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오는 11월 26일에는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부채와 한
국경제 - 새로운 시각”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 많은
경제전문가들에 의해 향후 한국경제는 당분간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며 특히 부채,

일

정

접수 및 입장

이만우 (한국경제학회 회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개회사
기조연설

전체사회 : 김진일 (고려대)

개회식

(13:30~14:00)
(14:00~14:25)

고령화, 주택시장 등을 중심으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국면에서 향후 예상되는 우리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보다 심도깊게 논

[세션 1] 부채와 금융안정
시 간

의하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을 학계, 연구기관 및 정책당국이 함께 머리
를 맞대고 논의해 보는 자리가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과 함께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난제

(14:25~15:35)

세부일정
•인사말씀 겸 사회: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수석부회장, 성균관대)

<세션 1>
14:25~15:35

들을 하나 하나 엄밀하게 진단해 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발 표:“금융기관의 부채구조와 금융안정”
신관호 (고려대)
토 론: 박창균 (중앙대), 성태윤 (연세대)

이번 세미나에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문제들에 대해서도 대내외적
으로 명망이 높으신 분들이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바, 그 어느 세미나보다도

[세션 2] 가계부채: 해부와 진단

우리 경제의 문제점들이 엄밀한 학문적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이에 대한 근
본적인 대응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5:35~16:35)

•사 회: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세션 2>
15:35~16:35

위와 같이 한국경제학회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여

발 표:“가계부채: 해부와 진단”
김현정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토 론: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허석균 (중앙대)

러분을 초대하오니 부디 참여하시어 지혜를 모으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
립니다.

[라운드 테이블 토론] 한국경제의 난제: 부채, 고령화, 주택시장

(16:55~18:10)

•사 회: 문우식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라운드 테이블 토론>
16:55~18:10

한국경제학회 회장 이 만 우

•토 론: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김세직 (서울대)
윤 택 (서울대)
정지만 (상명대)
(가나다 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최 운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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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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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5층 510호

•주 소: 서울 중구 소공동 1번지 롯데호텔서울
•교통편: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 7번, 8번 출구
지하철 1호선 시청역 하차 도보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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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와 한국경제 - 새로운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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