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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IMF,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 개최

□

-

일 시:

월

-

장 소: 플라자호텔 오키드홀

-

주 최: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11

일(목)

29

9:00~18:00

KDI·IMF

KDI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1월 29일 공동으로 플라자호텔에서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컨퍼런스를 개최함.

○ 이번 컨퍼런스는 포용적 성장의 이론과 현황

,

소득불평등 및 양성

불평등 관련 이슈들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
기 위해 마련됨.

□

컨퍼런스는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의 기조연설과 조나단 오스트리

IMF

조사국

부국장, 프랑수아 부르기뇽 파리경제대학원 교수, 호세 데 그레고리

오 칠레대학교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라비 칸부르 코넬

대학교 교수의 패널토론 등으로 구성

□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는 개회사(화상연결)에서 “포용적 경제는
IMF의

최우선순위 중 하나”라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모두에게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시작점”이라고 언급

□ 최정표 KDI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경제성장률 침체와 소득불평등
심화가 전 세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가 된 가운데 포용
적 성장이 한국 정부의 핵심화두로 등장했다”며 “많은 어려움이 있
지만 한국이 선도적으로 포용적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로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일자리는

포용국가로

가는 핵심전략인 만큼 일자리정책 추진 시 공정과 포용의 가치를
포함하는 한편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병
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컨퍼런스는 IMF의 정책에 따라 스티글리츠 교수의 기조연설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

※ 행사 사진은 당일(29일, 목) 오전 11시 배포 예정
❖ 첨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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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개회식
환영사 최정표 KDI 원장

09:30~10:00

축

사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화상연결)

10:00~10:45

기조연설Ⅰ.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세 션 1. 소득불평등 및 양성불평등
좌 장 조나단 오스트리 IMF 조사국 부국장

11:15~13:00
(비공개)

14:30~15:15
(비공개)

토 론 프랑수아 부르기뇽 파리경제대학원 교수
호세 데 그레고리오 칠레대학교 교수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
아누 마드가브카르 맥킨지글로벌연구소 파트너
기조연설Ⅱ.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재정 정책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세 션 2. 포용적 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논의
좌 장 호세 데 그레고리오 칠레대학교 교수

15:45~17:30
(비공개)

17:30~18:30
(비공개)

토 론 라비 칸부르 코넬대학교 교수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베라 송웨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사무총장
완 파리산 말레이시아재정부 경제모델·공공정책연구팀장
폐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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