행사 고지 멘트

► 7/2 마포 FM 100.7 송덕호 쌈박시사

 - 김혁교수 전화 인터뷰 실시

► 7/8 일 KBS 시사충전 여기는 서울입니다

 - 7/7일 현장 취재 상황 방송

► 6/30 서울시 인터넷 방송

 행사관련 신문기사 보도- 조선일보, 연합뉴스, 서울신문, 매일경제 등 주요 신문사     

    30건 이상 보도

보도자료 스크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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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온라인광고

지역에 구애를 넘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축제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다음과 넷마블, 서울시 

홈페이지등에 대대적으로 행사광고를 노출하였다.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배너 노출 - 다음커뮤니케이션즈 / 넷마블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학교 90주년 홈페이지에 배너 노출

∙서울시 홈페이지 및 학교 90주년 홈페이지에 배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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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미개척지나 다름없는 e-Culture 분야는 정치, 경제, 사회, 산업적으로 중요한 분야이며 

전 세계를 둘러보더라도 구심점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과 연계하여 준비한 금번 축제는 더욱 커다

란 의미를 가지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첫 회 행사가 그렇듯이 시행착오와 우여

곡절도 있었다.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맞춰 7월에 예정된 다소 촉박한 축제 행사일정을 

감안하여 대대적인 홍보에 적극 힘썼으나 행사 준비기간과 공모전 접수기간이 짧아 특정 부문

의 경우 공모전 참여자 수가 저조하였고, 서울광장에서 실시 예정이었던 개최 장소를 연일 계

속되는 촛불시위로 인해 상암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으로 급히 변경하고 축제 장소변경에 대한 

공지 및 재 홍보에 힘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섭외와 광범위한 홍보로 인해 순조로

울 것으로 예상했던 현장 집객이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금년 행사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사

항을 바탕으로 추후 더욱 업그레이드 된 2nd Seoul e-Culture Festival을 성공적으로 실

시함으로써 노릴 수 있는 기대효과는 세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치적으로는 페스티발의 주제를 서울시정 홍보와 연계시켜 시민지지를 확대시키고 

시민요구에 호흥하는 서울시의 정책전개가 가능하다는 것

둘째 사회적으로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서울시 정부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청소년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 다양한 문화기회를 제공 할 수 있다는 것

셋째 경제적으로는 페스티발을 통해 생성된 다양한 문화 산출물들을 상품화시키고 유통시

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고 추후 국제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서울을 IT도시로 각인시키

고 홍보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여 관광객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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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주도로 세계 도시간 전자정부 분야 교류·협력모델 마련

  서울시 전자정부 사업은 조직 내부적으로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해 왔다. 특히 민선 4기에 와서는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

울" 건설을 위해 "유비쿼터스 서울, 세계최고의 전자정부"를 목표로, 첨단 IT기술을 행정에 접

목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행정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u-Seoul 서비스

를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전자정부와 차별화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

는 시민접점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구현하였다.

이제 서울은 세계적으로 전자정부 분야의 우수 도시로서 세계 여러 나라·도시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계 도시간 정보화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럼은 전자정부 선진도시인 서울이 주도하여 그동안 서울에서 추진한  전자정부 서비

스와 노하우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세계 각 도시의 전자정부 우수 모델을 상호 공유하고자 개

최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지속가능한 전자정부 협력 및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한 참여도시와

의 공동 논의를 통해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도출하였다.  

참여도시 시장과 대표단은 전자정부 분야 도시간 협력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였고, 이를 위

한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에 대한 참여의사 및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당초 "서

울 IT선언"을 “서울 전자정부 선언”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간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세계 도

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창립하는데 합의하였다.

서울시는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통해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합의를 이끌어냄

으로서, 그동안 기존 국제 협의기구에 수동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것에서 서울시가 최초로 

주도하는 국제협의체를 창립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에 그 성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시가 전자정부 분야 글로벌 리더쉽을 발휘하여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의 주도

적인 역할을 획득하고 세계 도시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의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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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금번 포럼 참여도시들 뿐만 아니라, 포럼에 관심을 보이고 협의체 참여를 희망

하는 여러 도시들과 지속적인 연대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09년 CIO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서 ’10년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어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명실상부한 전자

정부 분야 최고의 국제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성 국·내외 홍보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IT신기술과 우수 전자정부 시스템의 공유와 체험의 장이 되었다

는 평가를 받았다. 

무엇보다도 시장라운드테이블에서 “서울 전자정부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시장님께서 직

접 발표한 내용은 서울시 전자정부 구축 전략과 시행되고 있는 주요 우수사례, 미래비전 등을 

제시하며 해외도시 대표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흥미를 이끌어 냈으며, 시장라운드테이블3에서 

“서울 전자정부 선언”에 합의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행사 후에 본, 민스크, 이치가와시,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등 20여개 여러 도시 대표들이 감사서한을 통하여 서울시 전자정

부 우수성에 감명 받았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오

기도 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IT요소를 적용하고 직접 체험토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였다. 우선 행사장 전역에 무선인터넷과 전용유선망을 적절히 배치하여 행사장 내에서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자회의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도시 대표가 좌석

에 있는 터치스크린 화면을 통하여 회의진행사항, 관련 정보, 발표자료를 동시에 수집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또한 전자회의시스템과 연계한 무대의 와이드스크린 화면도 행사의 격을 높이고 

IT를 적용한 또 하나의 사례일 수 있다. 

