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tter of Invitation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There is concern that Korea's economic growth has been impeded by
a gap in growth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order to narrow the gap, a range of policies has been
introduced. The policies, however, have had limited success. We believe
that this limited success is attributable to the absence of tools for
analyzing the root of the problem.
This kind of concern is not the problem in Korea only; there are
advanced and developing nations in which it has been recognized as a
matter in hand. Several of these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ailand have developed and utilized their SME I-O for the analysis.

KIET International Seminar

Roles and Tasks of SMEs
for Economic Growth
경제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과 과제

At the KIET(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plans are
in place to host a seminar, inviting related field experts from the United
States, Japan, Thailand and the OECD. The seminar will allow participants
to share their experiences of creating policy for SMEs. We expect that this
sharing of experiences will prove very helpful for Korea's own
development of relevant analysis tools.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President DoHoon Kim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10:00~16:00
장소: 코리아나호텔 7F 스테이트, 퀸 룸
Date & Time: 4. 17(Thu). 2014 (10:00~16:00)
Venue: Hotel Koreana 7th Floor
주최: 산업연구원(KIET)
Organized by

모시는 말씀

세미나 프로그램

09:30 - 10:00

등록 및 입장

09:30 - 10:00

Registration

10:00 - 10:20

개회사

10:00 - 10:20

Opening Speech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성장격차가 한국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높
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기도 했지만 효과는 기

●

10:20 - 12:00

대했던 만큼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가 마

이러한 우려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선진국에서도 개도국에서도 당면과제

12:00 - 13:30

오찬

13:30 - 16:00

제 2 세션
- 발표 1 : Roles of SMEs in Korea : an application of Prototype SME I-O
- 발표자 : 이진면 박사 (산업연구원)
- 발표 2 : Thailand SMEs : Policies & Statistics
- 발표자 : Dr. Nussati Khaneekul (OSMEP)
- 발표 3 : Roles of SMEs in Japan : an application of SME I-O
- 발표자 : Prof. Fujikawa Kiyoshi (Nagoya University)

니다.
감사합니다.

김 도 훈

- Discussion and Q&A
■ Discussant : - Dr. Youngsam Cho (KIET)

- Prof. Yong-Hwan Noh (SWU)
12:00 - 13:30

Lunch Time

13:30 - 16:00

2nd Session
- Presentation 1 : Roles of SMEs in Korea
: an application of Prototype SME I-O
- Presenter : Dr. Jin-Myon Lee (KIET)
- Presentation 2 : Thailand SMEs : Policies & Statistics
- Dr. Nussati Khaneekul (OSMEP)
- Presentation 3 : Roles of SMEs in Japan : an application of SME I-O
- Prof. Fujikawa Kiyoshi (Nagoya University)

Break Time(20min)

휴식(20분)
산업연구원 원장

- Presentation 1 : SME policies in OECD countries
: Challenges, trends and best practice
- Presenter : Dr. Sergio Arzeni (OECD)
- Presentation 2 : Exports by U.S. SMEs
: Measurement, Analysis, and Encouragement
- Presenter : Dr. William Deese (USITC)

■ Chairperson : Prof. Shin, Dong Cheon (Yonsei University, KESRA)

■ 사회 : 신동천 교수(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장, 연세대 경제학과)

아무쪼록 본 세미나에 참석하시어 새로운 분석 도구 개발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

1st Session
■ Chairperson : Prof. Youn Jai Lee (Soongsil University, KASBS)

- 토론
■ 토론자 : - 조영삼 박사 (산업연구원)
- 노용환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이에 본 연구원은 이들 국가와 OECD의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

Opening Speech : Dr. DoHoon Kim (President, KIET)

Break Time(10min)

휴식(10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의 경험은 새로운 분석 도구개발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10:20 - 12:00

제 1 세션
- 발표 1 : SME policies in OECD countries
: Challenges, trends and best practice
- 발표자 : Dr. Sergio Arzeni (OECD)
- 발표 2 : Exports by U.S. SMEs
: Measurement, Analysis, and Encouragement
- 발표자 : Dr. William Deese (USITC)

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분석 도구를 개발·활용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고자 합니다. 이들 국가와 정책 사례의 효과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아가 이들

●

개회사 : 김도훈 원장 (산업연구원)

■ 사회 : 이윤재 교수(중소기업학회장, 숭실대 경제학과)

련되지 않은 데에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일본 및 태국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모두 대·중소기업간 산업연관표를

Seminar Program

- 토론
■ 토론자 : - Dr. Sergio Arzeni (OECD)
- Dr. William Deese (USITC)
- 조영삼 박사 (산업연구원)
- 노용환 교수 (서울여자대학교)
※ 사정에 따라 발표자, 토론자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행사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됩니다.

- Discussion and Q&A
■ Discussant : - Dr. Sergio Arzeni (OECD)
- Dr. William Deese (USITC)
- Dr. Youngsam Cho (KIET)
- Prof. Yong-Hwan Noh (SWU)
※ The Program is subject to change.
※ The seminar will be provided wit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