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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회식 환영사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문>
1

인사말씀

존경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
아담 포센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IMF, 한국은행, 피터슨 연구소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컨퍼런스를 빛내 주실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함께하신 라가르드 총재께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총재께서는 유리천
장을 깬 위대한 분으로
한국의 뭇 여성들이 닮고 싶어하는 선망의 대상입니다.
평균 이하의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평범(New Mediocre)*”에 관한 총재의 인상
깊은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에 모인 동인(動因)이 되었습니다.
* IMF 라가르드 총재는 ’16년 5월 독일 괴테대학 연설에서 세계 경제가 평균 이하의 저성장 국
면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요인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것입니다.
총재께서 강조하셨듯이, 우리는
그런 “새로운 평범”이 “새로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컨퍼런스
를 개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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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경제에서의 아시아의 위상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아시아는 강한 성장을 지속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세계 GDP의 1/3을 차지하고
세계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산업혁명 이전에 아시아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했던
영예로운 날들을 말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1800년의 통계치를 보면 아시아의 GDP는
세계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의 덕택으로 서구는 생산이나 부의 수준에서
아시아를 능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 새 로 운 아 시 아 의 부 상 ’ 을 목 격 하 고 있 습니다.
그러한 경향의 예는 여기저기에서 발견됩니다.
세계 철강의 2/3가 아시아에서 생산됩니다.
자동차 역시 아시아에서 절반 이상이 생산됩니다.
아시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빠르게 부를 축적하는 과 정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중(中) 소득 국가의 지위에 도달한 것입니다.

3

아시아 경제의 도전과 과제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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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가 잘해 왔지만,
이정도면 되었다고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어려움이 다가오는가 하면
해결해야 할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평범”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혹은 이미 직면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제기됩니다.
우리가 아시아 경제에 대한 건강 검진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각 나라마다 특수
한 어려움의 양상이 있을 것으로 진단됩니다. 어떤 것은 치료하기 쉽고, 또 다른
것은 더 어렵겠죠.
이제, 저성장이라는 “새로운 평범‘에서
탈피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아시아가 직면한 몇 가지 도전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각국은 성장의 질을 제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시아는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확고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아시아 각국은 인프라개발을 지원하고,
소득격차와 성차별을 완화해 나가야 하며,
사회복지와 공공서비스를 증대해야 합니다.
아시아는 1990년대 이후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빈곤층* 수가 아프리카 다음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입니다.
* 하루 소득이 1.25달러 이하인 인구

한국 정부는 포용적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증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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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우리는 아시아의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 변화 추세에 특별히 주목하여야 합니다.
아시아의 고령화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IMF는 이미
“아시아의 상당 지역이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는 위험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비록 모든 아시아 국가의 고령화 속도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젊은 층이 많은 국가
들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령화는 결국 생산성 악화라는 결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제대로 된 구조개혁과
생산성을 증대하기 위한 혁신을 유도해야 합니다.
노년층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여성과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는 대외 충격과 위기에
취약하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역내 협력과 통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외 경제 충격에 맞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역내 시장의 외연적 확대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국경 간 인프라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연결성을 제고해야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내 지향적 지역주의는 지양해야 합니다.
세계경제의 한 축으로서 보호무역주의를 막는데
아시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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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디로 갈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라가르드 총재께서는
IMF 70주년 행사를 기념하는 연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체됨보다는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함을,
취약함보다는 안정성을,
고립보다는 단결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에
회의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신 있게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것입니다.”
어제의 아시아의 영예로운 바다를 추억하고,
오늘의 도전의 바다를 헤쳐 나가면서,
아시아와 전 세계를 위한
내일의 희망의 바다로 항해하는 꿈을 그려봅시다.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해주신 관계자 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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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1

Greeting

Madame Christine Lagarde,
Managing Director of the IMF,
Mr. LEE Juyeol,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r. Adam Posen,
President o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honored guests:
Let me warmly welcome you
to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co-hosted by the IMF, the Bank of Korea and the Peterson Institute.
I am very honored to speak before
such a distinguished audience
who will contribute to this meaningful occasion.
My special thanks to Madame Christine Lagarde. She is Korean women's want-to-be
figure
as the greatest glass ceiling breaker.
Her impressive message of “new mediocre”
brought us here.
We will discuss how to address
the risk of low growth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she emphasized,
we must prevent new mediocre
from becoming the “new reality”.
In this vein,
the conference titled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is very timely and meaningful.
- 6 -