전시관도 단순히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는 직접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기

존 판넬 위주의 전시에서 LCD터치 모니터를 활용한 역동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교통카드를 

가지고 버스를 직접 환승할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되었다.  또한 첨단 u-City기술과 GIS를 

활용한 각종 시스템을 직접 가동해보고 확인 할 수 있었다. 

워크샵은 연사의 발표뿐만 아니라 토론이 주가 되도록 진행되었고, 해외도시에서 직접 토론

에 참가하여 해외도시 사례와 새로운 적용에 대한 견해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370 ∙Ⅳ 성과와 향후계획

이러한 행사개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서울시 전자정부 우수성을 홍보마케팅하고 서울 전자

정부를 브랜딩 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회가 되었고, 국제적 역량 강화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

벌 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3.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추진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은 처음 시도되는 국제행사였고, 짧은 준비기간과 적은 준비인력

에도 불구하고, 회의 진행 및 현장 운영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로 국제회의 운영에 새로운 가

능성과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타 부서 및 기관의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1) 초청, 의전

본 행사는 기존 협의체의 총회 성격이 아닌, 최초로 기획되어 시작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해

외도시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세계 도시들에 행사를 개최하는 의의와 필요성, 참석해

야 하는 이유를 홍보하고 설득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도시마다의 특성을 파악하여 도

시 수준에 맞는 전략적인 초청방안이 필요했다. 또한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미처 고려하지 못했

던 많은 도시별 상황들(의회, 휴가, 시장 선거 등)과 행사기간 얼마 후에 열리는 북경 올림픽, 

초청 기간 및 제공내역의 제약 등은 초청에 큰 장애가 되었다.  

이러한 여러 제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35개 도시가 참석하여 행사를 빛내주었으

며, 국제회의 초청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향후 더욱 성공적인 회의 개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본, 프랑크푸르트, 요코하마, 민스크 등 세계 주요도시 시장들과 북경, 

모스크바,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샌프란시스코, 프라하, 마닐라 등 전 세계 대륙 주요도시 

대표들이 참석하여, 앞으로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력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참가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수행통역 및 리에종을 통해 세심한 배려

와 관심으로 의전을 한 결과 행사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행사의  이미지 더 나아가서

는 서울, 한국의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2) 회의, 공식행사

이번 포럼의 또 하나의 성과로 안정적이고 세심한 회의운영을 들 수 있다. 개막식, 시장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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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테이블, 서울 전자정부 선언까지 한순간도 긴장을 낮출 수가 없는 상황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메인무대의 와이드스크린과 전자회의시스템은 스텝 중 한명의 잠깐 실수로도 바로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전체 시간분배에 따른 20~30여명 발표자의 발표시간 조절과 사회

자의 원할한 진행들이 필수 요건인 상황이었으며, 각 도시 발표자의 추가되는 요구사항들은 사

전 셋팅되어 있는 시스템에 무리가 갈 수 있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의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진행되었고, 각 시간

마다 도시대표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치밀하고 섬세한 행사기획과 사전준비, 행사진행 중 스텝들의 완벽한 호흡 등이 뒷

받침 되었으며, 세계 도시 대표들이 발표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덮고 정해준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발표한 것도 주된 이유가 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시장라운드 테이블을 사회를 

맡아 회의를 이끌어 준 전 ICU 허운나 총장과 럿거드대 마크홀저 교수의 역할이 중요했다.

본 포럼은 기존 국제회의에서 흔히 볼 수 없었던 전자회의시스템과 와이드 화면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회의진행의 새로운 방식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며 국제회의 유치를 원하는 기

관에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야외 및 행사장 무대, 각종 제작물 등 행사장 조성 및 디자인에 비중을 두어 내용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면에서도 외부의 관심을 집중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3) 전시

호텔 로비에서 진행된 전시는 최초에 소규모로 서울시 전자정부관을 운영하는 수준에서 기획

되었다. 그러나 준비과정에서 좀 더 역동적인 서울의 IT시스템을 소개하고 전시가 아닌 체험의 

공간으로 구성하고자, 전시규모를 확대하고, 민간 IT기업을 유치하였다.

