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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 :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시민사회담당
▪ 발신 :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교수)
▪ 문의 : 경제정책국(권오인 국장, 02- 3673- 2143) / 국제팀(정호철 간사, 02- 766- 5623)
▪ 제목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 예고)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 일시 : 2020년 1월 21일(화) [1부] 09:30~12:00 [2부] 13:00~16:30
- 장소 : 경실련 강당 (서울 대학로 소재)
전세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영향력은 우리의 미래사회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
하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부작용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UN은 전세계 디지털
경제 현상을 둘러싸고 지속가능성, 포용성, 투명성 등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각국의 스마트 규제의
대응 노력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디지털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국제사회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특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경제력
집중과 불평등의 위협을 넘어 그 기회를 우리사회 내 공익적 가치와도 균형있게 조율하는 접근 방법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여, UN사무총장이 제안한 디지털다자협력 방안에 관한 유엔 고위급 패널 보고서인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2019) 1) 』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인권 및 경제와 관련된 국내의 사회적 이슈들과
정책 과제들을 종합 진단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원만한 디지털 다자협력체계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국 시민사회 및 학계 전문가들의 비전 권고(안)을 UN에 제시해보고자 한다.
“디지털 경제는 우리 미래의 먹거리 입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지난 13일부터 실시한 < UN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과 비전 권고를 위한
한국시민 설문조사 (*설문조사 바로가기 ☞ http://bit.ly/2uJDpAW)> 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내일
1/21(화)에 개최될 저희 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함께
제시하여주시고 우리사회의 의지를 널리 알려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래. 토론회 및 설문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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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2020년 1월 21일(화) [1부] 오전 09:30 ~ 12:00, [2부] 오후 13:00~16:30
○ 개최장소: 경실련 강당 (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 9)
○ 공동주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 축사: [1부] Stefan Samse (슈테판 잠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장
[2부]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및 토론:
▪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분임토론“ (오전 09:30- 12:00)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 좌장/발제: 양혁승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경실련 4차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
“디지털 시대의 인권, 기술윤리, 민주주의”
- 토론: [민주주의·인권] 김숙희 변호사 (경실련 시민권익 센터 운영위원장)
[ 기 술 ·윤 리 ]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 기 술 ·안 보 ] 김동엽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
[ 기 술 ·보 안 ] 유동호 정책위원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분임토론 (오후 13:00- 16:30)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 좌장/발제: 방효창 두원공과대학교 스마트 IT학과 교수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디지털 기술과 지속가능 발전”
- 토론: [디지털 경제·세제] 박 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포용적 경제·사회·교육] 조성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빅데이터·핀테크·산업]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빅데이터·핀테크·산업] 서채완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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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참여 안내 ☞ http://bit.ly/2uJDpAW (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 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안) 설정 및 제시를 위한 인식 조사
– 우리 정부가 시급히 대응해야 할 국내 디지털 이슈를 설정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반영 촉구
3. 대상
– 민주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관련 산업계, 학계 전문가 및 연구자, 학생, 기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등
4. 기간
2020년 1~2월, 약 한 달 동안 진행
5. 참여방법
아래 구글 설문조사 링크에 접속하시어, 총 12개 객관식 문항 응답
※ 구글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FXn1UT Lcc6L1p9Vn9 (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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