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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인철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님, 김정식 한국경제학회 회장님,
이 심포지움을 기획하고 준비해 온 저희 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오정근 아시
아금융학회 회장,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공사다망하실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들어 세계경제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세계경제 장기정체론(secular
stagnation thesis)입니다. 하바드대의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작년 11월 국제
통화기금 포럼과 금년 2월 미국경영경제학회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한 후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국연준 부의장 등 저명한 학자들
이 지지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확산일로입니다.
주요 주장은 세계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6년이 경과한 지금도
완연한 회복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위기 이전의 수준
으로는 돌아가지 않는 장기저성장 기조가 장기화한다는 것입니다.
주된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수준자체가 추락한데가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실제GDP가 잠재GDP를 하회하는 마이너스 GDP
갭률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이유로는 노동시장의 이력현상 증가, 투자감소, 저출
산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완전고용실질이자율 하락
등 여러 요인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경기회복을 위한 경제정책도 종래와는 완전히 다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화정책면에서는 마이너
스 실질금리정책, 재정정책면에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를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투자정책,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이력현상을 방
지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오히려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정
책 등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1-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계의 실질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정책도 주
장되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홀로 회복되고 있는 미국경제 회복에는 그
러한 정책의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도 일본형 장기 저성장과 장기 디플레이션 초입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년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장기정체
론과 대책은 한국경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한국경제연구원과 아시아금융학회는 공동으로 "세계경제 장기정
체론의 배경과 한국의 정책대응 방향" 이란 주제의 심포지움을 준비했습니
다.
부디 오늘 심포지움이 장기정체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복과 반등을 위해 좋은 정책대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제
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참석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 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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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표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정책대응 방향
-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 -

오 정 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아시아금융학회 회장,
건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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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정책대응 방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 한경연 초빙연구위원)

I.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
금년 들어 세계경제학계에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세계경제의 장기정체론
(secular stagnation thesis)이다. 세계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지도
6년이 경과했으나 아직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도 않지만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
도 위기 이전의 성장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고 저성장기조가 장기화된
다는 주장이다. 미국 재무장관, 하바드대 총장,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을 역임한 하바
드대의 래리 서머스(Larry Simmers) 교수가 지난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 포럼
과 금년 2월 미국경영경제학회(NABE) 기조연설을 통해 주장하면서 대두된 주장이다.
그 후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연준 부의장, 올리버 블랭셔 국
제통화기금 수석이코노미스트, 배리 아이첸그린 버클리대 교수 등이 동조하거나 우호
적인 견해를 발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통계를 보면 전세계 연평균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2003~07년에는 3.7%였으나 위기 이후 2009~14년에는 2.9%에 머물고 있다. 주요국
동향을 보면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들의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 더구나 이
정도도 미국 영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들이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통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장기정체론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거나 경기순환상의 경기부진 때문이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
로 나타나는 보다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이에 대한 대책
도 통상적인 대책과는 다른 보다 전향적인 대책을 사용해야 이러한 장기정체의 터널
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이후 연평균 성장률 비교(%)

자료: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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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성장률 추이 (%)

자료: 국제통화기금, 세계경제전망 (2014.10)

II. 세계경제 장기정체의 원인
장기정체론자들은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원인으로 △ 잠재성장 수준 추락
△ 잠재성장률 하락 △ 마이너스 GDP갭 장기 지속의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아래
그림 참조).

1. 잠재성장 수준 추락
첫째,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 수준 자체가 한 단계 추락하는 현상 때문이다.
수준 자체가 추락하므로 그 수준에서 단기적으로 변화하는 성장률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장 수준 자체가 추락했으므로 고용수준이 개선되지 않게 된다. 말하자면 잠
재성장 수준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발생하는
현상 중 하나로 경기불황이 장기화하면 실업도 장기화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
는 근로자가 많아지는 데 이들 중 상당부분은 경기가 회복되어도 노동시장에 진입하
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에게 체화되어 있는 기술이나 지적재산 등 인적자
본이 훼손되거나 상실되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이를 노동시장의
이력현상(hystersis)이라고 한다.
한국처럼 신규 대졸자만 뽑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나면 아예 노동시장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다반사다. 2008년 위기 때의
대졸자가 2014년에 경기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신규취업도 어렵고 그렇다고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경력직으로 취업도 안되는 경우다. 1990년대 중반 독일은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가 불황일 때 일단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으로라도 노동시장
에 남아 있어야 경기가 회복될 때 정규직 상용직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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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비정규직을 활성화한 적이 있다. 경기가 불황인데도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된다고 해서 실업자만 늘리는 한국과는 다른 접근이다.
미국의 잠재GDP 추락과 실제GDP 추이