전시는 서울시 홍보관, 서울시 전자정부관, 민간IT기업관, 세계관으로 구성하였으며, 기존

의 틀에 박힌 형식에서 벗어나 현재 트렌드에 맞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여 주변 경관과 어우

러지는 디자인으로 구성하였으며, LCD를 활용한 전시와 와이브로, 유비쿼터스, GIS 등 첨단 

IT 기술을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첨단 전시 시스템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참가자들의 많은 관심으로 서울시 전자정부 홍보 

및 각 전시 참여업체 IT기술에 대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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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세션(u-City, GIS)

전문가 세션은 GIS와 u-City 두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으며, 당초 예정보다 

200% 정도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해외도시 참석자는 물론, 국내전문가, 관

계 공무원, 관심 있는 시민고객이 다수 참여하여 IT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한 여러 우수 사례들

과 미래 비전에 대한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되었다.

4. 파급 효과

                          (1) 국제도시 서울 브랜드 가치 향상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등 서울이 국제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통하여 IT분야 세계 중심도시로 부각하고, 향후 CIO급 실무협의회 개 

 최, 창립총회 주도를 통하여 세계속에서 서울의 전자정부 및 IT선도 도 

 시의 국제적 위상 확립

  (2) 서울시 글로벌 마케팅에 기여

세계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서울시 전자정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서울의 브랜드 파워

강화 및 이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 세계속에 우리시의 우수한 전자정부

모델 및 IT 기술 홍보 

  (3) IT관련 산업 해외진출 기회 확대

우리시의 우수한 전자정부 시스템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통한 관련

민간 IT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및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및 IT관련

기술발달에 따른 IT산업 육성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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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과제제2장

1.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금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가장 큰 성과는 참여도시 대표들이 시장라운드테이블에서 

세계 도시간 지속가능한 발전과 협력을 위하여 서울 전자정부 선언을 채택하고 “세계 도시 전자

정부 협의체”를 창립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서울 전자정부 선언” 마지막 부분 실천사항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다.

실천사항

포럼에 참여한 세계 도시시장과 도시대표들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도시 전자정부간 공동 협

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 또한 전자정부간 교류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세계 도시 전자

정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동시에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을 위해 2008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개최도

시인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세계 도시들과의 협의를 통해 2년 후인 2010년 세계전자정부 총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것이다.

본 선언문은 2008년 7월 8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채택됨

우리시에서는 “서울 전자정부 선언”에 따라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

기구 창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 정보화기획단내에 “글로벌 전자정부팀”을 신설하여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창립, 총회 개최 준비 등을 위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게 할 것이다.

사무국에서는 협의체 창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간 연락 및 조정기능과, ‘09년 실무협의

회, ‘10년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추진하게 된다.

사무국 우선 추진 사업으로는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의 성과를 분석하고, 포럼 참여도시 

및 관심도시, 그 외 세계 여러 도시들에 포럼의 성과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알리고 참여를 독려

하는 홍보 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협의체 공식 포탈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협의체 포탈사이트는 세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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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자정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GIS·유비쿼터스 등 신기술을 소개하며, 참여도시 소식을 올

리는 등 정보공유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며, 협의체 창립·운영 방안 등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고, 디지털 격차·행정투명성·전자시민참여·정보화 신기술 등 전자정부 주요 이슈에 대한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하여 세계 도시간 온라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별로 특

색있게 전자정부 사업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며, 분기별로 웹진을 발간하여 

협의체 창립 관련 추진 사항과 전자정부 신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는 도시 상호간 전자정부 교류·협력촉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도시간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능률·투명성 제고, 시민 온라인 서비스·시민참여 활

성화 도모, 세계 도시간 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공동 협력 연대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전자정부 분야의 대표성 있고 공신력을 갖춘 도시간 국제 협

의기구로 발전시켜, 서울시가 전자정부 분야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다는 계획이다.

또한 UN, World Bank, OECD 등 국제기구와 메트로폴리스, UCLG (세계 지방자치단

체 연합)등 도시 간 협의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후원이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08. 10월에는 국제관계 전문가, 전자정부 전문가, 학회, 업계 대표 등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준비위원회에서는 국제기구 설립 운영 관련 규정, 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자문,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운영방안, 규약, 공동협력 대상사업 도출 등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

의체 창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09년에 개최될 실무협의회는 각 도시의 정보화책임관(CIO)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의

체 규약(공식명칭, 목적, 회원, 회비, 회의, 조직 등)을 마련하고, 총회·회의 등 세부 운영방

안과 일정을 협의하는 등 창립에 필요한 기본사항에 대한 의견조율의 시간이 될 것이며, 실무

협의회 논의사항을 기반으로 ’10년 창립총회를 실시함으로써 의장, 부의장 선출 및 협의체 정

관·규약 등을 확정하고 도시간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등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대외적으

로 공식화하게 될 예정이다.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가 창립되면 전자정부 우수모델·아이디어를 발굴, 보급하는 등 도

시간 전자정부 우수모델을 공유·확산하고, 도시별·계층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

진하며, IT를 활용한 행정프로세스 혁신, 온라인서비스 개선, 행정투명성 제고 등을 통하여 전 

세계가 전자정부를 통해 지속가능하게 협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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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글로벌 홍보마케팅 강화

서울시 전자정부는 UN 후원하에 실시한 ‘세계100대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3회 연속 세

계1위로 평가되어 “세계 전자정부 수도” 라는 명칭을 공인받았으며,  서울의 전자정부 우수성

은 세계 각국의 도시들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03년 이후 현재까지 70여개국 

1,200여명의 정보화 관련 공무원, 학계, 기관 등에서 서울시를 방문하여, 전자정부 모델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을 얻어갔으며, 현재에도 방문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04년 11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시와 전자정부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서울시 전자정부 모델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05년 7월에는 베트남 하노이시, ‘05년 

9월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타르시, ’07. 5월 터키 앙카라, ‘07.10 케냐 나이로비, ’08.7 

타이베이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등 7개 도시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계 전자정부의 우수한 모델이 되고 있다.