2

the Status of Asia in Global Economy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Asia has continued strong growth.
It remains the most dynamic economic region in the world.
Asia accounts for third of global GDP.
It contributes to
more than half of the world's economic growth.
Well, some people in this room might say
Asia had its glorious days in the global economy
before the Industrial Revolution.
Right!
Even in 1800s, its GDP was estimated to be
almost 70% of global output.
However, the West,
on the back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overtook Asia
in terms of economic output and wealth levels.
Now, we are again witnessing
'the Rise of New Asia'.
Examples of such trend are everywhere.
Two-thirds of global steel production comes from Asia.
More than half of all automobiles are produced in Asia.
The region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well-off
much faster than any other regions.
Many countries in Asia have reached the middle-income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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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Components of Challenges and Tasks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While the region has done well,
Asia cannot be complacent.
Several challenges remain
while new ones have emerged.
Overall, there is a concern
that Asian countries might face
or have already faced
the challenges of "new mediocre".
If we take a quick health check
on the Asian economy,
each country is diagnosed
with specific challenges.
Some of them are easy to cure,
others are more difficult.
Now, I would like to touch on
several challenges facing Asia
to think of a solution that will help it
break away from "new mediocre".
First, each Asian country needs to improve
the quality of growth.
To do so,
Asia should firmly implement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ian countries need to join efforts to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narrow income and gender gaps
- 8 -

and increase social programs and public services.
Despite maintaining high growth rates since the 1990s,
Asia has the second biggest absolute poor population
next to Africa.
The Korean government's inclusive growth policies
will create more jobs and boost income levels
for the low income families.
To reduce poverty.
it is essential to share
best practices for sustainable growth
Second, we must take
special note of
Asia’s rapidly changing demographic trend.
Population aging in Asia is faster than
that in the U.S. or Europe.
As the IMF already warned,
parts of the Asian region have risk of
“getting old before becoming rich.”
Although not all Asian countries are aging
at the same rate,
even young countries will not be an exception.
The aging population will harm
the productivity growth in the end.
Asia has to implement well-targeted structural reforms
and induce innovation to boost productivity.
It should protect the elderly,
enhance social safety nets
and encourage women and older workers
- 9 -

to participate in the labor force.
Lastly, Asia must recognize
that it is vulnerable to external shocks and crises.
That's the reason
regional cooperation and integration
are of great importance.
Asia should take part in
strengthening the global financial safety net
against possible external economic shocks
and expand its regional market.
On top of that,
Asia has to strengthen connectivity through software
as well as cross-border infrastructure.
In this process,
inward-looking regionalism should be avoided.
As a pillar of the global economy,
Asia must play a leading role
in preventing protectionism.

4

Closing

Distinguished guests and Ladies and Gentlemen,
Standing at the fork in the road,
we should choose which way to go.
Madame Christine Lagarde said at her address in
anniversary of the IMF :
We should choose
acceleration over stagnation,
stability over fragility,
solidarity over se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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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y

of

the

70th

Some people might be skeptical about
the challenges facing Asia.
However,
I would like to say with confidence
that we can overcome any possible challenges.
“We can do it. We must do it. We will do it.”
Reminiscing our glorious ocean of yesterday,
sailing through today’s challenging ocean,
let's picture tomorrow’s ocean of hope
for Asia and the whole world.
In closing,
I'd like to extend my deepest appreciation to
everyone who worked hard to
make this meaningful conference possibl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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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국문>
신사, 숙녀, 귀빈 여러분!
기획재정부, IMF,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컨
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매우 바쁜 일정
중에도 먼 길을 마다않고 직접 참석해 주신 IMF의 Christine Lagarde 총재님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공동 개최를 위해 기획 단계
부터 수고해 주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Adam Posen 소장님과 IMF 아시아･
태평양국의 이창용 국장님께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앞서 환영사를 해주신 고형
권 차관님과 오늘 저녁 만찬연설을 해주실 IMF의 Maurice Obstfeld 경제자문관
님을 비롯한 모든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시아 경제는 과거 5∼60년간 빠른 성장세를 지속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잉여 노동력과 후발자 이익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주효했던 결과라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고성장 시기가 달랐지만 역내 전체적으로는 선발국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
어들면 후발국이 그 뒤를 이어가는 패턴을 보이며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
다. 일본을 필두로 소위 네 마리 용과 중국이 차례로 뒤를 이었으며 지금은 인
도와 아세안 국가들이 새 주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으
로도 당분간은 아시아 경제가 후발국을 중심으로 역동성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성장의 엔진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성장전략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아시아
경제가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생산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외형적 성장전략
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성장과정에서 제조업
과 서비스업, 수출과 내수 등 부문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지속성장의 걸림돌로 작
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시점에 세계적인
석학들과 정책당국자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 경제의 지속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보고, 향후 과제와 대응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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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친 여러분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아시아 경제
가 도전해 나가야 할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성장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생산요소 투입에 의한 양적 성
장에서 벗어나 혁신에 의해 주도되는 질적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아시아 주요국의 생산성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습을 선진화하고 혁신을
자극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대
추구 억제와 규제 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R&D 투자를 활성화하
여 신기술과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경제의 리밸런싱 도모입니다. 수출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간에 균형잡힌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 고용, 내수 간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수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
경제정책이 활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
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
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거시건전성정책과 미시적 구조개혁정책을 조화
롭게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인구고령화 대응입니다. 성장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경제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져도 인구고령화 대응에 실패한다면 기조적 저성장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 등 선발국은 이미 인구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머지않아 소위 ‘인구 보너스 효과’가 사라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시아의 경우 인구고령화 속도가 빠른 데다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고령자는 물론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동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한편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회･교육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자만과 방심”이라
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동안 아시아 경제가 이루어낸 놀라운 성과에 안
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시아 경제가 직면한 과제들은 과거에 경험해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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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 나간다면, 특히 역내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또 다른 도약의 기회를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과 내일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열띤 토론을 통해 아시
아 경제가 당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의미 있는 방안들이 많이 제
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매우 어려운 과제인 만큼 여러분의 깊고 폭넓은 지
혜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IMF의 Christine Lagarde 총재님과 다른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심
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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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Ladies and gentlemen, honored guests!
I am delighted to bid you all a sincere welcome to this conference, hosted
jointly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the IM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the Bank of Korea. Let me first express my
special gratitude to 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who is here to
represent the IMF directly despite her tight schedule. I wish to thank as well
President Adam Posen of th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nd Director Changyong Rhee of the Asia and Pacific Department of the IMF,
who have worked so hard to arrange the joint hosting of this conference
starting from the initial planning stage. Appreciation also goes to all of our
moderators,

