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은 정책보고서 부문의

장기

‘

2017년 12월 22일(금) 14:00

재활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규제개선·모델 구축 방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겸 수석이코노미스트
(044-550-4126, kjh@kdi.re.kr)
이정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장
(044-550-4667, leejm@kdi.re.kr)

안’(추홍민, 강건, 박성준), 논술 부문의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
해 국내 제약 산업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정책 제안’(하나고 조
민석, 주형주)이 차지함.

2017년 12월 22일(금) 09:00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환영사에서

“비합리적인

규제와

정책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현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했다. 제시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그간

2017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

□

KDI 와

일 시:

월

일(금)

-

장 소: 코리아나호텔 다이아몬드홀

-

주 최:

12

22

□ 한편, 미래 연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창의적

2010년부터 기획된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
모전’은 기존의 고등학생과 대학(원)생이었던 공모대상을 올해부터
일반인까지 확대했음.
정책대안을 발굴하고자

14:00~15:30

기획재정부

KDI·

12월 22일 코리아나호텔에서 ‘2017 미래한국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일반인 대상의 정책보고서 10편,
대상의 논술 10편을 포함 총 20편을 선정, 수상함.

기획재정부는

아이디어
고등학생

○ 지난

-

의 여러 장벽들을 타파해주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 첨부 1. 시상식 일정
월

8

일부터

월

28

11

일까지 ‘비합리적인 규제, 비현실적인

17

❖ 첨부 2. 수상자 명단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시된 이번 공모전에는 정책보
고서

편, 논술

46

편 등 총

55

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세 차례

101

심사를 거쳐 수상작이 확정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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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시상식 일정
시 간

내 용

14:00~14:15

개회식
축 사
정무경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환영사
김주훈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격려사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

14:15~14:40

시상식
경과보고 및 심사평
이정환 세계미래포럼 대표(심사위원장)
시 상

14:40~14:50

기념 촬영

14:50~15:10

수상작 발표

15:15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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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수상자 명단
□ 정책보고서 부문
구 분

상 명
(편수, 장학금)

수 상 자

정 책 보 고 서 명

대 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1편, 600만원)

추홍민, 강건, 박성준

장기 재활환자의 효율적인 치료와 관리를 위한 규제
개선·모델 구축 방안

최우수상

KDI원장상
(1편, 500만원)

유현우, 정현

미래 한국 레저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연구

임인종

지분참여형 기술이전 활성화를 통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성과향상 방안

신지수, 이서연, 한상유

삼차원 프린팅 진흥법 제언

엄태홍, 유혜민, 김려경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관련 정책 로드맵 연구

엄영호, 손선화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한 지방규제의 변화 특성 분석

조영훈, 주예람, 조윤호

4차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운영방안 수정 연구

이다솜, 설민경, 유경연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개선안

한수진, 이송희, 정여륜

K-MOOC 활성화 방안

김상인, 강남규, 박건민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방안

우수상

장려상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3편, 각 300만원)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상
(5편, 각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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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생 대상 논술 부문
구 분

상 명
(편수, 장학금)

수 상 자

논 술 명

대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1편, 300만원)

조민석, 주형주
(하나고 2)

허가-특허 연계제도로 인해 국내 제약 산업에 발생하는
문제점 및 정책 제안

최우수상

KDI원장상
(1편, 250만원)

강은샘, 설해빈, 강민재
(청심국제고 2)

안심지도서비스를 통한 범죄 예방 방안 마련

윤연수, 윤세연
(NLCS Jeju 11)

지진피해 감소를 위한 충격감지 작동 안전선반 연구

정성민, 서민수, 박진홍
(김천고 2)

인슈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임채현, 공영민, 임종원
(김천고 2)

경업 금지 의무의 법제화에 대한 고찰

김도연(하나고 1)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

조예은(창덕여고 1)

시각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제언

경제웅, 서은지, 정태유
(하나고 2)

국내 셉테드 정책의 모순과 개선안

문태성(남대전고 1)

감정노동자 눈물 닦아주기

김재원(중산고 1)

어린이를 위한 의료 보험의 확대

우수상

장려상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3편, 각 150만원)

세계미래포럼
이사장상
(5편, 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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