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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에서의 디지털 경제 협력 방안 모색
-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제연수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가치사슬 (Global

문승욱)는 7.28.(수),

Value

Chain,

GVC)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에 관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음

워크샵 개요 >
▪(회의명) APEC 국제워크숍 :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일시 장소) ’21.7.28(수) 10:00~13:00, 서울 소공동 롯데호델(36F, 영상회의장)
▪(참석대상) APEC 회원국 기업인, 연구자, 정부 통상정책 담당자 등 40여명
▪(주요내용) ①디지털 혁신에 따른 GVC의 변화 트랜드, ②기업 관점에서의 이에
대한 대응, ③ 정책 및 국제협력 관점에서의 대응
<

□

우리 정부는

APEC에서의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 오고 있음

ㅇ

* 2018년 APEC 정상회의 계기 “APEC 디지털 혁신기금” 신설을 제안하여 이후
기금 운영에 주도적으로 기여
금번 워크숍은 우리 정부가
로드맵(AIDER)

*

APEC

차원의

「인터넷·디지털

」 이행을 위해 제안한 사업의 일환

경제

**

* 2017년 인터넷·디지털 경제 활성화 관련 APEC 차원의 협력의 강화를 목적으로
채택한 로드맵(APEC Internet and Digital Economy Roadmap, AIDER)
** 정부는 금번 워크숍 결과 등을 종합하여 2021년도 APEC 정상회의에 성과사업
결과를 보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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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워크숍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서 디지털 경제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 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함

ㅇ

1세션에서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 및 코로나

상황 하에서 디지털 기업들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2세션에서는

기업 관점에서 스타트업, 다국적 기업 등의 대응에

대해 논의

ㅇ

3세션에서는

정책 관점에서 미국, 대만, 한국 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사례를 기초로 논의

□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정책관은 개회사에서
경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

“코로나로

세계

GVC가 변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정부 등의 대응을 점검해 보고 국제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ㅇ 향후에도 정부는 디지털 경제 관련 APEC 차원의 정책협력을 강화
하는데 지속 기여해 나갈 예정임

【붙 임】워크샵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이충녕 사무관(☎044-203-59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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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워크샵 개요

□ 행사 개요
ㅇ 행사명
ㅇ 일시 장소

: APEC

국제 워크샵

GVC에서 디지털경제의 역할”

: “

: 2021.7.28(수) 10:00~13:00,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 (회의방식) 서울 롯데호텔(국내)+화상(국외) 형식 (화상회의 플랫폼 : Zoom)

ㅇ 참석대상
ㅇ 주요의제

: APEC

회원국 기업인, 연구자, 정부관계자 등

①디지털

혁신에 따른 GVC의 변화 트랜드,
서의 디지털 경제 GVC, ③정책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

②기업

관점에

GVC

□ 주요 일정
순

서

시

간

비

고

개회사

10:00~10:03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

소

10:03~10:10 워크숍 개최 목적, 구성 및 진행 안내

개

세션 1

세션 2

세션 3

폐회

디지털 혁신에 따른 GVC의 변화 트렌드
․ (발제1) 반도체 산업에서의 회복력있는 공급망 구축 (Gary
Gereffi Duke대 교수)
10:10~11:00
․ (발제2) GVC내 디지털 기업의 부상과 코로나 대응 (조재한
KIET 박사)
․ 질의 및 응답(Q&A)
기업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GVC
․ (발제1) 글로벌 다국적 기업 (김기수 포스코연구소 소장)
11:10~11:55 ․ (발제2) 스타트업 (김연호 Visual Camp 지사장)
․ (발제3) 한국 기업 (최정석 KT 차장)
․ 질의 및 응답(Q&A)
정책 관점에서의 디지털 경제 GVC
․ (발제1) 미국 (Stephen Ezell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부회장)
12:05~12:50 ․ (발제2) 대만 (Chen Ho Taiw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이사)
․ (발제3) 한국 (장영신 APEC연구컨소시엄(KIEP) 사무국장)
․ 질의 및 응답(Q&A)
12:50~13:00 회의 요약 및 폐회사

* 전체 세션 모더레이터 : 송경진 파이낸셜뉴스 글로벌이슈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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