'07년에는 민·관협력사업으로 포스데이타와 MOU를 체결하고, (전)정보통신부 IT 해외수

출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하노이와 나이로비에 전자정부 타당성 조사(F/S)를 실시하였으

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나이로비의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과 e-하노이 프로젝트 등 사업

화 대상을 모색 중에 있다.

국제기구나 회의 등에 참여하여 서울시 전자정부 전략을 발표하고 우수시스템을 전시하

며, 국제 어워드 등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계속 될 

것이다. ‘07.10월에 PSTM(공공부문기술경영) 주관, 전자정부 기술상을 수상하였고, ’08. 

6월에 UNPAN(유엔행정 네트워크) 주관, UN공공행정상에 사이버정책토론방을 출품하여 

Finallist에 선정된 바 있으며, ‘08.10월에 전자정부 기술 정상회의에 참가하여 우수사례를 

발표할 예정에 있다.   

‘08.5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WCIT(World Congress on IT) 

2008 대회에 참가하여 주제발표 및 u-Seoul 전시관을 운영하고, ’14년 WCIT 대회를 서울

에 유치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WCIT는 WITSA(세계 정보기술 서비스 연맹 : 전세계 IT시장 90%이상을 대표하는 70여

개국 IT협회 콘소시엄)가 주관하며, 컨퍼런스, 엑스포, 글로벌 IT Awards 시상식 등이 개

최되어 IT분야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국제대회로, 2년마다 대륙별 순차적으로 개최되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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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아시아대륙에서는 ‘14년에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정보통신박람회인 “ITU텔레콤 

월드 ‘12년 대회” 서울 유치에 대해서도 행사 소요비용과 파급효과 등 유치타당성 검토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전자정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여 서울시에 특화된 전략사

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이며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를 통해 도시간 교류협력을 

주도하는 등 세계 전자정부 선두 주자로서의 역할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



보도자료 모음

수기(행사운영 참여자)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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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5월 29일자】

【동아일보 -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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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5월 29일자】 【파이낸셜뉴스 - 5월 2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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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6월 27일자】【경향신문 -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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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 6월 27일자】 【한국일보 -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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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6월 27일자】

【국민일보 -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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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6월 2일자】

【아시아경제 - 6월 2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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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6월 2일자】

【중앙일보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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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6월 2일자】

【서울경제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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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7월 8일자】

【문화일보 - 7월 4일자】

【문화일보 -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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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7월 7일자】

【한국경제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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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즈 - 7월 9일자】 【조선일보 - 7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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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7월 8일자】 【서울신문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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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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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7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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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도현황  ▌ 

▏5.29

전자신문 :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서울서 7월 열린다 내용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세계 전자정부 우리가 이끈다"> 내용보기

연합뉴스 : 서울시 7월 市長포럼 개최..'서울IT선언' 채택 내용보기

뉴시스 : 서울시,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최 내용보기

하이서울뉴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7월 개최 내용보기

아이티데일리 : 서울, 세계 전자정부의 미래 '선봉' 내용보기

쿠키뉴스 : 서울시，세계 전자정부 선도…‘서울 IT선언’ 채택 내용보기

보안뉴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7월 서울서 열린다 내용보기

시민일보 : 전자정부시장 포럼 7월 개최 내용보기

오라뉴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7월 서울서 개최 내용보기

▏7.4

전자신문 : [이사람]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내용보기

▏7.8

연합뉴스 : 서울시 '세계전자정부 시장포럼' 8일 개막 내용보기

뉴시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포럼 개막 내용보기

전자신문 :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 거는 기대 내용보기

CBS노컷뉴스 : 오세훈, 세계 도시 시장과 만나 협력 방안 모색 내용보기

하이서울뉴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오늘 열린다 내용보기

디지털타임스 : '전자정부' 세계 도시들 손잡는다 내용보기

디지털타임스 : 이런게 100달러 노트북PC죠 내용보기

▏7.9

파이낸셜뉴스 : 세계전자정부 포럼 서울 개막 내용보기

뉴시스 : <종합>서울 등 세계 35개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구성 내용보기

뉴시스 : 서울 등 세계 35개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만든다 내용보기

연합뉴스 : <송정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문답> 내용보기

한국일보 : 서울등 세계 35개도시 교류·협력 'IT선언' 채택 내용보기

노컷뉴스 : 서울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서 선언문 채택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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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 서울 중심의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내용보기

