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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한국형 지능형교통시스템, 중동시장 개척 나선다
15일부터 UAE․카타르서 홍보설명회…민간 포함 역대 최대규모 대표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관합동으로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UAE

(두바이)와

카타르(도하)에서

“한국의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홍보 설명회(로드쇼)”를 연다고 밝혔다.

*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ITS KORE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공동주관

ㅇ

이번 홍보 설명회는 스마트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는 UAE와 카타르에 교통센터, 첨단신호, 버스정보시스템 등
한국의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소개하고 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특히, 이번에는 중동 ITS 시장의 성장 잠재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ITS를

대표하는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대표단이 파견될 예정으로,

* 참여기업 : LG CNS, KT, 노바코스, 닷, 라온피플, 렉스젠, 싸인텔레콤, 엠큐닉, 에스원, 트
라콤, 팅크웨어 & 아이나비,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도로공사, 현대자동차 등 14개 기업
-

양국의 최신

ITS

정책 및 기술 공유는 물론 한국 기업의 보유 기술을

중점적으로 소개할 계획으로, 한국 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UAE와

카타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의 효과는 클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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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AE 의

스마트 인프라 시장은

으로 예측되며,

‘23년 110억불

규모로 성장할 것

년까지 두바이의 모든 교통 수단의

2030

25%

무인화

계획을 기반으로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ㅇ

카타르도 교통통신부 주도하에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인
일환으로

TASMU*의

년까지 대중교통 디지털 키오스크, 휴대전화를 이

2020

용한 자율차 예약, 전자결제, 실시간 승객수를 반영한 대중교통관리
등이 포함된 스마트 교통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TASMU(Smart Nation Program) : 스마트 국가 프로젝트

ㅇ

이에, 국토교통부도 C-ITS, 자율협력주행, 첨단신호, 스마트 톨링 등
양국에 맞춤형으로 한국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이 최적의 사업
파트너임을 확고히 각인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 강성습 과장은

“대· 중소

기업을 아우르는

민· 관 합동 수주지원단이 파견되는 만큼 한국의 기술력 홍보에
시너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며, 중동
적극적인 수주활동 전개할 계획” 이라면서,

ㅇ

“이번

ITS

사업 참여를 위해

홍보설명회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는

UAE,

카타르

주요 발주처 및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에서 초청연수를 개최하여
한국의 첨단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중동 수출활로
개척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첨단도로환경과 장유진 주무관(☎ 044-201-392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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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2019 중동 로드쇼 개요

□ 목적 : 우리나라 ITS 기업의 중동 지역 수출 지원
□ 기간 / 장소 : ‘19.6.15∼21(5박7일) / UAE(두바이), 카타르(도하)
□ 한국대표단 : 국토부 첨단도로과장(대표) 포함 19개 기관 총38인
□ 두바이 주요일정
ㅇ (포럼) 한국⋅두바이

ITS

포럼(6.16, 오전)

ㅇ (정부 면담) 두바이 주요 정부기관(RTA 등) 면담(6.16, 오후)
ㅇ (상담회) 양국 기업간

1:1상담(6.16,

ㅇ (현장 방문) 두바이 주요

ITS

오후)

구축현장(6.17, 전일)

□ 도하 주요일정
ㅇ (포럼) 한국⋅카타르

ITS

포럼(6.19, 오전)

ㅇ (정부 면담) 카타르 주요 정부기관(교통통신부 등) 면담(6.19, 오전/오후)
ㅇ (상담회) 양국 기업간

1:1상담(6.19,

ㅇ (현장 방문) 카타르 주요

ITS

오후)

구축현장(6.20, 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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