presenters

and

discussants,

including

First

Vice

Minister

Hyoung-kwon Go, who delivered the welcome address just before, and IMF
Economic Counsellor Maurice Obstfeld, who will deliver the dinner speech
tonight.
As we are all well aware, the Asian economy has sustained a rapid rate of
growth over the past 50 to 60 years, and in doing so served as a locomotive
driving growth in the world economy overall. We can look at this as a result
of

success

in

the

export-led

growth

strategy,

centering

arou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and based on surplus labor as well as late-comers’
advantages. During this time, the economic growth pattern in Asia has been
that when the economies in the countries leading growth have entered their
mature stages, the later-developing countries have moved into their places and
Asia as a whole has sustained its high growth. Japan came first, to be followed
in turn by the so-called four dragons, and then China. Now it is India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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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 countries that are emerging as new runners. In light of this, we expect
going forward that the Asian economy will sustain its role as the engine of
world economic growth for some time, while showing dynamism centering
around later-developing countries.
But there are also not a few claims that this growth strategy has reached
its limits. As Asian economies have gradually entered their mature stages,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m to sustain extensive growth strategies based on
increasing their production factor inputs. Moreover, in the course of export-led
growth centering around the manufacturing industry, sectoral imbalances have
built up - between the manufacturing and the service industries, and between
exports

and

sustainable

domestic
growth.

demand

For

this

-

and

reason,

these

are

skeptical

becoming

views

about

obstacles
the

to

Asian

economy’s future are also emerging in some corners.
Given this mix of expectations and concerns for the Asian economy’s
future, I think we can see the conference here this week as a very timely and
meaningful one, in having brought together many great scholars and policy
authorities from around the worl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Asia and soberly discuss the future challenges and policy
responses.
Before discussions begin here today, I would like to say just a few words
about some of the challenging tasks now confronting the Asian economy.
The first task is to change our growth paradigm. Going forward we will
have to break out of the paradigm of extensive growth based on the
expansion of production factor inputs, and move to one of inten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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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en by innovation. Productivity in major Asian countries has already clearly
slowed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in response, we need to design a
scheme of social and economic incentives to modernize the old systems and
practices now blocking higher productivity growth, and to stimulate innovation.
It will also be very important to promote fair competition and revitalize R&D
investment, through the restraint of rent seeking and the easing of regulations,
and to discover thereby new technologies and new engines of growth.
The second task is to push ahead with economic rebalancing. We need to
move from export-led growth to growth characterized by a balance between
exports and domestic demand. To boost domestic demand, we need to build a
virtuous cycle between growth, employment, and domestic demand by actively
nurturing SMEs and service businesses that contribute greatly to job creation.
Macroeconomic policy can also be utilized to support the domestic demand
expansion. But we should bear in mind that, if expansionary fiscal and
monetary policy stances become even a bit prolonged or excessive, this can
undermine fiscal soundness and cause a buildup of financial imbalances. It will
thus be necessary, while focusing on sustainability from the medium- to
long-term perspective, to implement our monetary, fiscal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harmoniously, along with our micro-structural reform policies.
The third challenging task facing the Asian economy is our response to
population aging. Even if we succeed in shifting the growth paradigm, and in
rebalancing the economy, a failure in responding to population aging will make
the escape from possible structural low growth

difficult. Negative effects due

to population aging are already appearing in first moving countries like Japan.
And in a considerable number of later-developing countries, their so-called
population bonus effects are expected to disappear before long. Population
- 17 -