자료: Summers (2014)

2. 잠재성장률 하락
둘째, 잠재성장률 하락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 성장률은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잠재성장 수준을 넘어서는 성장을 하게 되면 버블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 하락은 생산요소 투입의 감소와 생산성 증가율 하락이 원인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거나 장기적으로 자본투자가 일어나지 않아서 생산요
소 투입이 감소하게 된다.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공공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
도 잠재성장률 하락의 원인이 된다. 기술혁신수준이나 교육의 질이 하락해서 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하게 된다.

3. 마이너스 GDP갭 장기 지속
셋째, 실제 성장이 잠재 성장 수준을 하회하는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장기적으로 하회하면서 저성
장을 초래한다. 이처럼 마이너스 GDP갭이 장기화하는 데는 저축이 투자보다 많은 과
잉저축, 즉 과소투자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과잉저축, 즉 과소투자현상
의 원인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하나는 제로금리와 저인플레이션 하에서 실질금리가 저축과 투자를 균형시키는
자연이자율 수준 까지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크루그만은 미국에서 경기정점
과 정점간의 실질금리가 1980년대는 5%, 1990년대는 2%, 2000년대는 1%,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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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에는 –1%로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실질금리가 –1% 정
도가 되지 않으면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명목금리는 제로
이하로 내려 갈 수 없으므로 저인플레이션 상태에서는 마이너스 실질금리가 되지 못
해 과소투자, 즉 과잉저축현상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자연이자율 추이

자료: Summers (2014)
서머스는 완전고용실질이자율 또는 균형실질이자율이 이처럼 크게 하락한 원인
으로 △ 과도한 부채증가와 금융중개기능 위축에 따른 부채금융투자 수요의 감소, 정
보기술(IT)의 발달로 실물투자수요 감소 등 투자수요 감소, △인구증가율 하락 △소득
분배 악화 △자본재 가격의 하락 △세후실질이자율을 필요한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디
스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세전실질이자율을 더 낮추어야 하는 문제 △ 세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증가와 미국국채 투자 증가의 여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Summers,
2014, pp. 69-71).
과잉저축, 즉 과소투자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거품기간 중에 쌓인 부채를 갚기
위해 가계나 기업이 소비나 투자를 할 수 없게 되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불황을 흔히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한다. 언제나 거품이 발생하고 난후 거품이 붕괴
되면서 초래되는 대차대조표 불황에서 회복되려면 가계나 기업이 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된다는 점이 불황을 장기화시키는 큰 요인이다(Koo, 2014). 글
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데는 미국은 다른 나라와
는 달리 중앙은행인 연준이 주택저당채권을 직접 매입하는 양적 완화정책을 통해 자
산가격 회복과 그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때문이다. 그 결
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는 135%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로 낮아지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되고 있다 (아래 그림 참조). 이 정도 부채부담을
줄이는데 양적 완화 정책을 쓰는 등 갖은 노력을 하면서도 6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은 이 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43%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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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재 163%로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 비율이 100~110% 내로 들어와야
민간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학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가계부채/가처분소득 비율 추이