연합뉴스 : 세계 35개 도시 `서울 전자정부 선언' 채택(종합) 내용보기

뉴시스 : <일문일답>오세훈-네그로폰테 대담 내용보기

연합뉴스 : 네그로폰테 교수 "규율.효율성은 창의의 적" 내용보기

뉴시스 : <대담>오세훈 시장-니콜라스 네그로폰테 MIT 미디어 랩 창립자 내용보기

쿠키뉴스 : 세계 35개 도시 ‘서울정보기술 선언’ 채택 내용보기

ITDAILY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서울 IT 선언’ 발표 내용보기

전자신문 : “정보격차 해소는 전자정부의 주된 목표” 내용보기

아시아경제 : <고침>오세훈시장, 세계 시장들과 '서울 e-정부 선언' 채택 내용보기

전자신문 : 세계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내용보기

전자신문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 내용보기

연합뉴스 : '전자정부 포럼' 개막..'서울 IT선언' 채택 내용보기

헤럴드경제 : 전자정부 포럼 개막 참석 내용보기

머니투데이 : 세계전자정부포럼 개막...'서울IT선언'채택 내용보기

뉴시스 : <용어>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내용보기

뉴시스 : <전문>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서울IT 선언문 내용보기

하이서울뉴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 ‘서울 IT 선언’ 발표 내용보기

아시아경제 : 오세훈시장, 세계 시장들과 '서울 IT 선언' 채택 내용보기

뉴시스 :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개막 내용보기

전자신문 : `IT리더 서울` 세계에 알린다 내용보기

보안뉴스 : 오 서울시장,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협력방안 논의 내용보기

디지털타임즈 : “u시티 플랫폼 표준화 시급” 내용보기

동아일보 : [수도권]“디지털행정이 효율-투명성 높여” 내용보기

▏7.10

한겨레 : 니콜라스 네그로폰테 “북에 컴퓨터 지원해 정보격차 해소해야” 내용보기

전자신문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내용보기

오마이뉴스 : 세계 도시 전자정부 협의체 발족 내용보기

디지털타임스 : "극빈국 아동 5000만명에 노트북 제공" 내용보기

디지털타임스 : [사설] `전자정부시장포럼`을 도약의 계기로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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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운영인력 수기 - 이현석 (리에종)

나는 지난 7월 7일에서 9일까지 롯데 호텔에서 개최된 세계 전자 정부 시장 포럼에 리에종 

업무를 수행한 한국외대 소속 이현석이다. 나의 조그마한 역할이 전체 행사에서 의미 깊게 작

용하여 좀 더 원활한 행사 진행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행사에서 나는 독일 Bonn에서 방한하는 시장 대표단과 San Francisco에서 방한

하는 CIO를 보살피는 리에종 역할을 배정 받았다. 과거 행사에서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국가

의 귀빈을 위해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이들 국가의 귀빈들은 굉장히 섬세하고 깐깐하였

으며, 동시에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행자의 입장에서 자칫 실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고, 리에종 사전 교육 일정 중, 본에서 방문하시는 

시장 대표단의 경우는 요구 사항이 많을 수도 있다는 사전 공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완곡하고 정중한 태도로 업무에 임하기로 다짐하였다. 

 반면에 샌프란시스코 CIO의 경우에는 역시나 정중하고 진솔된 업무 형태가 요하겠지만 조

금 더 친숙하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미국 서부 해안 도시 출신의 방한자들

은 보통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높았으며 또한 업무로 만난 인연이지만 그 만남을 굉장히 의미 

깊게 생각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리에종 업무는 참 섬세한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랜 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우리 나

라에 입국한 외국 귀빈들이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사람이 보통은 리에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고위직 정치인이나 행사 관계자보다도 리에종의 얼굴이 한국의 첫 얼굴이라 생각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임하곤 했으며, 피 수행자가 필요할 만한 물품들-생

수, 약간의 간식-을 준비하여 가곤 했었다.

 이번 행사에서 피수행자들과의 첫 대면은 호텔에서 이루어졌다. 아무래도 귀빈들이다보

니 서울시 측에서 깊게 배려하여 공항 영접 요원을 따로 배치하였다고 들었다. 세심하게 신경

을 쓰는 흔적들이 보여서 서울시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의미 깊은 행사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전 교육에서는 많은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었는데, 항공편 일정과 출신 도시는 물론 세

부 행사에 대한 참가 여부와 사진을 통해서 피수행자들의 얼굴까지도 알 수 있었다. 이는 리에

종 업무를 진행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었다. 또한 행사 진행 중의 동선을 파악하

기 위해 소공동 롯데 호텔을 방문 답사했던 점도 좋았다. 건물 도면으로 동선을 파악할 수도 있

지만, 직접 방문하고 미리 익혀 두는 것이 매번 행사에서 도움이 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