aging is progressing rapidly in Asia, while preparations for it are insufficient. In
response we will have to reform our labor markets to ensure vigorous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by not only the aged but by youth and
women, while on the other hand implementing social and education support
policies to increase birth rate.
Ladies and gentlemen!
It is said that our greatest enemy is not something that is external to us,
but rather our own internal vanity and inattention. We cannot be content with
the remarkable results that our Asian economy has achieved over the past
half-century. The challenges that the Asian economy now faces are new ones,
ones never previously experienced, but if we remain ever alert to this
situation, and make provisions, and in particular if our regional countries
cooperate closely, then we can welcome this as an opportunity for one further
takeoff.
I look forward to many meaningful measures being presented here today
and tomorrow, through active expression of views and enthusiastic debates
among participants, which can enable the Asian economy to overcome the
challenges confronting it. Given the difficulty of the challenges before us, your
deep and wide-ranging wisdom and insights are very much needed.
I would like to express one more time my profound gratitude to IMF
Managing Director Christine Lagarde and all of our other esteemed participants
attending this conferenc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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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환영사는 별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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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표 논문 요약
<논문 1> 세션 1-1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모델 가능성
Can we develop a New Asian Growth Model?
Adam S. Posen, PIIE
□ 아시아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와 아시아 경제
구조의 다양성 등 아시아 지역의 내부 문제 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의 경제성
장 둔화 등 외부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함께 고려할 필요
ㅇ 먼저 아시아 내부의 문제로는 인구 고령화가 성장을 크게 둔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적 시스템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며
고용안정도 성장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임
ㅇ 외부적으로 선진국의 경기 둔화, 보호무역주의의 대두, 기술확산의 지체,
선진국의 디플레이션 등이 아시아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겠으나
그 정도는 뚜렷하지 않음
□ 아시아가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아시아 역내의 협력 뿐 아니
라 선진 경제와의 협력을 주도할 필요
ㅇ 역내 협력을 위해서는 아시아 지역간 무역·투자의 증진, 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이민 등 인구고령화 대책이 중요
ㅇ 서구 선진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는 중국, 일본,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보
호무역주의와 환율분쟁의 상호 원만한 해결, 금융안정을 위한 장치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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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 세션 1-2

장기침체: 역사와 현실
Secular Stagnation: History and Reality
Joel Mokyr, Northwestern University
□ 장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을 경험한 것은
불과 19세기 이후부터이며 역사상 대부분의 기간은 성장이 없는 정체기가 유
지되어 왔음을 상기할 필요
ㅇ 과거 인류역사가 장기침체에 머물렀던 원인은 인구동학, 지대추구, 기술 및
지식의 한계 등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동 요소들이 변화할 때 경제도 침체
기에서 성장기로 전환하였음
□ 현 시점의 인구동학, 지대추구, 기술 및 지식은 과거와 크게 다르며 따라서
장기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ㅇ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장기침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노령인구
에 의한 소비수요증가, 의료 등 노령층 대상 서비스산업에의 투자증가, 노
령인구의 노동참여증가 등으로 지속성장이 가능함
ㅇ 정치 및 제도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부패와 지대추구가 잔존하는 경우가 있
으나 국가간 글로벌 경쟁으로 제도개혁과 지배구조 개선이 일어나 장기적
으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임
ㅇ 과학기술과 지식의 발전은 생산성 증대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앞
으로도 지식과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이 이어진다면 장기침체가 도래할 가
능성은 낮을 것임
□ 다만, 기술진보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정치적 여건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의문의 소지가 많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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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 세션 2-1

아시아의 인구고령화와 대응방향
Asia: At risk of growing old before rich?
Ranil Salgado, IMF

□ 지난 수십 년간 아시아는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인구구조(피부양자 대비 노동
인구의 급속한 성장)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러한 추세는 대다수의 아시아 국
가에서 머지않아 종료될 것으로 전망
□ 본 연구는 향후 수십 년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역내 인구변화(급속한 고
령화)의 경제적 의미를 크게 성장(growth), 대외수지(external balance), 금융시장
(financial market)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바람직한 정책대응의 방향을

제시
□ 인구구조 변화로 아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수지는
약간의 흑자를 나타내고 실질이자율 및 자산수익률은 하락할 전망
□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직면하여 취약노인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강한 경제성장
세를 연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
ㅇ 구체적 대응방안으로는 본격적인 인구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국가채
무의 건전성 유지,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노동시
장, 연금제도 등에 대한 구조개혁을 제시
ㅇ 상기 경제정책의 효과는 연구개발(R&D) 및 교육을 통한 생산성 향상 노력
이 병행되는 경우 확대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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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 세션 2-2

기술 혁신, 생산성 및 동아시아 국가의 혁신시스템 진화
Invention, Productivity, and the Evolution of East Asia’s Innovative Systems
Lee Branstetter, PIIE & Carnegie Mellon University
Namho Kwon,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 개발 시스템의 성과를 역사적 배
경 하에서 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의 연구 개발 시스템은 공히 기존 업체를
옹호하며, 점진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됨
ㅇ 그 동안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 개발 시스템은 기술 선도국을 따라 잡는 데
는 효율적이었으나 장기적으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저해한 일본의 전철
을 밟을 것으로 전망
ㅇ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의 연구 개발 시스템은 대학에 대한 연구 개발 투자,
노동 시장 개방도, 특허에 대한 보호 강도, 기초 연구 지원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지적
□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유사한 교육, 대학, 특허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
며 국가 연구 개발 시스템이 기존 업체를 옹호하고 점진적인 기술 개발을 지
원하는 것도 동일함
ㅇ 연구 개발 지출과 이에 따른 성과가 재벌 집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실증

분석 결과 재벌 집단의 연구 개발 지출은 여타 기업의 연구 개발 지출보다
기업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혁신적인 제품이 아니라 생산단가를 줄이기 위한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전략을 취했던 국가는 궁국적으로 저비용 국가와 경쟁으로 인하여 시장을
잃게 되고 이러한 현상은 일본-한국-중국 순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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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5> 세션 2-3

