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
▪일시: 2022년 5월 12일(목) 오후 1시 30분～5시 30분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211호

초 대 의

글

‘지금이 위기다’라고 하면 ‘위기 아닌 때가 있었나’ 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당면한 현실의 무게를 과장하
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국 경제가 ‘대전환기’에 들어섰다고 진단합니다. 여느 때와는 달리 한국경제의 앞날
을 좌우할 만한 커다란 대내외적 변화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히 5대 전환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산업·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 기후·환경 면에서는 그린 전환, 세계경제질서 차원에서는 신냉전
경제체제로의 전환, 한국경제의 기본 조건을 이루는 인구구조의 전환 그리고 내실화 과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 전환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이 한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인간존중과 공정경제로 실현시키고 명실상부한 선진경제로 이끌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전환기에는 과거의 성공 요인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미래 동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마침 새 정부가 출발하
고 있어 한국경제의 향후 전략을 깊이 토론할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
탁드립니다.
202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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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로 그 램
1:10

▪ 등록

1:30

▪ 개회사: 강철규(서울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 환영사: 홍장표(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제1세션: 5대 전환과 한국경제
▪ 사회: 장지상(경북대 명예교수)
▪ 발표
1. [디지털 전환]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
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

1:40
~3:50

2. [그린 전환] 조영탁, 한밭대 교수
한국경제의 탄소중립과 그린 전환을 위한 과제
3. [세계경제질서 전환] 김계환,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경제 안보 정책의 부상
4. [인구구조 전환]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 인구구조대응연구팀장
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
5. [선진국 전환]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선진 한국을 위한 과제
제2세션: 종합토론

4:00
~5:20

5:20

▪ 사회: 장세진(서울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패널: 이제민(연세대 명예교수),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 이용우(국회의원),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이철희(서울대 교수)
▪ 폐회사: 강신욱(한국경제발전학회장)

오 시 는 길
장소 | 서울시 중구 정동길 9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전화 | 02-6364-2200
교통 |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1, 2호선 시청역 1, 12번 출구
문의 | (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02-598-4652
sies@sie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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