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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제도개선 논의와 향후 정책과제」

｜2010. 5. 25(화) 15:00~17:30
일 시｜
교통편 안내
지하철 :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6, 7번 출구)
버스 (을지로입구 하차) : 101(노랑), 103(파랑), 105(파랑), 152(파랑), 261(파랑),
405(파랑), 472(파랑)

(주차면적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및 참가신청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
전화 2186-2040, 팩스 2186-2129, E-mail : rcd@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1층 대회의실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한미경제학회
주 최｜

안녕하십니까?

15:00~15:15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발생 초기에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으로

개회사 및 인사말
▶ 개회사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우려되어, 미국의 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인 Greenspan은 100년 만에 오는

▶ 인사말 ｜ 김선웅 한미경제학회 회장

세계적인 경제위기라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위기에 처한
각국의 재정당국은 신속한 재정 투입을 통하여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였습니다.

15:15~16:15

주제발표

그러나 최근 그리스의 재정악화로 다시 세계적인 더블 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닌가
▶ 사회자 ｜ 최흥식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발표자 ｜ 김석희 University of Detroit Mercy, 경영대학 교수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그간의 과정에서 금융권의 과도한 투기적 행위로

「The US Financial Crisis, Tightened Credit Standards,
and Rising Personal Bankruptcy Rate」

인한 피해는 재정을 통하여 다수의 국민이 부담하는 반면, 그러한 행위에서 얻는
수익은 금융권에서 독식하는 데 대한 불만이 고조됨에 따라 재정자금의 환수와

▶ 발표자 ｜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향후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금융과세 논의와 우리의 정책과제」

이 문제는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의제로서,
또 우리나라도 당면하고 있는 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과 한미경제학회는 금융위기 이후 세제 측면에서의 제도
개선과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공동으로 세미나를

16:15~16:30

휴식

16:30~17:15

종합토론

마련하였습니다.

▶ 토론자 ｜ 김선웅

염명배
이윤석
이인형
장경덕

새 봄을 맞아 공사다망하신 줄 아오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조세 및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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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5~17: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