한 교육 내용은 수행자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 도움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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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 분들과 동행하여 내가 맡은 귀빈들을 직접 영접할 수 있었다. 이때 미리 준

비해간 수행 일지에 식단이나 세부 일정에 대한 변경 등에 대하여 문답을 가졌다.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두 도시의 귀빈들 모두 굉장히 친절하고 호감어린 태도로 시 관계자와 나를 반겨 주

었다. 또한 이러한 문답 내용들은 사무국으로 돌아와 보고하고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추가시켰

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행사는 3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 날 일정은 환영 만찬으로 시작되었다. 행사 모든 관계

자들이 참석하는 환영 만찬은 신라 호텔 영빈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탁월한 선

택이었다고 믿는다. 야외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아담한 야외 정원은 한국적인 면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됐다. 음식은 정갈하였으며 테이블 당 배치된 인원도 적당하였

다. 모든 참석자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가 마무리될 때쯤 퓨전 타악

의 환영공연이 시작되었는데,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공연은 많은 외국인 참석자들을 충분히 즐

겁게 해주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한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통적인 음악이나 무

용으로 진행하였으면 어떠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하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표했던 만찬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특이 사항 없

이 행사 진행을 매끄럽게 진행했다고 생각해서 기뻤다.

 둘째 날 일정은 가장 중요한 개회식과 시장라운드테이블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아침 일찍부

터 모든 리에종들이 출근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사무국에서 연이은 사전 교육이 진행되었다. 

모든 컨벤션 행사가 마찬가지겠지만, 계속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을 모든 진행자들이 숙지하고 

있어야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사에서는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받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 의미 깊었다.

 라운드 테이블 행사장에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모니터가 도입되었다. 이에 대한 사용법을 

외국인들에게 설명하였으며,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별 어려움 없이 라운드 테이블 일정을 소화

해내었다. 본 시장 대표단의 경우 라운드 테이블 행사 중 서울시장님과의 면담 일정이 있었다. 

대표단 모두 해당 면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며, 면담 과정에 참가하여 관찰 한 바

에 따르면, 세부사항에 까지 논의가 진행 되는 등 양 도시의 협력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

로 판단되었다. 서울시에서 제공된 차량으로 행사장에서 서울 시청까지 이동 중에 서울광장에

서 촛불시위 관련하여  경찰 버스들이 서울시 광장을 에워싸고 있었다. 대표단의 눈에 신기하

게 비추어졌는지 그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광우병 관련 시위가 있으며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의미로 촛불을 들고 행진한다고 답하였더니, 대표단 또한 살아있는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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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답했다.

행사의 절정인 서울 전자정부 선언이 이 날 오후에 있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진심어린 모습

으로 임하는 모습이 뭉클했으며 리에종들도 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행사 진행을 도와 나갔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종료되고 환송 만찬이 진행되었는데, 이는 롯데 호텔 내부에서 진

행되었다. 정갈한 음식들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다음 날 예정된 투어 일정과 세

션 참가 여부를 확인하고 리에종들의 업무도 종료되었다. 짧게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일정들

이 하나 같이 뜻깊게 진행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음에 

스스로 뿌듯했다.

 마지막 날 일정은 개별 참가자별로 상이하였으며, 보통은 세션에 참석하거나 투어에 참가

하곤 했다. 본 대표단은 당일 출국이라, 특이 일정 없이 개인적으로 인사동을 방문하고 왔으

며, 샌프란시스코 측의 CIO 분은 투어 일정에 참가하였다. 마지막 날 또한 모든 리에종이 미

리 대기하였으며 맡은 바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출국 길에 오르는 본 대표단을 영송하

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서울시는 물론 모든 행사 조직위와 리에종에게 감사한다는 인사

를 남기고 공항으로 향하는 수송 차량이 떠났다. 또한 투어에서 돌아오는 샌프란시스코의 CIO 

에게 출국 당일 수송 차량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끝으로 나의 리에종 업무도 종료되었다. 모

든 귀빈들이 모든 배려에 진심으로 고마워했고 한국이라는 국가와 그 수도 서울에 대해 긍정적

인 호감을 가진 것이 제일 기뻤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외국 귀빈들을 모시고 차질 없이 행사를 진행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

해 자부심을 가진다. 또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시 관계자를 만

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또한 서울시가 주축이 되어서 이러한 국제 행사를 유도해 나간 다는 것이 기뻤다. 모든 참

가자들이 발전된 한국의 IT 기술에 감동하고 조금이라도 배워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스스로의 조국에 대한 자긍심도 생겼다.

개인적으로 2008년 여름에만 총 8개의 컨벤션에 참가했지만, 세계 전자 정부 시장 포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의미 깊은 행사를 통하여 국가 역량을 드높여 준 점에 대해서, 또한 나에

게 좋은 경험을 선사해 준 점에 대해서 일하면서 만났던 모든 MECI 관계자들과 리에종들, 마

지막으로 의전을 총괄한 백현식 팀장님과 행사와 관련된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하

고 싶다. 세계 전자 정부 시장 포럼이 매년 올해처럼 풍성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진심으

로 기원하며 수기를 마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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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운영인력 수기 - 정혜경 (리에종)

이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에서 벨라루스 민스크의 시장님,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부시

장님, 그리고 네팔의 카트만두 시장님의 리에종을 맡게 되었다. 세 분 모두 VIP급이어서 시작

부터 긴장이 많이 되었다.

