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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소득 3만달러 대한민국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 개최

- 일 시: 5월 9일(목)

13:00~17:30

- 장 소: 더 플라자 호텔 서울 다이아몬드홀(22층)
- 주 최: K D I
- 후 원: 기획재정부

□

KDI

는

월

5

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소득

9

만달러 대한민국

3

평가와 과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함.

○ 한국 경제는 지난해

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3만달러를 돌파하며

1

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1

3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진입

○ 이번 국제컨퍼런스는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3

한국 경제가 선진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도전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
-

특히 국제기구 및 외국 학계 인사가 해외의 시각에서 포용적 혁신
성장을 논의하고 국내 전문가들과 3만달러 이후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

□ 컨퍼런스는 크게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

이행’, ‘경제성장과 삶의 질’ 등 세 개 세션으로 나뉘며, 세션별 전문가
발표 및 토론에 이어 종합토론이 이뤄질 계획

○

첫 번째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세션에서는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이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가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를 주제로 발표

○ 두 번째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세션에서는 빈센트 코엔

‘

OECD

국가분석실장이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를,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를
발제

○ 세 번째

경제성장과 삶의 질’ 세션에서는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

셰필드대학교 교수가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책임’,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포용적 복지와 삶의 질’에 관한

‘

발표를 진행

□ 이번 컨퍼런스에는 최정표

KDI

원장,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나단 오스트리
부국장, 빈센트 코엔

OECD

셰필드대학교 교수, 정재용
SGI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가분석실장,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KAIST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원장을 비롯해 정부, 국제기구,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

들이 참석함.

❖ 첨부 1. 세부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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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세부 일정
일자

프로그램
개회식

13:00~13:30

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

축

윤종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사

세 션 1. 소득불평등과 포용적 성장

13:30~14:20

14:20~14:30

발 표 1.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응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발 표 2.

불평등 심화와 고령화의 거시경제적 효과: 한국의 사례
주상영 건국대학교 교수

사 회
토 론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휴 식
세 션 2.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이행

14:30~15:20

발 표 3.

새로운 한강의 기적: 기회와 과제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발 표 4.

포용적 혁신성장을 위한 한국의 산업혁신 전략과 과제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 회
토 론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정재용 KAIST 교수

세 션 3. 경제성장과 삶의 질

15:20~16:10

16:10~16:20

발 표 5.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책임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

발 표 6.

포용적 복지와 삶의 질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사 회
토 론

장세진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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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프로그램
종합토론
사 회
토 론

16:20~17:30

서중해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조나단 오스트리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
빈센트 코엔 OECD 국가분석실장
알리스테르 맥그레거 영국 셰필드대학교 교수
서영경 대한상공회의소 SGI 원장
안상훈 KDI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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