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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에서

기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고 구체화하는 플랫폼인
Global Tech Summit English : Global Tech
Summit: Shaping the Future of Technology 이
컨퍼런스는 2023년 리야드, 서울, 도쿄, 로마, 파리, 뉴
욕, 멜버른, 베이징, 런던 및 뉴델리 G20 국가 에서 예
정된 글로벌 기술 서밋 시리즈 영어 : G20 국가 에서
일정 잡기 . [4] 전 세계의 최신 기술 발전에 대해 논의
하고, 기술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만들고, 저렴한 가격
으로 의약품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 , [5]

현대 농업 관행의 채택 [6] 과 세계 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합니다. [7]

Global Tech Summit 시리즈의 이벤트는 정치인, 정책
입안자, 혁신가 및 기술 산업 전문가를 모아 기술과 관
련된 새로운 트렌드, 혁신 및 솔루션과 다양한 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Global Tech Summit
시리즈를 통해 참석자들은 전 세계 기술 커뮤니티와
연결하고 IT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혁신에 대한 아이
디어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Global Tech Summit
Series는 2023년 2월 16~17일 Vizag에서 시작하여
G20 국가, 2023년 7월 03~04일 파리, 2023년 7월
17~18일 리야드, 2023년 7월 24~25일 뉴욕에서 계속
됩니다. 2023년 8월 3-04일 도쿄, 2023년 8월 7-08일
토론토, 2023년 8월 17-18일 멜버른, 2023년 8월 21-
22일 서울, 2023년 8월 28-29일 베이징, 2023년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로마에서, 2023년 9월 4일부터
5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됩니다. 하이데라바드, 방갈로
르, 뭄바이, 델리, 첸나이와 같은 인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됩니다.[8] [9]

Global Tech Summit 시리즈의 일환으로 2023년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Visakhapatnam에서 기술, 제약 및
기술 산업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과 회의가 열렸고 마
지막 날에는 스타트업 회사의 프레젠테이션, 기금 모
금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유지된. 약 100개의 스타트
업이 혁신을 선보였으며 20개의 스타트업을 위한 기
금 모금이 완료되었습니다. [10] 비사카파트남 회의에
는 1,400명이 등록했으며, 이 중 25개국 이상에서 온
400명의 외국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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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와 협력하여 [1] [2] [3]

웹사이트

www.globaltechsummit.com _ _ (http://www.glo
baltechsummi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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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Tech Summit 사전 검토 캠페인 회의

글로벌 기술 서밋 Vizag

Global Tech Summit은 IIT, DST, CSIR 아이디어
및 혁신을 선보이는 플랫폼입니다.

글로벌 기술 서밋 유럽 영국 미국

Global Tech Summit은 제약 산업의 디지털 혁신
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G20 - 시빌20

세계 텔루구 IT 컨퍼런스

뿌리

외부 링크

컨퍼런스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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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Global Tech Summit은 국제 기술 개발 및 비즈니스 촉진을 주요 목표로 하는 20개국 및 유럽 연
합의 포럼입니다. G20 국가들 사이에 일련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2]

년도 개최국 개최 도시 날짜 노트

2023
년

 인도
비사카파트
남

2월 16~17일
1400명의 참가자와 400명의 국제 대표로 완
료

2023
년

 프랑스 파리 7월 3~4일 예정

2023
년

 사우디 아라비
아

리야드 7월 17-18일 예정

2023
년

 미국 뉴욕 7월 24-25일 예정

2023
년

 일본 도쿄 8월 3-4일 예정

2023
년

 캐나다 토론토 8월 7-8일 예정

2023
년

 호주 멜버른 8월 17-18일 예정

2023
년

 대한민국 서울 8월 21-22일 예정

2023
년

 중국 베이징 8월 28-29일 예정

2023
년

 이탈리아 로마
8월 31일 - 9월 1
일

예정

2023
년

 영국 런던 9월 4-5일 예정

2023
년

 인도 델리 미정

2023
년

 인도 뭄바이 미정

2023
년

 인도
하이데라바
드

미정

2023
년

 인도 첸나이 미정

2023
년

 인도 방갈로르 미정

2023년은 인도가 G20 의장국이 되는 해다. 2023년 G20 총재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있다 니르
말라 시타라만(Nirmala Sitharaman) 연합 재정 및 기업 업무 장관은 글로벌 기술 정상회담을 위한
협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연합 장관은 인도가 G-20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맡는다는 점
에서 인도의 주요 도시에서 준비 회의가 조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술 서밋에서는 포용적 성

