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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KDI 공동 정책포럼
-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 -

- 일 시: 8월 24일(월) 13:30~17:00
- 장 소: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B2F)
- 주 최: 국민경제자문회의·K D I

□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KDI

는 8월

일 공동으로 대한상공

24

회의소에서 ‘한국 기업부문의 이중구조,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

○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속 국내 기업 간 생산성 양극화와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기업 성장은 정체되고, 역동성도 저하되고 있어
기업부문 이중구조 해소’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

‘

○ 이번 정책포럼은 국내 기업의 이중구조 현황과 해소방안을 모색하고

,

향후 예상되는 기업생태계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 정책포럼은 기업부문 이중구조 현실과 정책과제
‘

디지털 미래와 기업의

’, ‘

이중구조’ 두 개 세션으로 구성, 각 세션별 전문가 발표와 패널·자유
토론으로 진행

○

세션

(

1.

기업부문 이중구조 현실과 정책과제)에서는 이병헌 중소기업

연구원장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양용현
시장정책연구부장이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KDI

을 주제로 발표
-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이 토론에 참여

○

세션

(

2.

디지털 미래와 기업의 이중구조)에서는 구자현

KDI

지식경제

연구부장이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생태계 변화’,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이 ‘플랫폼 경제의 빛과 그늘’에 관한 발표를 진행
-

박찬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태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계영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디지털혁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지정토론에 참여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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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에 따라 최정표

KDI

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국민경제자문회의 각 분과위원, 발표자, 토론자 등이 참석하며,
일반인 참석은 제한

○ 다만

,

이번 포럼에 앞서

KDI

및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

KDI

페이

스북을 통해 ‘국민의견 청취 이벤트’를 진행(14일~19일), 기업부문 이중
구조 관련 이슈에 대한 일반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된 의견은 행사
당일 진행하는 자유토론에서 논의될 예정
-

행사 종료 후 그 결과도 향후 인터넷과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 국민과
공유할 계획

❖ 첨부 1. 세부 일정
2

❖ 첨부 1. 세부 일정
시 간

프로그램
개회식

13:30~13:40

개회사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축 사 정세균 국무총리
환영사 최정표

KDI

원장

세 션 1. 기업부문 이중구조 현실과 정책과제
사회

이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발표

1.

발표

2.

13:40-15:04

토론

15:04-15:20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제약요인 및 개선방안
이병헌 중소기업연구원장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의 공정성 제고 방안
양용현 KDI 시장정책연구부장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

휴 식
세 션 2. 디지털 미래와 기업의 이중구조
사회

15:20-16:50

발표

1.

발표

2.

토론

16:50-17:00

박찬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기업생태계 변화(정책 시사점)
구자현 KDI 지식경제연구부장
플랫폼 경제의 빛과 그늘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장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박태영 한양대학교 경영학과 교수(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
최계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혁신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총 평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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