 우선 민스크 시장님은 벨라루스에서 총리급이시라고 전해 들었다. 그랬던 만큼 서울에 도

착하셨을 때 시에서 나오신 영접팀과 대사관에서 직접 나오신 대사님과 직원분들께서 공항에

서 호텔까지 의전을 맡으셨다.  민스크 시장님은 행사 첫날 아침에 도착했는데, 호텔 체크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 바로 앞서 도착하신 분들의 체크인이 지체되어 아주 분주한 상태였고 

그 때문에 민스크 시장님께서는 10분이 넘게 서서 대기 하셔야 되었다. 긴 여행으로 많이 피곤

해 보이셨고 표정 또한 조금 어두워져 있으셨다. 대사관 측의 빠른 체크인 요구로 긴급 체크인

을 한 후, 시장님 수행으로 오신 분과 일정 체크를 하고 방까지 에스코트해 드렸다.

 민스크 시장님은 영어를 전혀 못하셔서 대부분 수행분과 의사소통을 하였다. 민스크 시장

님의 리에종을 맡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사관 수행원과의 miscommunication 이

었다. 행사 며칠 전 부터 사무국에서 초청 부분을 도왔었던 만큼 민스크 시장님의 일정은 이미 

수행원님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몇 번이고 확인을 받은 상태였지만 대사님이 직접 의전과 일정

을 담당하신 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대사관에서 나온 수행원은 한국어가 아주 뛰어났는데 시장님의 리에종 역할을 직접 맡고 

싶어 하였고, 일정 또한 대사관에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만 해주셔서 행사 종종 민스크 시장 

일행이 사라지면 찾지 못해 힘들었던 경우가 여러번 있었다. 

  예루살렘 부시장님과 수행원 분 역시 행사 시작 전 부터 음식 문제로 주최측인 서울시에서 

많은 신경을 써왔었다. 인상이 너무나 좋으신 부시장님은 체크인 때 음식 문제에 대해서 묻자 

본인께서 직접 준비해 오셨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수행원 분은 돼지고기 외에 다른 음

식은 드실 수 있었지만 부시장님은 코셔 음식 외에는 전혀 음식을 드시지 않는 다고 하셨다. 이 

때문에 롯데호텔 총 주방장님과 대사관 등과 통화하여 최대한 원하시는 음식을 준비해드리려

고 했으나 수행원분은 시장님께서는 유대인 협회에서 준비하는 코셔 음식 외에는 전혀 드실 수 

없으시다며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 해 주셨다.

환영 만찬 때에 서울시에서 주방장님께 미리 말씀드려 코셔 음식을 준비토록 하였다. 하지

만 웨이터가 서빙을 할 때 부시장님께서는 정중히 거절하셨고 물만 드시겠다고 하셨다. 이 때

문에 서울시 측과 스태프분들이 크게 당황하시며 재차 확인하기를 원하셨다. 결국 부시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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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찾아가 서울 시장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접대하기를 원하신다고 전했고 결국 과일을 서빙

해 드리기로 했다. 

  나중에 투어 안내를 위해 객실을 찾아갔을 때 행사 중에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빵과 특제 

소스로 식사를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에는 호텔을 옮겨가셨는데 

수행원께서 서울을 떠나기 하루 전 연락을 주셔서 캐피탈 호텔로 갔었다. 부시장님께서는 다

행히 한국주재 유대인 협회와 연락이 되셔서 근처 호텔에 지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투어도 하

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네팔의 카트만두 시장님 일행은 서울대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학생 두 분께서 수행을 

맡아 쉽게 리에종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종종 시장님과의 면담 요청이나 의전 문제로 많은 얘기

가 오갔었지만 그 외의 큰 문제는 없었고, 시장님 일행께서 행사가 끝난 후에 서울대 기숙사에

서 이틀정도 묵다가 출국하신다고 해서 서울대 기숙사로 의전 차량을 보내드렸다.

  결과적으로 보면 민스크 시장님, 예루살렘 부시장님, 그리고 카트만두 시장님 모두 서울

에서 좋은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다. 도착하셨을 때 표정이 조금 어두우셔서 걱정이 되었었던 

민스크 시장님도 출국 전에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예루살렘 

부시장님 또한 마지막 날 출발 전에 인사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행사가 끝났음에도 아침 

일찍 호텔로 찾아갔었다. 행사 중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행

사 후에 협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서 배를 쓰다듬어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자 마

음이 놓였다.

리에종을 맡은 참가자들 모두 잘 대해주시고 약간의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모두 잘 해결

되어서 다행이었다. 이번 행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뜻 깊고 기억에 많이 남는 좋은 경험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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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 운영인력 수기 - 정지윤 (초청 RSVP, 리에종)

우연한 기회로 2008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참가자 RSVP 업무

를 하게 되었다. 사전에는 참가자들 참석여부 확인 업무를 통해 참가도시 및 도시 대표에 대

한 정보를 얻었고 현장에서는 리에종 업무를 하였다. RSVP를 하면서 행사 전반적인 내용도 

익힐 수 있었고 미리 참석자들과 교류 할 수 있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쉬운 일

은 아니었다. 세계 각도시의 시장들이 참석하는 국제 포럼이라 시차를 맞추어 전화를 해야 했

다. 유럽과 미국 도시들을 맡았던 나는 대부분 오후 3시부터 새벽1시까지 전화를 해야 했다. 

시차 때문에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시마다 시차를 정리해놓기도 했다. RSVP 내용을 정리하

는 파일도 처음에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멍해질 정도로 정신이 없었지만 매일 보면서 전화를 

하다보니 익숙해 졌다.

  행사 날짜가 다가오자 각 리에종에게 스케줄 및 역할들이 공지되었고 나는 독일 베를린에

서 온 CIO를 맡게 되었다. 대학생인 딸을 동반한다는 점이 마음을 편하게 했다. 작년에 영국 

노팅엄 대학 총장 부부를 맡았을 때에도 가족을 동반하여 매우 편안한 분위기에서 리에종을 했

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RSVP할 때에도 가장 친절하게 협조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제일 빨리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이기도 했다. 

  행사 시작하는 날 딸과 함께 도착한 베를린 CIO는 행사 장소인 롯데 호텔 로비에 마중을 

나갔다. 미리 받아놓은 사진이 있어 알아보는 것을 어렵지 않았다. 아주 키가 크신 분이 예쁜 

딸을 데리고 롯데 호텔에 도착하였고 체크인을 도와주고는 간단히 행사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

을 하였다. 베를린 CIO는 3일에 걸친 행사를 모두 참석하였다. 미리 받은 의전카드에 프로그

램 참석여부를 기재하고 기타사항들도 기재하였다. 행사가 3일이라 짧은 편이었지만 참석여

부를 정확히 알아야 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했던 부분이었다. 딸은 만찬과 투어에만 참

석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혼자 서울을 돌아다니겠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한국에 온 것이 처

음이라며 설레어하기도 했다. 

  행사 첫날의 공식 행사는 만찬뿐이었고 만찬 장소는 신라호텔이었다. 신라호텔까지는 셔

틀 버스로 이동해야 했고 CIO와 딸 모두 참석하였다. 이때 나는 CIO와 딸이 모두 버스에 타

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셔틀 버스에 탑승했는지도 확인해야 했다. 두 사람 모두 셔

틀버스에 태우고 나는 롯데 호텔에 계속 남아 나머지 참석자들도 모두 탑승했는지 확인하고 신

라호텔과 연락을 취했다. 만찬이 끝난 뒤 다시 두 사람은 롯데 호텔로 돌아왔고 둘째 날 스케줄

을 확인한 후 내일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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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둘째 날에는 이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이 있었고 베를CIO 역시 라

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베를린 도시 대표로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는 것이었다. 라운드테이

블에 각 도시 대표들의 네임 플레이트가 놓여있었고 라운드테이블 앞에는 와이드 스크린이 달

려있었다.  와이드 스크린에는 한 사람이 발언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보여졌다.  라운드

테이블 동안에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베를린 CIO의 발표자료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발표 

순서를 안내해주는 것이었다.  발표자료도 잘 도착했고 발표도 무사히 잘 마쳤다. 

  행사 셋째 날에는 워크샵과 투어행사가 있었다.  베를린 CIO는 워크샵에 참석하였고, 딸

은 문화 투어에 참석했다. 워크샵이 끝난 후 베를린 CIO와 함께 오찬에 참석했다. 식사를 하

면서 학업과 미래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딸들은 모두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있

다고 했다. 언제든지 유럽에 왔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명함을 건네시기도 했다. 

말이라도 참 고마운 배려였다. 출국은 다음날 하기로 되어있었고 투어를 마치고 온 딸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추천해달라고 했고 나는 지하철역을 표시해주면서 삼성역과 강남역

을 추천해주었다. 아버지와 꼭 가보겠다고 했다. 나중에 선물을 꼭 해주고 싶다며 내 주소도 

적어갔고 메신저로 연락도 가끔 하자며 메일 주소도 적어갔다. 딸과는 메신저에서 가끔 대화

도 나눈다. 

  이번 세계 전자정부 시장 포럼을 통해 독일에서 온 부녀를 의전하게 되었다.  독일은 쉽게 

접하지 못했던 나라였는데 이번에 독일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게 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었

던 좋은 경험이었다.  앞으로 이번 포럼이 회를 더해갈수록 더욱더 발전하여 서울의 전자정부 

사업과 IT산업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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