G20 글로벌 테크 서밋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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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mala Sitharaman 인도 연합 장관,
G20 인도 회장 재무 장관

글로벌 기술 서밋-IPA,IACC, AU,
EBTC, NRDC, TiE, CDSCO,

Global Tech Summit Infosys 설립자
Narayana Murthy, GM Rao, GMR
Group 회장

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번 Tech Summit은 우리나
라의 역량, 기술 및 기술 발전을 전 세계에 선보이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산업 자동화와 소프트웨어 분야를 연결하면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연합 재무 장관은 경제를 강화하기 위
해 개혁을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의 투자 기회와 노력에 대해
Global Tech Summit을 통해 전 세계에 알릴 것을 정상 회담 대
표들에게 조언했습니다. Tech Summit은 G-20 비전을 발전시키
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Nirmala Sitharaman , [13]

Andhra Pradesh 산업 장관 Gudivada Amarnath , [14] 다양한 인
도 정부 대표, 국내 및 국제 대표들이 다양한 단계에서 공개되었
습니다. 정부와 재계 지도자들의 지원을 받아 서울, 도쿄, 파리,
리야드, 로마, 런던, 멜버른, 베이징, 토론토, 뉴욕 등 주요 20개
국 주요 도시에서 글로벌 테크 서밋을 개최할 계획이다. 정상 회
담은 정부의 정책, 인센티브, 디지털 인프라, 사업 용이성, 우수한 거버넌스, 투자자 유치 및 기술 산
업의 성장을 장려할 수 있는 기회를 보여줌으로써 인도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5]

2022년 11월 29일 Global Tech Summit 2023 이벤트 포스터는
상공회의소 Jonathan Heimer, Andrew Edlefsen, 미국 대사관,
안드라 프라데시 정부 대표단 Kiran Kumar Reddy Salikireddy,
APEITA 그룹 CEO, Dr. Gedela Srinubabu CEO , Pulse Group,
EOUs, SEZs, (인도 정부) Srikanth Badiga 전 항만 진흥 위원회
부회장 , C Narayana Rao 인도-미국 상공회의소 회장 등. Global
Tech Summit 2023은 세계적 수준의 조직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
으는 인도 최초의 행사입니다. 서밋에 앞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투자자 로드쇼, 스타트업 밋업, CEO 콘클라베가 열립니다 .
[16] [17] [18]

인포시스 창업자 나라야나 머티는 기술력을 갖춘 청년들이 내일
의 세상을 이끌 것이며 젊은 기업가들이 목표를 가지고 전진한
다면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했다. [19] Global Tech Summit 프로
모션의 일환으로 팀은 Bhubaneswar, Nagpur, Hyderabad,
London, Dubai, Delhi 및 Mumbai에서 여러 차례 사전 정상 회
의를 가졌습니다. [20] [21] Infosys 설립자 Narayana Murthy,
GMR Rao, GMR Group 회장 및 여러 CEO가 이 행사에 참석하
여 다가올 산업 혁명, IT 분야의 엄청난 기회, 로봇 서비스, IT에
대한 여성의 참여, 형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종자 등 저명 인
사들이 현장에서 IT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22]

Gudivada Amarnath, 산업, 인프라, 투자 및 상업부 장관그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동화와 인공
지능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을 준비하고 미래에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Vizag는 정부가 2022년까지 10기가와트의 태
양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생 에너지의 허브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는
Visakhapatnam이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공원의 허브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Renew Powe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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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Tech Summit Vizag 산업, 인
프라, 투자 및 상업, 정보 기술부 장
관, Andhra Pradesh 정부