자료: Summers (2014)
장기정체론자들은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성장
이 장기적으로 정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
의 경우 2014년 미국의 실제 GDP 수준이 2007년에 전망했던 2014년 잠재GDP 수준
보다 10% 정도 낮은데 이 중 5%는 잠재GDP수준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5%
는 마이너스 GDP갭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우는 2014년 실제
GDP 수준이 2008년에 전망했던 2014년 잠재GDP 수준보다 15% 정도 낮은데 이 중
10%는 잠재GDP수준의 하락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5%는 마이너스 GDP갭에 따른 것
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III. 장기정체에 대한 정책대응 방향
따라서 장기정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GDP갭을 최소화하
기 위한 안정화정책과 중장기적으로 잠재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수준을 제고하는
성장정책들에 대한 처방이 종래와는 달라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1. 단기 안정화 정책
가.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먼저 단기 안정화 정책으로서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 장기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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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은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장기정체기에는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이자율인 ‘완전고용실질이자율’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명목금리는 제로가 하한선이고 저인플레이션율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마이
너스인 완전고용실질이자율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이자율을 마이너스인 완전고용실질이자율로 가져 가려면 인플레이
션율을 올리는 방법이 최선이다. 인플레인션 목표치를 높게 책정하는 방법이 권고되
고 있다. 동 목표를 공개적으로 달성할 것을 천명해 경제주체들의 침체된 인플레이션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 저인플레인션을 반영해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낮추게 되면 저성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된다.
한국에서는 장기 디플레이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는 여러 분석들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완전고
용을 달성하기 위해 인플레인션율은 얼마로 가져가야 할 것인지, 한은의 중기물가목
표가 제시되고 있으나 2년 넘게 하한선도 지키지 못하는데도 명시적인 목표달성 계획
선언 등 경제주체들의 침체된 인플레이션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실제 인플레이션율과 괴리가 큰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낮추어야 하지 않
는가 하는 장기정체론자들과는 상반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물가안
정목표제에서 목표인플레이션율이란 완전고용상태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 정도인가를
추정해서 설정하는 것인데 장기정체가 우려될 정도로 경기가 장기간 저조한 상황에서
초래된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서 목표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한국경제의 장기저성장과 장기디플레이션을 받아들이자는 주장과 다름이 없는
위험한 주장이다.

나, 확장적 정부투자지출
이처럼 경제가 장기정체기에 진입한 경우에는 재정정책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성장잠재력이 제고되고 다른 한편 마이너스 GDP갭을 축소시켜주
는 정부투자지출이 바람직하다. 정부투자지출은 정부소비지출이나 이전지출에 비해서
는 재정승수도 높아 성장률 제고효과도 크다.
지난 10월 발간된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사회간접자본 투자
를 강조하면서 글로벌 사회간접자본구상 (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GII)를
출범시키고 있고 세계은행도 최근 글로벌 사회간접자본기금(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GIF)을 조성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설립추진도 중국의 성장둔화를 극복하기 위
해 중국 중서부의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하기 위한 ‘신실크로드 프로젝트’ 에 필요한 막
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구상이다. 전세계적으로 장기정체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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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머스 교수는 케네디공항이라도 보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도다. 대공황 때의 테네시계곡 개발을 연상케 하는 주장이다,
최근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적
지 않다.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개발연대의 구시대적 사고라는 듯이 비판하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재정투자지출 비중을 줄이는 반면 복지 민생안정 중소기업지원 농
어촌지원 등 정부소비지출과 이전지출의 비중은 높이고 있어 정부지출 확대에도 불구
하고 효과가 일회성 단기에 그치고 부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다. 가계과 기업의 부채감축
다음으로 대차대조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의 부채부담을 줄여주
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자산구입으로 인
해 늘어난 가계부채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자산가격을 적정한 정
상수준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합리적 거품’을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래리 서머스,
리차드 쿠 교수 등은 주장하고 있다(Summers 2014, Koo, 2014), 기업의 경우에는
채무재조정과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부채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
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할 수 있도
록 해 주는 정책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려면 실질순자산(자산부채)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에 135%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
계부채 비율이 가계소비 회복이 가능한 수준인 105%로 낮아지는데 주택저당채권 매
입 등 갖은 노력을 하면서도 6년이 소요되었다. 한국은 현재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
채 비율이 163%다. 이 비율이 민간소비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100~110% 내로 낮
아지는데 몇 년이 필요할까. 미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처럼 노력을 하는 경우 최소 10
년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심각한 것은 한국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
고 있는 정책당국자들도 많지 않거니와 정치권에서는 그러한 정책은 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정책이라는 반대정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현재 2% 안팎의 민간소비 증가
율로는 성장률 회복이 불가능한데 이런 분위기에서는 언제쯤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인
지 가늠도 하기 힘들 정도다.