장기침체와 아시아: 국제적 전파와 정책 파급
Secular Stagnation and Asia: International Transmission and Policy Spillovers
Olivier Jeanne, Johns Hopkins University & PIIE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를
저금리와 저성장으로 특징짓고 그 파급효과를 아시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저금리 및 저성장이 각국의 무역 및 금융개방도에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전
파된 것으로 확인됨
□ 주요 선진국의 저금리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실질금리를
하락시켰으며 무역 및 금융개방도가 낮은 국가라고 해서 이 같은 효과를 덜
받지 않았음
ㅇ 일부 선진 아시아 국가들은 명목금리가 제로하한에 가깝게 내려가며 유동
성함정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위기 이
전 금리수준이 높았던 탓으로 저금리 전파효과에도 불구하고 제로금리하한
에 구애받지 않음
□ 전세계적인 장기 저성장은 공급측면에서 생산성 증가율 둔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생산성 둔화의 국제적인 파급 역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무역 및
금융개방도와는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ㅇ 생산성 증가율 둔화가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에 파급될 수 있는 경로로는
첫째, 전세계적인 금융제약 증가에 따라 위험성과 수익률이 높은 사업보다
안전하고 성장성이 낮은 사업에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효과,
둘째, 국제무역이 감소하면서 지식과 기술의 국제적인 전파가 위축되는 효과,
두 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각각 금융 및 무역 개방도와 관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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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6> 세션 3-1

과거 30년에서 얻는 일본의 교훈*
Japanese Lessons from the Past 30 Years
Adam S. Posen, PIIE
* 본 논문은 자료 제출이 지연된 바, 현장에서 배포될 영문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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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 세션 3-2

일본의 장기침체와 노동시장
Secular Stagnation and the Labor Market in Japan
Kyoji Fukao, Histotsubashi University
□ 일본 정부는 구조개혁 부진에 대응하여 2015년 10월 ‘1억 총활약 경제’로 불
리는 아베노믹스 2.0 (강한 경제, 자녀양육 지원정책, 사회보장제도 개선, 동일노
동·동일임금 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추구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본고에서는 일본 노동시장의 주요 이슈인 비정규직 문제와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분석
□ 1980년대 말부터 비정규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정규직-비정규
직 간 평균 임금격차도 확대되어 왔음
ㅇ 경제성장 둔화와 국가 간 경쟁 심화로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 채용을 축
소해왔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인적자본(human
capital)을 축적할 기회가 줄어들면서, 노동의 질(quality)이 더욱 저하

ㅇ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i)전문성에 기반하여 근로
계약을 맺는 ‘제한된 정규직’제도 도입, (ii)근로자의 기술, 경험 축적을
돕기 위한 ‘직무카드’도입 및 사내 교육 강화 (iii) 정규직-비정규직간 불공
정한 임금격차 축소 등을 제안
□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특히 제조업에
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ㅇ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임금 및 총요소생산성의 차이는 대체로 사내 교육
등을 통한 노동의 질적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을 것임
ㅇ 따라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일
본경제 전체의 총요소생산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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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8> 세션 3-3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Declining Potential Growth in Korea
Dongchul Cho, The Bank of Korea
Kyooho Kwo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하여 우리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
는 가운데, 본 연구는 현재 우리경제 모습을 1990년대초 일본경제와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도출
ㅇ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경제의 여건은 20년의 시차
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나,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
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
□ 한편 중첩세대모형(overlapping generation model)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우리경제의 경제기초여건 변화에 따른 자연이자율 추이를 추정*
* 1990년 이후 사망률, 출산율, TFP 증가율, 자본재 상대가격이 불변인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의 변화가 자연이자율 하락에 미친 영향을 추정

ㅇ 분석 결과 사망률과 출산율 감소, 총요소생산성(TFP) 정체 등으로 인하여,
자연이자율이 1990~2015년 기간중 4.3%p, 2015~2040년 기간중 1.6%p 하락
할 것으로 추정
ㅇ 이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이자율이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
□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금융시장, 상품시장
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ㅇ 통화당국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현재 수준(2%)을 하회하지 않도록 노력하
는 한편 네거티브 충격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도 마련해 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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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9> 세션 4-1

중국: 구조변화가 장기성장에 미치는 영향 ― DSGE 분석
China: Impact of Structural Changes on Long-term Growth ― A DSGE Analysis
MA Jun, People’s Bank of China
□ 본 연구는 중국경제의 구조변화가 장기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확
률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이용하여
분석
ㅇ 중국경제가 노동력 감소, 환경보전비용 증가, 재화에서 서비스로의 소비자
선호 변화, 도시화속도 저하 등 구조변화에 직면해 있어 18년 이후 연간
잠재성장률이 현재보다 약 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 결과 개
혁*이 성공할 경우 연간 잠재성장률이 약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GDP에서 비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로 가정

ㅇ 구조변화와 개혁정책의 영향을 모두 포함하여 순효과를 시산해 보면 18년
이후 연간 잠재성장률이 약 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
ㅇ 이와 같은 공급측 충격(구조변화 및 개혁)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보다는
성장률 등 실물변수에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ㅇ 다만 본 연구에서는 다른 구조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아 성장잠재력 약화가
과소추정될 가능성과 환경정화기술의 진보와 개혁의 거시금융안정성에 대
한 파급효과를 가정하지 않아 성장잠재력 약화가 과다추정될 가능성이 동
시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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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0> 세션 4-2