과학 기술과, TIFAC, IIT, CSIR,
NRDC, Andhra University

Adani Green Energy와 같은 선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
움이 되었습니다. Vizag 산업의 성장은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
을 미쳤습니다. 장관은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
고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가족복지의료교
육부장관Vidadala Rajini 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가 살고 일하고
배우는 방식을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Rajanna Dora
Peedika 차관은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을 목격했다
고 말했습니다. 농촌 기업은 전자 상거래 플랫폼을 사용하여 제
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시골
농부들은 제품에 대한 값비싼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온
라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
다. [23] [24]

G20 글로벌 테크 서밋에는 인류 건강 보호를 모토로 하는 G20 글로벌 테크 서밋에 약 1000명의 정
부 관료, 산업계 수장, 연구원, 기업가, 정부 지도자, 과학자 및 기타 대표들이 참가하여 과학 기술 분
야에서 미래 세대를 인도합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 기술 컨퍼런스, 세계적 전문가들과의 토론회,
인터랙티브 세션, CEO 콘클라베, 스타트업 쇼케이스, 업계 방문 등이 마련됐다. [25] [26]

과학 기술 부서 및 이전 책임자인 Anita Agarwal 박사는 Global
Tech Summit이 큰 성공을 거두어 과학, 기술, 혁신, 스타트업 및
상업 분야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들이 모여 의미 있는 토
론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학, 인도 공과대학(
Indian Institutes of Technology , IIT), 과학기술부 (DST), 과학
산업연구협의회Anita Aggarwal 박사는 Global Tech Summit이
(CSIRs)의 세계 최고의 과학 및 기술 전문가를 한자리에 모아 혁
신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Global Tech Summit 팀은
주요 연구 기관의 과학 전문가를 초대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설
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발전은 과학을 기술로 전환함
으로써 달성할 수 있습니다. Global Tech Summit은 IIT, DST,
CSIR에서 참석하는 인도 최고의 기술 변화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기술 서밋은 기술 배포 및 상용
화를 위한 매우 좋은 플랫폼입니다. 기술에 정통한 개인, 기업가, 신생 기업, 대학, 연구 기관, 과학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학생들은 Global Tech Summit에서 제공하는 이 기회를 활용하여 자
신의 지적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IIT, CSIR, DST, 대학의 주요 저명한 혁신가인 Global Tech
Summit은 스타트업 창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시연을 통해 과학은 기술
로 변모하고 새로운 상업적 요구를 위한 길을 닦습니다.[27] [28]

EBTC( European Business and Technology Center )는 유럽과 인도 간의 협력 및 파트너십 촉진에
중점을 둔 조직입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기술 이전 및 혁신 분야에서. 유럽의 농업 관행 및 정책은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농부들에게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농업의 오랜 역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지 조건과 필요에 맞게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농업 관행
을 개발했습니다. [29] 인도 상공 회의소 연맹은 인도 정부가 인도를 디지털 역량을 갖춘 국가로 만들
기 위한 야심 찬 이니셔티브인 "기술 수용 및 사회 역량 강화"에 대한 디지털 바라트 세션에 대해 설
명합니다.FICCI 대표는 Global Tech Summit 세션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영국 고등 판무관 Pragya
Chaturvedi는 인도-영국 기술 협력 및 무역과 인도 신생 기업 및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건국대학교의 Susrutha Koppula 박사는 약물 용도 변경 - 신경퇴행성 질환에 초점을

선보이는

글로벌 기술 서밋 유럽 영국 미국

https://te.wikipedia.org/wiki/%E0%B0%A6%E0%B0%B8%E0%B1%8D%E0%B0%A4%E0%B1%8D%E0%B0%B0%E0%B0%82:GlobalTechSummit-Vizag.jpg
https://te.wikipedia.org/wiki/%E0%B0%A6%E0%B0%B8%E0%B1%8D%E0%B0%A4%E0%B1%8D%E0%B0%B0%E0%B0%82:20GlobalTechSummit-DST-GovtofIndia.jpg
https://en.wikipedia.org/wiki/Vidadala_Rajini
https://en.wikipedia.org/wiki/Rajanna_Dora_Peedika
https://en.wikipedia.org/wiki/Indian_Institutes_of_Technology
https://en.wikipedia.org/wiki/Department_of_Science_and_Technology_(India)
https://en.wikipedia.org/wiki/Council_for_Scientific_and_Industrial_Research
https://en.wikipedia.org/wiki/European_Business_and_Technology_Centre
https://en.wikipedia.org/wiki/Federation_of_Indian_Chambers_of_Commerce_%26_Industry
https://en.wikipedia.org/wiki/British_High_Commission