라. 수출증대
서머스는 수출증대정책도 주장하고 있다. 무역협정, 수출통제완화, 수출촉진정책,
여타 국들의 중상주의에 대한 대처 등을 대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는 명시적으로
환율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여타 국들의 중상주의에 대한 대처’를 주장해 다른 국가
들의 통화가치 절하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의 확대 통화정책은 그 자체가 통화가치를 하락시키는 환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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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일제히 파격적인 양적
완화 또는 급격한 확대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배경중 하나로 자국 통화가치 하락
을 통한 수출촉진 의도도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중장기 성장정책
중장기적으로 잠재 GDP 성장률과 잠재 GDP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 보았던 원인들을 제거하거나 해소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
째, 근로자의 인적자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불황기에는 비정규직이나 시간선택제를
활성화해 상용직으로 취업 못하는 근로자들을 일단 2차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해서 노
동시장의 이력현상을 막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저투자 저성장 속에서 무조건 정규직만 고집하고 있으니 일용직 임시직 자영업
자만 증가하고 있다. 노동자의 인적 자본 훼손으로 경기가 회복되어도 취업이 어려워
질 것은 불문가지다.
둘째, 실효성 있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셋째, 규제혁파 등 기업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한국은
규제혁파를 위한 대통령주재 끝장토론에도 불구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규제개
혁심의도 그치지 않고 추진되는 의원입법 등 규제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설상가상
기업의 사내유보를 환류시키기 위한 패널티까지 포함된 법안도 제안되어 있고 기업투
자 촉진을 위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세계적 추세는 아랑곳 없이 법인세를 인상하자는
주장이 여야 중진들로 부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10여 년 동안 2% 수준을 지속
해 오다 작년부터는 드디어 마이너스로 추락한 민간설비투자증가율은 국회나 정책당
국자들에게는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아닌 듯이 보인다.

중국은 추격해 오고 일본도

재기하고 있는데 그저 인기영합적인 주장만 하고 있으니 투자회복은 언제쯤 될는지
기약이 없는 실정이다.
넷째, 기술혁신과 우수한 교육으로 생산성 증가를 도모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정책도 추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의 연구개발투자액과 동 투자액의 GDP에 대
한 비중은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효과는 빈약하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연구기
관이나 연구인력의 우수성과 상관 없이 연구개발비를 고르게 나누어 갖는 데만 주력
해 온 결과라는 것이다.
교육면에서도 기본적인 학업의 연마 없이 혁신적인 창의성이 나오기 힘들다. 더
욱이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 상품을 출시하려면 기초실력은 물론 기초실력
을 뛰어 넘는 대단한 실력이 필요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세계 학계와 정
보기술(IT) 분야에서 중국인들과 인도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배경으로 중국과
인도에서는 일류대학을 들어가서 신분을 상승하기 위한 중국과 인도 전역 학생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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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이 있고 그 결과 초일류 학생들만 최고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그 졸업생들은 오늘날 미국 실리콘밸리의 주역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난 30여 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교육평준화 정책은 대학진학률만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을 뿐 우수인력 양성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려된
다. 심지어 수월성 교육은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주장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요즘
한국 고등학교에서 수학수업을 제대로 듣는 학생들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하니 무
엇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우려된다.

