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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세미나 개최

-

일 시:

년 8월

-

장 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

주 최:

-

후 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2017

일(목)

24

14:00~16:30

한국노동연구원

KDI·

□ KDI는 8월 24일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주최하고,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후원하는 ‘일자리 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

○ 문재인 정부가 지난

세미나를 개최함.

일간 추진한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확인하

100

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정부, 학계
및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청중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임.

□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 100일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두 세션으로 진행되며 각 세션은 전
문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됨.

○ 첫 번째

문재인 정부

‘

일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 세션에서는

100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
을 비롯해 현 정부의 일자리정책 현황과 성과에 대한 발제에 나섬.

○ 이어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류기정 한국경
영자총협회 상무, 이재갑 전 고용노동부 차관, 박철성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교수, 장신철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이 토
론에 나서 현 일자리정책을 진단·평가함.

○ 두 번째
KDI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세션에서는 최경수

‘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책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할 계획임.

○ 이형우 마이다스아이티 대표가 좌장을 맡고 조현정 소프트웨어산
업협회장, 모영일 지앤지커머스 대표,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환경조사본부장, 김동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
책국장이 창업 활성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합리화, 대·중
소기업 상생발전 등의 토론을 실시

❖ 첨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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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프로그램(안)
시 간

내 용

14:00~14:05
(5분)

개회식
축 사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14:05~14:15
(10분)

일자리정책 사진 일기(상영)

세션 1. 문재인 정부 일자리정책 성과와 과제
발 제
토 론
14:15~15:15
(60분)

김승택
어수봉
노동계
류기정
이재갑
박철성
장신철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좌장)
(추후 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전 고용노동부 차관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교수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 부단장

청중질의
15:15~15:25
(10분)

휴 식
세션 2.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
발 제
토 론

15:25~16:30
(65분)

최경수
이형우
조현정
모영일
이경상
김동열
변태섭
정진욱

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
마이다스아이티 대표(좌장)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지앤지커머스 대표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조사본부장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객원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청중질의
※ 프로그램안 진행 사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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