인도의 수출: 뉴 노멀?
India’s Exports: The New Normal?
Parchi Mishra, IMF
Sajjid Chinoy, J.P. Morgan
Siddhartha Nath, RBI
□ 지난 15년간 인도의 GDP 대비 수출이 두 배로 증가하였으며, 가죽, 직물, 보
석 등의 전통적 수출 품목이 공업, 전기, 약품 관련 수출 품목으로 바뀌는 등
혁명적 변화가 진행되어 옴
□ 본 연구는 산업별 데이터(sectoral data)와 기업수준 데이터(firm level data)를 활
용하여 인도의 수출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
□ 산업별 데이터 분석 결과, 인도의 수출은 교역상대국의 성장(partner country
growth)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공업과 전기 분

야 등 신 수출 품목(new age exports)의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짐
ㅇ 다만, 세계 금융위기와 탈세계화(de-globalization)가 시작된 2005년 이후에는
교역상대국의 성장에 대한 수출의 변화 정도가 낮아짐
ㅇ 환율의 변화나 공급 측 제약조건(supply side constraints)의 변화는 산업별 수
출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 기업수준 데이터 분석 결과, 환율의 변화가 기업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했으며, 루피화의 평가절상(appreciation of the rupee)이 오히려 수입 중간
재(imported intermediates)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산업별로 보면, 약품(drugs)이나 제약(pharmaceuticals)과 같이 국내 부가가치
(domestic value added) 비중이 낮은 산업에 속한 기업은 평가절상에 따른 수
출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반면, 직물과 같이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큰 분
야에 속한 기업의 경우 환율변화에 따른 수출 변화가 상대적으로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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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1> 세션 4-3
장기침체기에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How has Indonesia Fared in the Age of Secular Stagnation?
Mitali Das, IMF
□ 선진국의 성장둔화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대외의존도가 낮아짐에 따라 무역, 금
융경로를 통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완충시킬 수 있었던 것에 기인
ㅇ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와 국제금융시장과의 통합도*가 하락하였
고, 특히 선진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
* (대외자산+대외부채)/GDP

□ 대외의존도 하락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이었지만, 총요성생산성(TFP)
하락으로 인한 경제성장 저해는 장기간 지속
ㅇ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은 주로 인적자본 축적의 지체, 무역규제 강화, 투자환
경의 개선 노력 미흡 등에 기인
□ 따라서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본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개혁을
통해 국제시장과의 통합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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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 세션 5-1

아시아의 지속성장을 위한 통화 및 환율 정책
Monetary and Exchange Rate Polici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Joseph Gagnon, PIIE
Philip Turner
□ 일부 아시아 국가의 성장둔화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통화정책 교훈은 저인
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와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경기침체의 장기화
(persistent negative output gap)가 초래되지 않도록 인플레이션을 2% 또는
그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임
ㅇ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물가 및 임금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수요감소
시 가격인하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ㅇ 명목금리하한(제로금리)의 존재로 인해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진작이 제약
되는 등 통화정책에도 애로 발생
□ 통화완화의 지속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은 차입한도 규
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통해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금리의 상향조정 등 금융안정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은 비용(실
업 증가 등) 대비 정책효과(금융안정성 증진)가 크지 않음
ㅇ 통화완화가 금융불안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근거가
희박하며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을 활용해
대처할 필요
— 2008-09년의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정책실패는 통화정책보다는 불충분한
글로벌은행에 대한 규제에 있었음
□ 환율정책은 경상수지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될 필요
ㅇ 아시아 각국의 외환보유액 수준은 예비적 필요 등을 위한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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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3> 세션 5-2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경제의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in the New Mediocre
Douglas Laxton, IMF
□ 호주, 인도 및 일본 등 3개국 대상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금리인하를
통한 완화적 통화정책이 생산 및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시나리오 가정(2016Q3-2019Q4)

□ 분석 결과 유효금리하한(effective lower bound, ELB)* 수준까지 정책 금리를 낮
추는 통화정책의 경우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초래할 가능성(호
주)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금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기대인플레이션 더욱 낮아지
면서 실질금리가 상승하는 저인플레이션 함정에 빠지기 직전의 금리수준

ㅇ 정부의 경기 부양적 재정정책과 결합될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ㅇ 경제 안정화 차원의 금리 평활화(interest rate smoothing) 통화정책의 경우
중장기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는 저성장, 저물가, 고실업 등이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저인플레이션 함정(low-inflation traps)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며 적절한 통화 및 재정 정책 조합이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음
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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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4> 세션 6-1

아시아 국가의 구조적 저성장 위험과 재정정책의 역할
The New Mediocre in Asia: What can Fiscal Policy Do?
Ana Corbacho, Dirk Muir, Masahiro Nozaki, and Edda Zoli (IMF)
□ 구조적 요인으로 상당수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세가 낮아지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
ㅇ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잠재력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
ㅇ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 의료비 지출수요 증가는 역내 많은 국가들의 공
공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가
능성
□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잠재성장 능력 확충을 위한 재정개혁
(fiscal reform)의 필요성이 제기
□ 모형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재정개혁 방안이 아시아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
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ㅇ 공공인프라 지출 확대, 부가세(VAT) 중심으로의 조세체제 개편,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정개혁을 상정
ㅇ 재정개혁은 단기(재정개혁 실시후 첫3년, 0.3%p↑), 장기(이후, 0.1%p↑) 모두에
서 역내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분석
ㅇ 더욱이 최근의 저금리 여건을 활용하여 재정개혁의 재원을 부채로 조달할
경우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
— 다만, 저금리 재원조달 비용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장기 지
속가능성을 확보하여 국가채무 부도위험 프리미엄(sovereign risk premium)
이 상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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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 세션 6-2