IV. 맺음말
경제란 결국 원론으로 돌아가야 회복된다. 오늘날의 많은 경제정책들은 여러 가
지 정치사회적인 이유들로 인해 원론적인 처방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다. 그 결과
수 많은 경제정책들과 막대한 재정투입 등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고 경제는 장
기정체로 빠져들고 있다. 오히려 잘못된 막대한 재정투입으로 국가부채만 늘어 경제
정책 운용을 제약하고 있다.
중장기 성장은 생산함수에서 도출된 성장률=노동증가율+자본증가율+생산성증가
율이라는 성장률의 항등식에 의해 결정된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노동 자본 생산
성을 증가시키는 길 밖에 없다. 어떻게 노동 자본 생산성을 증가시킬 것인가만 중요
하다. 여기에 반하는 정책은 인기영합적인 미사여구일 뿐 잠재성장률을 하락시켜 일
자리를 앗아가는 등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린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복잡다단한
여러 경제사회정책들이 여기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기적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는 국민소득=소비+투자+정부지출+수출-수입이라는
경제원론에 나오는 국민소득의 항등식을 되새겨보아야 한다. 경제가 장기정체기에 들
어가면서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출을 증
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여기서
투자는 단기 안정화정책의 중요 변수이면서 동시에 장기 성장정책의 중요한 변수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단기 정책의 장기적 영향이 연결되는 고리다. 그 만큼 자본주의
시장경제서는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 오늘날 한국경제의 위기는 기업투자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는데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생산성증가 보다는 연구개발이나 교육의 평준화논리가 앞서고, 소비증가를 위한
가계의 실질순자산 증가는 부유층을 위한 대책이라서 안되고, 규제완화, 법인세 인하,
환율상승 등 투자환경개선과 수출촉진정책은 수출대기업정책이라서 안되고, 정부지출
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투자지출보다는 복지 민생안정 중소기업지원 농어촌지원 등
소비지출이나 이전지출의 비중이 더 커야 되는 반기업 반부유층 좌파논리와 국민정서
가 커질수록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마이너스 GDP갭은 지속되어 경제는 장기불황으
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이 서슴없이 나오는 등 사회적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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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들이 경제 논리들을 압도하는 실정에 이르면 경기회복과 건실한 일자리 창출은 사
실상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온갖 종류의 사회적 일자리, 정부부문 일자리만
늘어나서 재정을 악화시키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축하고, 늘어나는 저생산성 부문이
고생산성 부문을 밀어내어 국가경제는 마침내 추락하게 된다.
결국 경제논리에 충실하지 못하게 하는 좌파논리와 국민정서, 이에 인기영합하
는 데만 골몰하는 정치세력이 장기불황의 근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국민을 설득
할 것은 설득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면서 정공법으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진정한
경제리더쉽이 아쉬운 때다.
아담 스미스 이후 250여 년 동안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축적해 온
이론을 벗어난 새로운 길이란 사실상 없다. 칼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항
하는 공산주의 계획경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시도했지만 생산성의 추락으로 구 소련연
방이 붕괴하면서 막을 내렸다. 이를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제논리에 충실하는 길만이 장기정체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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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세계경제 장기정체론의 배경과 정책대응 방향 - 패러다임 전환 필요”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1. 세계경제 장기정체론(secular stagnation) 주장의 근거와 대책

원인
1. 잠재성장수준 하락
2. 잠재성장률 하락
3. 마이너스 GDP 갭

단기 안정화 대응

중장기 대응

1. 목표 인플레율 상향조정

1. 비정규직,시간제근로확대

2. 확장적 정부투자

2. 저출산 고령화대책

3. 의도적 버블

3. 규제혁파, 기업환경개선

4. 수출증대정책

4. 기술혁신, 우수한 교육

2. 한국 상황
- 잠재성장 수준 하락
- 잠재성장률 하락: 04~07 평균: 4.4%, 08~13평균: 3.5% (예정처)
- 마이너스 GDP 갭존재: 저물가, 가계 소비 및 저축 하락, 기업 사내유보금 증가. 소
비 - 미국 2.4조달러, 일본 1.8조 달러규모의 기업의 과다 유보금, 한국도

지난해

6월 말 현재 국내 10대 그룹 82개(금융사 제외)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
조원으로 2010년 말 331조원보다 43.9%(146조원) 증가.
3. 현재 한국의 대응
- 단기: 금융완화, 재정확대
- 중장기: 규제개혁, 저출산 고령화 대책
4. 논평 및 질의
1) 논평
첫째, 장기저성장 논의에서는 저성장의 근본원인을 “글로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파
악하고 있으며 동의함. 한국의 국내수요 확대는 실질소득의 증가대책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 투자여건의 개선이 필요.
둘째,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금융부문의 leverage 축소와 거시건전성 규제의 강화는
수요부족 상황을 이전보다 더 악화시킬 것. 정책적으로 최적적인 안정화 정책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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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은 경제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유연성이 필요.
셋째, 한국도 글로벌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기 저성장” 경제의 특징들이 유사하
게 나타나고 있는 바, 적극적인 점검과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한국의 정책적 대응도 권고한 방향으로 시행되고는 있으나 그 강도나 적극성면에서
기대효과를 끝까지 추구하는 “절실함” 필요
넷째, Jeffrey Sachs의 주장과 같이 단기적 소비확대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의 정부지출이 바람직.
- 특히 미래 지향적 투자,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투자,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활용 혹은 기업에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요.
다섯째, 지속적인 확대성장이 가능한 사회적 분배구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 가계는 소비와 저축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은 savings glut의 주체가 되고
있어서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수요의 확대가 가능한 분배구조의 파악이
필요.
2) 질의
첫째, 의도적으로 “합리적 버블”을 일으키는 경우 자산을 소유한 계층은 상대적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자산이 없거나 적은 계층은 경제적 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은?
둘째,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반기
부터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대책은?
셋째, 단기대책으로 “버블-버블붕괴”의 악순환 가능성에 대해 서머스도 지적한 바 있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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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ࡪق߾ ࢶଢଞ િԜЬࢎ
  ֻ̍ܕˁࢿ߾ ֍Е ࢽॺࢂ િԜЬࢎ
˱ଥߞ


