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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 개최
- 지속가능발전과 디지털·녹색 전환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 주목해야 - 스웨덴 팝그룹 아바(ABBA) 멤버 비에른 울바에우스, 확장가상세계 관련 패널로 참석 -

□ 산업통상자원부는 11.10(수)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 스웨덴
외교부, 비즈니스 스웨덴 등과 함께 「 제 차 한 스웨덴 디지털 경제
통상 포럼」 을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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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한-스웨덴 디지털 경제통상 포럼」
◾ 일시/장소 : 11.10(수) 16:00~17:40,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무역협회 ↔ 비즈니스스웨덴
◾ 후원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스웨덴 외교부
◾ 참석자

*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

ㅇ (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영상축사), 구자열 무역협회장, 맥스트
대표, CJ ENM 상무, 두산중공업 상무, 나이스디앤비 대표, SK하이닉스 실장 등
ㅇ (스) 안나 할베리 통상장관, 얀 라르손 비즈니스 스웨덴 회장, 주한스웨덴대사,
비에른 울바에우스 ABBA 멤버, 볼보자동차, AMF연금회사 등
◾ 주제 : 지속가능성을 위한 디지털·녹색 전환 – 환경·사회·지배구조(ESG)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ㅇ 금번 포럼은 지난해 양국 통상장관이 디지털 경제통상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동 분야의 협력을 위해 해당 포럼을 개최(‘21.11월)한 이래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안나 할베리
통상장관이 축사를 함
ㅇ 동 포럼에는 양국의 대표적 디지털·녹색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했으
며, 특히 스웨덴의 팝그룹 아바(ABBA)의 멤버인 비에른 울바에우스가
확장가상세계 관련 패널로 참석해 눈길을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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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A는 새앨범 Voyage(여행)을 발표(11.5)하고, ‘22.5월 런던에서 확장가상세계 콘서트 개최 예정

□ 여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반세기동안 전세계가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 기후변화 등 큰 변화를 겪고 있는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디지털·녹색 전환은 필수 요소가 되었다고 강조함
ㅇ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이던스가 될 것이며,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는 인터넷과 모바일
의 뒤를 잇는 차세대 플랫폼으로 미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현실과 유사한 온라인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 일상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으로 소셜미디어·공연·행사 뿐만
아니라 기업 홍보 및 상품 판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ㅇ 아울러, 양국은 세계적 수준의 정보기술(IT)기반, 높은 혁신역량* 등 유사점이
많은 국가인 바, 디지털·녹색 통상 부문에서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
해 가자고 제안함
* 블룸버그 혁신지수 : (‘21년) 한국 1위, 스웨덴 5위 / (’20년) 한국 2위, 스웨덴 5위

□ 할베리 장관은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도 한국과 스웨덴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디지털 전환을 위해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디지털과 녹색 전환은 양국 기업간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메타버스 패널자격으로 금번 포럼에 참석한 아바 멤버 비에른 울바에우스는
“40년만의 새앨범 발표와 가상 투어 콘서트 개최는 바로 확장가상
세계(메타버스) 기술 덕분”이라며 향후 확장가상세계 기술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
통상과 권순심 사무관(044-203-566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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