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AM

www.kdi.re.kr
OPENING

I

9:00 ~ 9:30 Registration
9:30 ~ 10:00 Welcoming Address
•Dr. KIM, Joon-Kyung,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Introductory Address
•Mr.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Congratulatory Address

V

I

T

A

규제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Dr. LEE, Suil,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KDI

10:00 ~ 10:40 Session 1: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Mr.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Dr. LEE, Jongyearn, Director of Analysis & Evaluation Division,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KDI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10:40 ~ 11:10 Discussion

오시는 길

11:10 ~ 11:20 Coffee Break
괴화산

11:20 ~ 12:00 Session 2: Ex-post Evaluation
•Mr. Filippo CAVASSINI, Economic Adviser/Ms. Winona BOLISLIS, Policy Analyst,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Dr. YANG, Yong Hyeon, Director of Research Division,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KDI

12:00 ~ 12:30 Discussion

2017. 9.

•Dr. KIM, Song-June,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r. LEE, Minho, Research Fellow, Regulatory Research Center,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IPA)

Chair
•Dr. LEE, Jong-Han, Executive Director, Regulatory Research Center, KIPA

13:40 ~ 14:20 Session 3: Stakeholder Engagement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 263 (반곡동, 한국개발연구원) / (044) 550-4114

•교통편

▒ KTX오송역  1001번 버스 탑승  KDI 하차

14:20 ~ 15:00 Discussion

KTX오송역  세종시 BRT 990번 버스 탑승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하차 

•Dr. PARK, Sunjoo, Associate Research Fellow, Regulatory Research Center, KIPA
•Dr. LEE, Kwang Ho, Executire Director , Technology & Regulation Research Cente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STEPI)
•Mr. SEO, Young Seok, Director of Regulatory Innovation and Planning Divisio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991번 또는 215번 버스 탑승  KDI 하차
▒ KTX대전역  1001번 버스 탑승  KDI 하차
KTX대전역  지하철 반석역 하차  세종시 BRT 990번 버스 탑승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하차  991번 또는 215번 버스 탑승  KDI 하차

15:00 ~ 15:10 Coffee Break
15:10 ~ 15:50 Session 4: Regulatory Oversight
•Mr.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Dr. LIM, Wonhyuk,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15:50 ~ 16:20 Discussion
•Dr. YI, Se-Jeong, Director, Office of Administrative Law Research,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Dr. KIM, Hyun Jong, Senior Advisor, Kim & Chang

CLOSING
16:20 ~ 16:30

•Mr.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Public Governance
Directorate, OECD
•Dr. LEE, Suil, Executive Director, Center for Regulatory Studies, KDI

6 (수) 9:30 ∼ 16:30

한국개발연구원 공용동 6층 대회의실

12:30 ~ 13:40 Lunch Break

•Mr. Filippo CAVASSINI, Economic Adviser/Ms. Winona BOLISLIS, Policy Analyst,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Dr. LIM, Wonhyuk, Professor, KDI School of Public Policy

O

규제거버넌스의 동향과 개선방향

PRESENTATION AND DISCUSSION

Afternoon
Session

I

KDI-OECD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

Chair

•Dr. LEE, Min-Chang, Professor, Chosun University
•Mr. PARK, Hyokeon, Director of Regulatory Review Division,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

KDI-OECD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

•Mr. LEE, Ryun Joo, Deputy Minister for Regulatory Reform,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Morning
Session

N

▒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991번 또는 215번 버스 탑승  KDI 하차
•문의처

KDI 규제연구센터 강준미 연구원 (☎ 044-550-4294, junemi.kang@kdi.re.kr)

N

KDI-OECD 공동연구 결과 발표회

모시는 글

Letter of Invitation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1%씩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 경제 활력이 눈
에 띄게 저하되면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 20여 년 간
심화되어 온 소득 불평등과 최근 들어 크게 대두된 기회 불균형에 대한 우려의 목
소리도 높습니다. 이러한 엄혹한 현실에 대응하여 새 정부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경제 역동성과 사회 이동성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포용적 성장정책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
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개혁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
다. 새 정부는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 창
출과 신기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프레임 자체를 재설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포용적 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차대한 시
점에,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는 세종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세미나는 ‘규제 거버넌스의 개선’을 주제로 양 기관이
지난 2년 간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
다. 세미나에서는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 감독의 각 세부
주제별로 한국의 제도 및 운영 현황, OECD 회원국의 경험 및 최근 동향과 모범사
례,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규제개혁 아이디어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과 OECD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성
과물을 공유하고,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규제개혁 연
구가 더욱 활성화되고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격려의 말씀과 고견을 주시기를

프로그램

As Korea ushers in a new administration, concerns have been reignited
over the perpetual low growth of the economy as the GDP growth
rate again falls 1%p, as per custom with a change of leadership, and
economic vitality loses significant momentum. Likewise, voices are
being further raised regarding the perennial issue of income disparity
and the more recent imbalance of opportunity.
In response, the government is actively seeking to restore economic
dynamism through inclusive growth. For Korea, quality job creation has
become the core of policy, and both structural and regulatory reforms
will be needed across a spectrum of industries. Indeed, under the
new national agenda of ‘regulatory redesign for public welfare and
innovation,’the creation of new jobs and technologies and redesign of
the regulatory framework to promote new industries have already been
put into motion.
Accordingly, as the significance of regulatory reform reemerges to
the fore,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and the OECD is hosting
an international seminar under of the central theme of‘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he seminar will serve as a platform for the two
institutions to share the outcomes of a joint two-year research project
with the public. Moreover, in-depth discussions will be held on Korea’
s systems for and management of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ex-post evaluation, stakeholder engagement and regulatory oversight
and the experiences, trends and exemplary cases of OECD member
countries as well as more future-oriented and innovative ideas on
regulatory reform. Ultimately, the seminar aims to provide impetus to
the research on regulatory reform and to gain a wider consensus.

부탁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your consideration and warmly invite you to join in
making this timely event a great success.

감사합니다.

시간

프로그램

9:00-9:30

등 록

개회식

9:30-10:00

환영사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개회사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축사

오전세션

사 회: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10:00-10:40

발표
RIA

10:40-11:10

토론

2017년 9월 6일

Joon-Kyung Kim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President,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이종연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실장]
이민창 [조선대학교 교수]
박효건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규제심사총괄과장]

11:10-11:20

Coffee Break

11:20-12:00

발표
사후
평가

12:00-12:30

Filippo Cavassini [Economic Adviser, OECD] &
Winona Bolislis [Policy Analyst, OECD]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

토론

김성준 [경북대학교 교수]
이민호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연구위원]

12:30-13:40

오

오후세션

찬

사 회: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13:40-14:20

발표

14:20-15:00

Filippo Cavassini [Economic Adviser, OECD] &
Winona Bolislis [Policy Analyst, OECD]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해
관계자
참여

박선주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부연구위원]
토론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규제연구센터 소장]
서영석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기획과제과장]

15:00-15:10

Coffee Break

15:10-15:50

6th September, 2017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발표
규제
감독

15:50-16:20

토론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행정법제연구실장]
김현종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폐회사
16:20-16:30

Nikolai Malyshev [Head of Division, Regulatory Policy Division, OECD]
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