3/16/23, 12:42 PM 글로벌 기술 서밋 - Wikipedia

https://te.wikipedia.org/wiki/��బ�_��_స�� � 6/10

글로벌 테크 서밋 - 국제 제약 연맹 -
인도 제약 협회

글로벌 기술 서밋 - 세계 텔루구 IT 컨
퍼런스, TITA, WTITC,

맞췄습니다. Omprakash Nakka, Finacle soft, Inc. CEO Director- Startups & Products IT Serv
Alliance, Inc of USA는 인도의 혁신과 이용 가능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TIFAC(Technology Information Forecasting and Assessment Council) 전무이사 Pradeep
Srivastava 교수는 TIFAC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상업적 용도로의 기술 이전에서 배운 정보 및
예측 및 모범 사례. [30]

그는 Global Tech Summit이 제약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좋
은 플랫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국제
약학연맹(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 회장
Dominic Jordan 박사는 이 기술이 신약 발견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약 부문의 디지털 혁신은 의료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해야 하는 시급한 요구 사항입니다. 그는 디지털 혁신이 더
나은 약물 개발 및 환자 치료 측면에서 제약 산업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 기기 표준 관리 조직(Medical Device
Standards Control Organisation) 의 보조 약물 관리자인 Abhijit
Ghoshi가 디지털 의료가 직면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설명합니
다. [31]

축산업, 어업 및 유제품 개발부 장관 Sidiri Appala Raju가 글로벌 기술 서밋 둘째 날에 참석했습니다.
살 기술은 우유 생산량을 늘리고 우유 품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람의 개입 없
이 기계를 사용하여 젖소를 착유하면 인건비가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가공 및 포장 기술의 발
전으로 우유 및 기타 유제품의 유통 기한이 연장되어 소비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은 물고기가 잡히고 가공되고 판매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음파 탐지기 기술, GPS 및
위성 이미징의 발전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찾고 잡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못에서 물고기를 양식
하는 양식업은 증가하는 해산물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공, 포장 및 기술의 발
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산물을 운송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의 사용은 축산, 낙농 개
발 및 어업 분야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개선된 동물 복지. 환경 영향을 줄이고 식
량 안보를 개선합니다. 기업가와 소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박사 Civil20 Group
on Technology의 국가 코디네이터인 Nava Subramaniam은 인도가 G20 의장국이 될 가능성을 알렸
습니다.[32] [33]

Visakhapatnam에서 열린 G20 Global Tech Summit에서 WTIT
컨퍼런스 로고가 발표되었습니다. World Telugu IT Council은
Telugu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세계
Telugu IT 거대 기업, 전문가 및 다양한 글로벌 기술 컨퍼런스를
모으기 위해 Global Tech Summit에서 설립되었습니다. WTITC
전 세계 텔루구 디아스포라를 한 지붕 아래로 모으기 WTITC에
힘입어 두 텔루구 주가 투자 유치를 위해 텔루구의 기술 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이 협의회는 글로벌 기술 전공
자들과 함께 일하는 Telugu 기술자들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회의에서는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것입니
다. [34] [35]

제약 산업 디지털 혁신을 위한 플랫폼인 Global Tech Summit

G20 - Civil20

세계 텔루구 IT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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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개국에서 온 400명의 기술 리더, 1000명의 대표단이 Vizag에서 열리는 Global Tech Summit
에 참석" (https://www.aninews.in/news/national/general-news/400-tech-leaders-1000-delegatio
n-from-25-countries-attend-global-tech-summit-in-vizag20230216221635/) . www.aninews.in
(영문). 2023년 2월 16일.