 ॷࢺ ࢝ۺݣ
ʵ ECVEJWR ʾࢼଚ
• ࢇࢠ۽ݦԽࢂ оɼ Ѝࡂоଝࢂ ૩ Ի֞ 3DXO 5RPHU
ˬܹ
• ʸ ݤʸ̛߶ IROORZHU ࡵ ˈࢠ۽ଟܹ ࡸ ̐ԜΟ
۴Ѧ̛߶ OHDGHU ձ ҬԂ࢝ࡳִ ࢽ ࢇࢠ۽Ѹˈ Ѧۏ
ࡢଵࢇ ϩ߅क
• ̛ܽࢂ ˁ˃۴ WHFKQRORJLFDO IURQWLHU ࡳԻ Қ߭ɼִ
˲ɼѦ ࢵࡳִ˲ࢠ۽Ի Қ߭ʃ
• ̛ܽࢂ ˁ˃۴߾۰ ߭اΟ ए ࡶࢠ۽ ࢉࢶܖଜ̛ ࡢଥ
۰Е ̛߶ࡵ ୂ ݦLQQRYDWLRQ ࡶ ࢽٕЕ ୂ ࡶݦݤۏ
ੁ̛ ࡢଥ ̛࣑ࢂ  UXOH ࡶ ͰʠΟ ࡵ ࢿѦձ ʎ
۴ଥߞ ଡ
• ઞରѦ ݤFKDUWHU FLW\ ࢂ ݦ۶ࡶ ࣯ࢠଡࠟѿԂݛЕ
ࢇձ ऑ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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ʵʾࢼࠧ ̘ܺʾˀ۱
۴Ѧ̛߶

̛ܽˁ˃۴

ʸ̛߶



ିࢼ ˒ݣѣʋ۱ࡰԸ ऌ࢝ۺ ࢳܓ

̛߶ࢂ
ୂݦ

ࢽٕɼ ̛࣑ࢂ ˕
ࢿѦձ ʎ۴

̛ܽࢂ ˁ˃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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ਊਡܒݘПϝਾ߂ࡿ ۉԴ
• ϗ ଞ˲ ࣏ ࢂقࢊ ۴ ߶ۏҟࢠࡳԻ
࡛ݛј ֆ࣏ ࢂ۴ ߶ۏ.RFNXPV ࢂ ˁࡉ ࢽ
ٕ̖ࡱएࡕࡶ ЖࠑࡳΟ  ࡶࢷࢇ ࢂ߶ۏւए
׃ଡ࡛ݛј ֆЕ ݪɽଞ ˁ̛ձ ʹࡸ
• ଖԄҖࢂ Ϡੁ߅ 1RNLD ֿԃࢇ୯ ଖԄҖˁ
ࢿЕ ফ̧̒ए ϩࡵ  ˕߶ݨˁ̛ձ ʹˈ
ࡸ
• ࢊܕ قТ 6RQ\ ࢂ یԷձ  ִؿଥ࠹ۢࡳۏ
Ի ۢࢸ ٸۏʃࡶ ऑବࡳΟ ࢷ۽۔Իࢂ
 ࡶࢷࢇ߶ۏଔଟ ܹ ߷߹ࡸࢊ ࡵقϗ ࢠ
̛ ˁ̛ɼ ݪѸЕ ʨࡶ ˁଵଡ


ࣵ˯ࡿ ʵ˒ ߳یʾࢧԬ

Վ ࡕ˱ࠉ߶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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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Ԭ ࡿ߳یлࣵ˯ ʾࢧࢴ։

Վ ࡕ˱ࠉ߶ۏ



˒ଚ̘ܺ ࢆԬߣ ۺଔ࠾
• ୂ ࡶݦऎɼࡢ ̛ੁݤଥ ˕ଝ̛ܽࢉࢢ ࣸ
 ॺࢽ ݤଗࡁ
• ୂ ࡶݦоଟ ܹ Е ࢿѦ ଗ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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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یɹЙࢆˮ лॷ
• ষ ࢂۏʃܕԻ ۢۏɼМࢉ˱ ۿۿ
ZRUNLQJDJHSRSXODWLRQ ʃˈ ࠪܕԶࢂ
̗ʸଞ ऑࢷ
• ষ ࡵۏϗо ָ߾۰ ָࡳԻ
ʃࢿ߅ۏ ܕଞ ɼ࣐˃ ࢽॺ
• ۢۏɼМࢉ˱ ϗٕਫ਼ ʃܕ
• ߾ ࢢୃ ٸ˱ࢉ ࢂۘࢇۿ۰ 
ϗ Ի ˈԶیୣԻ ऑ ۴ऑ˲ؿЬ ڃ
հ ˈԶ


۟یɹЙࢆˮ ʀࠏ ࡿܒବ˒ лॷ
• ࠒଯ
 ࢵࢽ ̛࣏ࢠ۽९ ࢊۏۢ قɼМࢉ˱ ϗˁٕਫ਼ ݤ
 ϗ ˁ̛
 ٕѰ ۏɼʸ ଜԃ ࢊ ࢂقˁࡉ ϗ ࢇ୯ ٕѰ؟ ۏ
 ٴٟˤ Ѱˁ खʅ ୃࢢ̧ए ؆ʅࡳԻ ଜԃੵएɼʸ
̧ए ଜԃए؏ ܹ Ѧ̀ ٺख ऎɼ
• оॺ
 ࠆࢉ۽ԯ ࡈ ˈ Զࢂ ࢊչ ॷষ
 ষ ۏऎɼ
 ࢇ ࡶଞ Ϡ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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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 ۟یɹЙࢆˮ ࢴ ۼ։



ଛ˯˒ ࢇ ࡿؿ ࡪیࢄ



























ࢊق



















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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ষ ࢂ۽ࠆ ۿۿ ۏૡ̎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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ؽऌْࡿ
 ٵࡨߣ  ٵࡨؼऌࡒୀ
•  ࡖ ٸؿए̗̖ߖ ߭ջࢇख
փ ߅ۿ
փ ߅ۿ
փ ߅ۿ
փa ߅ۿ
• ɼࢽߦܹк
 ʎࡖփ փࡕ
 ʎࡖփ փࡕ
 ʎࡖࢇۘ փࡕ


ܒҔࡿ ٖҜ ࠩ୕
•  ࢂ࣏˱߶ۏ۰߶ۏ ݛٸɼ ࡕࢉࣸࢂ ଜ
ΟԻ एּѻ۰̍ࢽٸ ࢂ߶ݛٸऐ оࠪ
ࢿ࣏߶߾ ٸଥ άࡵ ۢࡳ̖ࢎ ˕۽ۏԻ ࢉ
ଥ ܕҗٙૡҟࢇ ݪ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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ऌПˀܶ ࡿଛ ܒҔٖҜ ࢄ
 ֵ࢟ۺ



ܒҔٖҜ ࠩ୕،أ
• ࢊչ ॷষࢇ ࣸࡁଡ
• ࠉ̖ࢿ˱ࢇ ଗࡁଡ
•  ࠪٸܕઆɼ Ж߭Οए ߉Е ࡕࢉࢿʠɼ ଗ
ࡁ
• ـएࠪ ࠉ̖ࢿɼ ˱Ѹ߭ ए ߉ࡵ ۘଢ଼
߾۰ ࢵࡳࢠ۽Ի Қ߭ʀ ˁࡉ ـएࠪ ࠉ̖
ࢿɼ ˱Ѹ߭ Е ۴ऑ˲˕ бչ ࢢࢽࢶ
ࠪ ˲ɼٕॹࢂ ऎɼԻ Χˁࢿձ зݡଟ ɼ
М ࢇ۽ϩ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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ײԋ ʾࢼ ݡࢼ ࢴٵ
ઃୖлծ ଛ ،߄
• Ԏࢠ۽Ѱԯ߾ оଞ  ݤࢿ ߇؏۽ଗࡁ
• Ԏձ  ࡵ߶̛ ˈؿઆଡ
• ˁࢿʎ؈ ʎϗ ˃ Ԏݤࢿ ࢷٸɼ આ
ঠऑ߾ ߭ ਼ ࠇଟࡶ ଡ
• ए̖˕ ʋࢇ Ԏɼ ٙݨଞ ۘଢ଼߾۰Е
ࢇࢇ Ж߭Ѧ ̛߶ࡵ આଜए ߉ࡸ



ୖٵܒлծ ଛ ،߄ 
ࠆ̓ࢼ ˮলଢߛ
• ˈԶ ݤо߾ ࠉ̖ࢿࠪ ـएࢿ ˱
ࡳԻ Ԏ߾ оଞ ϩࡵ ٙ۽ݨ
• ୃࢢ ٕۿਫ਼ ̧ۿए ۢۏɼМࢉ˱ 
փָ ࣸ ˲ܹ ࢂ̖ࠉ ߾ ࡵٸٙ˕
• ࠉ̖Е खЯ ˓یˬࢉ˳ࡕה
• Ο֞एЕ ˲ ̖ࠉফо փࡕ ܹ
• ࢹࡵ ۿоٕਫ਼ ࠉ̖ܹ̖ߖձ ϩࢊ ܹ Ѧ
Լ ˲ ̖ࠉʎୂ  ɾࠉ̖ɼ߾ оଞ ࢉ
܁ફ ٱ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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ʀۉଟПЩ
MKOLU"[QPUGKC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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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ߣس
ଛ˯ʾࢼࠆˮࡒ ʝࠆॷࢺݡˮ࢝ݥ

☢ᆮᆧⴆ
ᆧⴆ
ⴆ ⲏጚ⳿㆞ᵊ
ⲏ
ⲏጚ⳿㆞
53
347
347
7 44
5347144

☢ᆮᆧⴆ ⲏጚ⳿㆞ᵊ⪺ 㩆 ᙦⱂ
ǹ ۼˀʾࢼࡿ ࢲ࣌ଛ ୠܓ ؽѣԸ ࢆଢ ̘࢝ࢺԺ лѼ
ۼˀʾࢼ ̘࢝ࢺԺ лଛ ϟࡿ
ࡒࢆ

Ь̘ࢳ лࡸ
• ּ יɼۘݣթ ۘଯ
࣏ࢽ ӖЕ ୃ ࣱܹ ࡪ

• ࢜ࢢ ࣱܹࢠ۽ଜԃ
• ࢜ࢢࢠ۽թ ଜԃ
• ցࢇο'* ݛ3ʓ
ࢠ̛ एܖ

ए
• ࢠࢶ ࢽٕઆएষ
• ଢչࢶ ࣱܹࢂ ࢂѦࢶ
 ٴ؟ ࡶ۽ଞ ɼ˃
ࠪ ̛߶ࢂ ٕॹ ʃ
• ܹষऎоࢽॺ



Վࠝࢽ̒  ę˃ۿˁࢿ ࢠ̛ࢽԽࢂ ؑˁ˕ ࢽॺоࡻ ؏ଯĚ

,PSFB&DPOPNJD3FTFBSDI*OTUJUV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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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ࢳ лࡸ
• ̍ࢽٸऐݤɾࢿ̒Ի
о ࢇԯୃۘ ؏ए
• ࢵষˈۏԶоॺ ۢ
ۏɼМࢉ˱ ʃ؏ ܕए
• ̍ࢿʎୂࡶ ଞ ̛߶
ˁʎ۴
• ̛ܽୂ ࡶˬ ݦଥ
࢜ࢢࢠ۽թ ࢿˈ

☢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ᆮᆧⴆ ⲏጚ⳿㆞ᵊ⪺ 㩆 ᙦⱂ
ǹ ଛ˯ ʾࢼѣ ࢙࢟)&2 ࣮ܶ ɹ Ğϔ л ٵĞϔ ߜ  ଙԀ
ė Ğϔ ࢺ л ٵĞϔ ࢺ ࢙࢟)&2В ߜ ࣌߫ ࡒ  ଙԀ
• ğϔ ̘࣮  ࣌߫ ࡒ ଙԀ

ଛ˯ ʾࢼࡿ ࢙࢟ )&2
Яