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협회 소개서

Mission&Vision

미션 및 비전

디지털

연결

미래

연결을 통해 디지털 세상의 연대를 만듭니다
협력을 통해 디지털 산업의 혁신을 만듭니다
연결과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디지털 산업의 자양분을 만드는 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ICT 기반 기업들을 연결하여
대한민국 ICT의 미래를 그립니다.

산업 내
규제혁신

산업
긍정성 조명

산업
연대 강화

ICT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 규제 발굴 및 개선,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국회, 학계 등과 협력

ICT 산업의 긍정 어젠다
발굴 및 조명을 통해
산업의 대국민 위상 강화

ICT 기업간의
네트워크 지원 및 강화를
통한 산업 내 연대 구축

Outline

협회 개요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ICT 기업들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설립일

2000년 5월 1일

협회장

박 성 호 (14대 회장)

설립목적

ICT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서 회원상호간
정보의 교환, 공동 협력 및 경영 관련 교류를 활성화하여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연구 및 상호교류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 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함

주요추진
사업

•
•
•
•
•

회원사

약 200여개 기업
수석부회장사(2)ㅣ부회장사(10)ㅣ이사사(8)ㅣ일반사(47)

주요
회원사

네이버 ㅣ 카카오 ㅣ 넥슨 ㅣ 넷플릭스 ㅣ 11번가

ICT 산업 전반의 위상강화 사업
ICT 산업의 경쟁력 기반 확충
ICT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및 진흥 프레임 개선
ICT 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국제교류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엔씨소프트 ㅣ 우아한형제들 ㅣ 이베이코리아
쿠팡 ㅣ 페이스북코리아 ㅣ KG이니시스 ㅣ SK커뮤니케이션즈

Organization&History

주요 연혁

협회 소개

2000ㅣ한국인터넷기업협회 창립
인터넷자율규제확산을ㅣ2003
위한 국제컨퍼런스

총회

2005ㅣ무선인터넷 망개방관련
간담회

회장

자문단

감사

뉴미디어 콘텐츠산업ㅣ2008
미래전략포럼

2011ㅣ인터넷경제 편익분석

이사회

연구결과 발표
인터넷 상생백서 발행ㅣ2012

운영위원회

2014ㅣ굿인터넷클럽 행사 개최
인터넷산업 규제백서ㅣ2015

디지털
경제연구소

협의회

발행

2017ㅣ대선후보 초청포럼 개최
ICT 규제샌드박스ㅣ2019

기획국

정책국

종합설명회 개최

2020ㅣ국회 디지털경제 연구포럼
출범

Main Business

주요 사업

[산업단체 연대/협력]

인터넷
산업 진흥 및
대외협력
• 산업 발전 정책 수립 및 제언

•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 산업 발전 정기 간담회 운영

• 입법/데이터정책협의회

• 산업 단체 연대 및 협력

• 핀테크협의회

• ICT 산업 트렌드 레터 발간

• 디지털콘텐츠협의회

• ICT 관련 정부 협력사업

• 음악서비스협의회

[규제개선 간담회]

산업 및 정책
연구, 조사
[굿인터넷클럽]

산업
네트워킹 강화

[인터넷기업인의 밤]

• ICT 산업 정책연구

• 인터넷 리더 클럽(CEO)

• ICT 산업 규제 백서 발간

• 인터넷기업인의 밤

• 뉴스 클리핑 서비스

• 회원사 워크숍

• 민관규제 수요조사

[인터넷 리더 클럽]

정책 협의회/
워킹그룹 운영

[CEO 포럼]

Main Business ①

산업진흥 및 대외협력

ICT 산업 공동 현안 논의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의 긍정성을 확대, 전파하여 ICT 산업계의
위상 확립 및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산업발전
정책 수립

ㅣ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정부
협력을 구축하여 활성화에 기여

굿인터넷
클럽

l 산업 영향력자를 초청하여 산업의 긍정 활용
사례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정기 간담회
(연 10회)

산업 단체
연대-협력

ㅣ산업 주요 단체들과 연대·협력을 통해서
공동 이익을 대변하고 공통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기구 조성

트렌드
레터

ㅣICT 산업의 긍정성 및 실질적 정보 공유가
가능한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배포 (연 24회)

Main Business ②

협의회 및 워킹그룹
데이터정책협의회

인터넷서비스정책협의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산업에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규제 중심적 프레임 전환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협의회

핀테크협의회
입법정책협의회
국회 및 정부에서 발의되고 있는 산업 관련
주요 규제법령에 대한 검토 및 대응, 협력을
위해 국회담당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입법 동향 파악
-

대응방안 공유

간편결제, 빅데이터 등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원사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음악서비스협의회
디지털콘텐츠협의회

음악 산업의 발전과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대응 하기 위해 회원사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게임 및 디지털 활용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
디지털콘텐츠 분야의 진흥 및 사회공헌 등의
활동을 위해 회원사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회
※ ICT 산업 내 대응 이슈 발생시, TF 별도 운영

Main Business ③

산업-정책 연구, 조사

연구 및 협력 활동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불합리한 규제와 진입장벽을 해소하여
ICT 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합니다.

산업정책
연구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관점의
학술 연구를 진행

규제백서
발간

산업 관련 법제도 현황 검토, 규제
개선 과제를 도출한 백서 발간

뉴스
클리핑

매일 아침 ICT 산업 관련 소식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뉴스 클리핑 서비스 제공

규제
수요조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민관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부처 협의를 통한 규제해소

Main Business ④

디지털경제연구소 운영
디지털경제연구소 운영을 통해
산업에 필요한 논거 및 자료를 마련하여
ICT 산업의 기초 자료를 구축합니다.

정책연구

산업연구

조사 및
연구자료
발간

• 현안 대응 실증자료 연구용역

• 통계조사 용역

• 산업 실태조사

• 현안 이슈 관련 규제 인사이트 보고서

• ICT산업 국내외 동향연구

• ICT 산업 규제백서

• 산업 정책지원 방향 연구용역

• ICT산업 활성화 방안연구

• ICT 산업 대국민 인식조사

규제 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

산업 긍정 입법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Main Business ⑤

산업 네트워킹 강화
인터넷
리더클럽

ㅣ기업 CEO를 대상으로 경영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최신정보를 제공하고 업계 발전
방향을 공유,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 마련

인터넷
기업인의밤

ㅣ산업 종사자들이 송년을 계기로 업계 현황 및
성과에 대해 공유하며 연대감을 강화하는 행사

회원사
워크숍

ㅣ협회 사업 안내, 회원사 의견 수렴 등 업계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워크숍

ICT 산업 임직원 간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회원사 사업 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ㅣ협회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운영위원회 워크숍

Contact

위치 및 연락처

지하철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423 현대타워 7층 701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선릉역(2호선/분당선) 10번 출구 500m 직진(도보 5분 거리)

버스
TEL. 02-563-4114 FAX. 02-3452-9114
kinternet@kinternet.org

선릉역 정류장(서울 23-218, 서울 23-808, 서울 23-241, 경기 91-168)
146, 333, 341, 360, 740, 1100, 1700, 2000, 4434, 7007, 8001
N13(심야), N61(심야), 200-1, 6000(김포공항 방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