2. " (https://telugu.abplive.com/news/central-minister-nirmala-sitharaman-expresses-support-for-vi
zag-tech-summit-2023-67994) "AP 정부, Vizag Tech Summit 2023을 위한 중앙 지원 모색 -
Nirmala Sitharaman Says OK" (https://telugu.abplive.com/news/central-minister-nirmala-sithara
man-expresses-support-for-vizag-tech-summit-2023-67994) . telugu.abplive.com . 2022년 12월
16일.

3. "센터는 Vizag Tech Summit 2023을 지원합니다" (https://m.sakshi.com/amp/telugu-news/andhr
a-pradesh/central-govt-supports-vizag-tech-summit-2023-1510304) . sakshi.com . 2022년 12월
16일. (https://m.sakshi.com/amp/telugu-news/andhra-pradesh/central-govt-supports-vizag-tech
-summit-2023-1510304)

4. "25개국에서 온 400명의 기술 리더, 1000명의 대표단이 Vizag에서 열리는 Global Tech Summit
에 참석" (https://civil20.net/400-tech-leaders-and-1000-delegation-from-25-countries-attend-20
23-global-tech-summit-in-vizag-nrdc-and-ebtc-sign-mou/) . civil20.net (영문). 2023년 2월 16일.
(https://civil20.net/400-tech-leaders-and-1000-delegation-from-25-countries-attend-2023-global
-tech-summit-in-vizag-nrdc-and-ebtc-sign-mou/)

5. "비사카파트남에서 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글로벌 테크 서밋에서 전문가들이 저렴한 의
료 서비스 이용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http://pharmabiz.com/NewsDetails.aspx?aid=1564
26&sid=1) . pharmabiz.com (영문). 2022년 2월 20일. (http://pharmabiz.com/NewsDetails.asp
x?aid=156426&sid=1)

6. "EBTC, Vizag에 Center of Excellence 설립" (https://www.thehansindia.com/news/cities/visakha
patnam/ebtc-to-set-up-centre-of-excellence-in-vizag-783144) . thehansindia.com (영문). 2023
년 2월 16일. (https://www.thehansindia.com/news/cities/visakhapatnam/ebtc-to-set-up-centre-o
f-excellence-in-vizag-783144)

7.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 G20 경제 추진을 위해 글로벌 기술 정상회담 팀 만나" (https://ww
w.republicworld.com/india-news/politics/finance-minister-nirmala-sitharaman-meets-global-tech
-summit-team-to-push-for-g20-economy-articleshow.html) . republicworld.com (영문). 2022년
12월 17일. (https://www.republicworld.com/india-news/politics/finance-minister-nirmala-sithara
man-meets-global-tech-summit-team-to-push-for-g20-economy-articleshow.html)

8. "25개국 400명의 기술 리더가 G20 글로벌 테크 서밋에 참석" (https://asianlite.ae/2023/technolo
gy/400-tech-leaders-from-25-countries-attend-g20-global-tech-summit) . asianlite.ae (영어).
2023년 2월 17일. (https://asianlite.ae/2023/technology/400-tech-leaders-from-25-countries-atte
nd-g20-global-tech-summit)

9. "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andhra-pradesh/global-tech-summit-series-offers-a-
unique-platform-to-engage-with-best-minds-in-industry/article66521192.ece) 'Global Tech
Summit 시리즈는 업계 최고의 인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고유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 (https://
www.thehindu.com/news/national/andhra-pradesh/global-tech-summit-series-offers-a-unique-pl
atform-to-engage-with-best-minds-in-industry/article66521192.ece) . thehindu.com (영어). 2023
년 2월 17일.

10. "글로벌 서밋으로 발전 촉진: 애팔라라주 장관" (https://www.deccanchronicle.com/nation/curren
t-affairs/180223/global-summits-hasten-development-minister-appalaraju.html) .
www.deccanchronicle.com (영문). 2023년 2월 17일. (https://www.deccanchronicle.com/nation/
current-affairs/180223/global-summits-hasten-development-minister-appalaraju.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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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G400 기술 리더, 25개국에서 온 1000명의 대표단이 Vizag에서 열리는 Global Tech Summi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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