글로벌 불균형과 무역 둔화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
Global Imbalances and the Trade Slowdown: Implications for Asia
Caroline Freund, PIIE
□ 199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글로벌 불균형 확대가 무역 증가를
수반한 반면, 금융위기 이후에는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되면서 무역도 둔화하
는 현상을 분석
ㅇ 시계열 자료 및 글로벌 불균형 요인을 통제한 추정치를 이용하여 동 기간
동안의 무역 증가 요인을 분석하고, 미국의 수입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
출 간 관계를 회귀분석
□ 분석 결과 1990년대 이후부터 금융위기 이전까지 나타난 가파른 무역 증가세
는 부분적으로 글로벌 불균형의 확대에 기인하였으며, 최근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는 무역 증가세 감소에 기여
ㅇ 무역 수지 흑자 국가로부터 무역 수지 적자 국가로의 자본 이동의 확대는
무역 수지 적자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결과적으
로 무역 성장을 자극
□ 미국의 수입 증가와 동아시아 무역수지 흑자 국가들의 수출 및 수입 증가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
ㅇ 미국의 수입 증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글로
벌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국가들의 중간재 수입 증가로 이어짐
□ 최근의 글로벌 불균형의 완화와 무역 둔화는 수출 주도 성장을 추구했던 아시
아 국가들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구조개혁에 좀 더 집중할 필요
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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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컨퍼런스 프로그램
Prospects and Challenges for Sustained Growth in Asia
Venue: Grand Ballroom, 3F,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Wednesday, September 6, 2017
7:00 p.m. ~ 9:00 p.m.

- Welcome Reception [Nuri Ballroom I, 6F,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Thursday, September 7, 2017
8:30 a.m. ~ 9:00 a.m.

- Registration, Coffee and Pastries

9:00 a.m. ~ 9:30 a.m.

Opening Session

Welcoming Remarks

Hyoung-Kwon Ko
Juyeol Lee
Christine Lagarde

9:30 a.m. ~ 10:30 a.m.
Moderator

First Vic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Governor, The Bank of Korea
Managing Dir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Session 1: Introduction

10:30 a.m. ~ 10:50 a.m.

Maurice Obstfeld
Economic Counsellor and Director, Research Department, IMF
Introduction, Laying out the Main Issues and Questions
Adam Posen
Presid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 Historical Perspective on the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and Its Relevance for Asia
Joel Mokyr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 Coffee Break

10:50 a.m. ~ 12:50 p.m.

Session 2: The New Normal and Asia: Conceptual Issues

Moderator

Joon-Kyung Kim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Demographics
Ranil Salgado
Assistant Director, IMF
Discussant: Sang-Hyop Lee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Invention, Productivity, and the Evolution of East Asia’s Innovation Systems
Lee Branstetter
Professor, Carnegie Mellon University & Senior Fellow, PIIE
Discussant: Jong-Wha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International Transmission and Policy Spillovers
Olivier Jeanne
Professor, Johns Hopkins University & Senior Fellow, PIIE
Discussant: Heenam Choi
Executive Director, IMF

12:50 p.m. ~ 2:00 p.m.

- Luncheon [Grand Ballroom I, 3F,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2:00 p.m. ~ 3:40 p.m.

Session 3: Country Case Studies I

Moderator

3:40 p.m. ~ 3:50 p.m.

Kyung Soo Kim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Japanese Lessons from the Past 30 Years
Adam Posen
President, PIIE
Discussant: Masahiro Kawai
Professor, University of Tokyo
Japan
Kyoji Fukao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Discussant: Jonathan Woetzel
Director, McKinsey Global Institute
Korea
Dongchul Cho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OK
Discussant: Tarhan Feyzioglu
Division Chief and Korea Mission Chief, IMF
-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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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7, 2017
3:50 p.m. ~ 5:30 p.m.
Moderator

Session 4: Country Case Studies II
Masaaki Kaizuka
China
Ma Jun
Discussant: Alfred Schipke
India
Prachi Mishra
Discussant: Kenneth Kang
Indonesia
Mitali Das
Discussant: Muhamad Chatib Basri

6:30 p.m. ~ 8:30 p.m.
Dinner Speech

Executive Director, IMF
Chief Economist, People's Bank of China
Senior Resident Representative for China, IMF
Deputy Division Chief, IMF (formerly Specialist
Adviser and Head of the Strategic Research
Unit at the Reserve Bank of India)
Deputy Director, IMF
Deputy Division Chief, IMF
President Commissioner of Indonesia Infrastructure
Finance (former Finance Minister of Indonesia)

- Conference Dinner [Grand Ballroom I, 3F,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Maurice Obstfeld

Economic Counsellor and Director, Research Department, IMF

Friday, September 8, 2017
8:30 a.m. ~ 9:00 a.m.

