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OECD  
Joint 
Workshops

Promo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Digital Age and in the light of COVID-19

Building Capacity to Implement the OECD Recommendation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Ministry of Science and ICT (MSIT) hosts two virtual workshops, jointly organized by the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and OECD, on Sep. 21-24, 2020. One discusses main policy 

issues related to promo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volving private enterprises in 

the digital age and in the light of COVID-19. The results will input to the revision of 1995 OECD 

Recommendation. Another discusses effective ways of implementing the ‘OECD Recommendation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with the Korean case. The results will diffuse to 

the global communities including OECD. These virtual workshops, originally planned to be held 

physically in Seoul, provide valuable opportunities for Korea to lead the global policy issues and 

standards.

Promoting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Digital Age and in the light of COVID-19

•21-22 September, 2020, 19:30~23:30 (KST)

•Video-conference (Zoom) meeting

Opening session

Main trends in International R&D collaboration : Setting and Stage

Session 1 :   Impact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on international business R&D  

co-operation and the role of knowledge-based assets 

Session 2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small firms and public research to engage in 

international technology collaboration against the backdrop of COVID-19

Session 3a :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technology flows and co-operation

Session 3b :   Technology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losing session

For participation requests, please contact Yong-in Choi, luciachoi@stepi.re.kr

Host ㅣ

Joint-Organizers ㅣ 

Sponsors ㅣ

Day 1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Building Capacity to Implement the OECD Recommendation  

on Responsible Innovation in Neurotechnology

•23-24 September 2020, 19:30~22:40 (KST)

•Video-conference (Zoom) meeting

Opening by the Chair & Welcome messages and commentaries

Keynote

Panel 1 : Options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and use of the Recommendation

Panel 2 :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 - the Korea case

Opening by the Chair

Keynote

Panel 3 :   Building institutional capacity to implement and use the Recommendation  

- options for institutional capacity building

Panel 4 : Fostering dialogue and dissemination of the Recommendation

Summary and conclusions

For participation requests, please contact Dayoung Na, dna@step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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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2

Day 2

AGENDA

AGENDA



한-OECD 
공동워크숍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

2020. 9. 21~22.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책임 있는 신경기술의  

OECD 권고문 이행 방안

2020. 9. 23~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OECD 및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OECD 공동워크숍이 9월 

21~24일에 걸쳐 두 개 주제로 개최됩니다. 첫 번째 워크숍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에 기업 간 국제기술협

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OECD 권고안 개정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워크숍에서는 2019년 공표된 

'책임 있는 신경기술 혁신에 관한 OECD 권고문'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우리나라를 시범 사례로 하여 모색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확산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OECD 공동워크숍은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혁신 이

슈 및 표준을 주도해 나가는 데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 국제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워크숍

OECD 책임있는 신경기술 권고문 이행을 위한 공동워크숍

•일시  2020년 9월 21~22일, 19:30~23:30 (KST)

•형식  Zoom 화상회의

•일시  2020년 9월 23~24일, 19:30~22:40 (KST)

•형식  Zoom 화상회의

개회 및 환영사

기조세션 : R&D 국제협력의 주요 동향

세션1 :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R&D 국제협력에 미치는 영향 및 지식기반자산의 역할

개회 및 환영사

기조세션 : 신경기술 및 신경윤리의 주요 동향

세션1 : 권고문 이행 및 활용을 위한 모니터링 방안

세션2 : 권고문 이행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 한국사례

개회사

기조세션 : 신경기술 및 신경윤리의 주요 동향

세션3 : 권고문 이행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역량 구축 - 대안

세션4 : 권고문 논의 및 확산 장려 방안

요약 및 폐회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STEPI 나다영 연구원 (dna@stepi.re.kr)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션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연구기관 간 국제기술협력의 기회와 도전과제

세션3a : 국제기술협력 측정 관련 이슈

세션3b : 기술 거버넌스와 국제기술협력

참관을 희망하시는 분은 STEPI 최용인 연구원 (luciachoi@stepi.re.kr)에게 별도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       최 ㅣ

공동주관 ㅣ 

후       원 ㅣ

1일차

1일차

2일차

2일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