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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브루킹스연구소,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

KDI

는 글로벌 톱 싱크탱크인

美 브루킹스연구소

와

(Brookings Institution)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변화하는 시대의 성장 어젠다: 글로벌 관점과
국가적 관점(Growth

in

a

Time

Perspectives on a New Agenda)’

of

Change:

Global

and

Country

보고서를 발간

□ 해당 연구보고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그 영향을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 연구진은 글로벌 경제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성장 패러다임이 변화해
시장 및 노동환경이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경제성장 둔화, 빈부격차 심화 등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 공동 연구보고서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제 부와 한국 특유의
1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는 제2부로 구성

○ 제 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기술
1

투자, 그리고 인구의 변화가 잠재적

,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변화의 핵심을 고찰
디지털 혁명에 따른 급격한 기술 혁신들이 주도할 성장, 일자리,
소득 분배, 무역 수지, 자본 흐름 등의 변화를 글로벌 경제 차원

-

에서 시나리오별로 제시

○ 제 부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통해 기술변화가 소비
2

,

저축, 투자 결정

측면에서 가계 및 기업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단위
경제 관점에서 분석
또한 한국의 상황을 바탕으로 노동소득 점유율 및 임금불균형 추세를

-

살펴보고 그 변화 요인을 분석,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한편

와 브루킹스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에 대한 두 개의 공동연구 프로젝트 중 첫 번째 성과물
,

KDI

이고,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미래의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

○

기술진보로 인한 성장 어젠다(Shifting

‘

Paradigms: Growth, Finance,

라는 주제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기술변화가 생산성, 금융, 노동시장, 불평등에 미치는 영
Jobs,

and Inequality in the Digital

Economy)’

향과 경제 및 정책 전반에 대한 함의를 논의

□ 김현욱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 경제주체
KDI

들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 또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시사점을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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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1. 주요 목차
Part I: The Changing Global Context for Growth
1. Technology, Change, and a New Growth Agenda
지아 쿠레쉬 美 브루킹스연구소 이코노미스트
2. Subdued Potential Growth: Sources and Remedies
시넴 키릭 셀릭 IMF 이코노미스트
M. 아이한 코세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프란치 스카 온조르게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3. Stagnation vs. Singularity: The Global Implications of Alternative Productivity
Growth Scenarios
워릭 J. 매키빈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아담 트릭스 호주국립대학교 교수
4. The Future of Global Manufacturing
브라히마 코울리발리 美 브루킹스연구소 이코노미스트
카림 포다 IMF 이코노미스트
5 The Digital Transformation of International Trade
조슈아 P. 멜처 美 브루킹스연구소 이코노미스트
Part II: Country Perspectives on a Changing Growth Agenda: Korea
6. A Shift in the Economic Policy Paradigm
김현욱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7. Growth and Distribution: No Longer Compatible with Each Other?
고영선 KDI 글로벌지식협력센터 소장
8. Change in Labor Income Share in Korea: Findings from Firm-Level Data
오지윤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9.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Rise of Corporate Saving: A Korean Case Study
조덕상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
10. Rise of Household Debt and Spending in Korea: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김영일 KDI 시장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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