- Coffee and Pastries

9:00 a.m. ~ 10:40 a.m.

Session 5: Policies I (Monetary Policy)

Moderator

Il Houng Lee
Member of Monetary Policy Board, BOK
Monetary Policy
Joseph Gagnon
Senior Fellow, PIIE
Discussant: Seung-Cheol Jeon
Deputy Governor, BOK
Monetary Policy in the New Mediocre
Douglas Laxton
Division Chief, IMF
Discussant: Shigenori Shiratsuka
Director General, Bank of Japan

10:40 a.m. ~ 11:00 a.m.

- Coffee Break

11:00 a.m. ~ 12:40 p.m.

Session 6: Policies II (Fiscal, Structural and Trade Policies)

Moderator

Yoon Je Cho
Fiscal Policy
Ana Corbacho
Discussant: Junghun Kim
Trade and Investment
Caroline Freund
Discussant: Davin Chor

Professor Emeritus, Sogang University
Division Chief, IMF
Vice President,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Senior Fellow, PIIE
Professor,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12:40 p.m. ~ 1:30 p.m.

- Luncheon [Grand Ballroom I, 3F, The Four Seasons Hotel Seoul]

1:30 p.m. ~ 3:00 p.m.
Moderator
Panelists

Panel Discussion: Perspectives on the New Mediocre and Asia
Changyong Rhee
Director, Asia and Pacific Department, IMF
Adam Posen
President, PIIE
Hiroshi Nakaso
Deputy Governor, BOJ
Yoon Je Cho
Professor Emeritus, Sogang University
Ma Jun
Chief Economist, PBOC
Subir Gokarn
Executive Director, IMF
President Commissioner of Indonesia Infrastructure
Muhamad Chatib Basri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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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그램 참가자 주요 약력 및 사진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Adam Posen
(Session 1, Session 3 Speaker / Panel Discussion Panelist)

현직
(Position)

President, Peterson
Economics

Harvard University, Ph.D. (Economics)
Institute

for

International

주요경력
- External Member, Monetary Policy Committee
(Past Positions)
of the Bank of England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Maurice Obstfeld
(Session 1 Moderator / Dinner Speech)

현직
(Position)

Economic Counsellor
Monetary Fund

현직
(Position)

President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MIT, Ph.D. (Economics)
&

Director,

International

- Professor,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주요경력
- Professor, Columbia University
(Past Positions)
- Professor, University of Pennsylvania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Adam Posen

Maurice Obstfeld
Economic Counsell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Joel Mokyr (Session 1 Speaker)
Yale University, Ph.D. (Economics)
-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 Sackler Professor, University of Tel Aviv

주요경력
- Director,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ast Positions) - President, Economic History Association 2003-04

Joel Mokyr
Professor
Northwester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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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Name)
학위
(Education)
현직
(Position)

김준경
(Joon-Kyung Kim)

(Session 2 Moderato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Ph.D. (Economics)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DI School

- Senior Vice President, KDI
주요경력
- Professor, KDI School
(Past Positions)
- Secretary, President for Financial Policy

Joon-Kyung Kim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현직
(Position)

Ranil Salgado (Session 2 Speak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Ph.D. (Economics)
Assistant Director,
Department(APD)

IMF’s

Asia

and

Pacific

주요경력
- Division Chief, Trade, Inst., & Policy Review,
(Past Positions) Research Department

Ranil Salgado
Assistant Director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현직
(Position)

이상협
(Sang-Hyop Lee)

(Session 2 Discussant)

Michigan State University, Ph.D. (Economics)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Director,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y of
Hawaii at Manoa

주요경력
- Fellow, Population and Health, East-West Center
(Pas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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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Hyop Lee
Professor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Lee Branstetter (Session 2 Speaker)
Harvard University, Ph.D. (Economics)

- Professor, Carnegie Mellon University
현직
- Research Associat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Position)
Research(NBER)
- Nonresident Senior Fellow, PIIE
- Senior
Economist,
International
Trade and
주요경력
Investment at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Past Positions)
- Associate Professor, Columbia Business School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이종화
(Jong-Wha Lee)

& Senior Fellow, PIIE

Harvard University, Ph.D. (Economics)
- Professor, Korea University
- Directo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주요경력
(Past Positions)

- Senior Adviser, International Economic Affairs to
former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Chief Economist, Asian Development Bank

현직
(Position)

Professor
Carnrgie Mellon University

(Session 2 Discussant)

현직
(Position)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Lee Branstetter

Jong-Wha LEE
Professor
Korea University

Olivier Jeanne (Session 2 Speaker)
Ecole des Hautes Etudes en Sciences Sociales
(EHESS), Ph.D. (Economics)
Professor, Johns Hopkins University
Senior Fellow, PIIE
Research Affiliate, NBER
Research Fellow,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CEPR)

주요경력
- Senior Economist, Research Dept., IMF
(Pas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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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ier Jeanne
Professor
Johns Hopkins University &
Senior Fellow, PIIE

이름
(Name)
학위
(Education)
현직
(Position)

최희남
(Heenam Choi)

(Session 2 Discuss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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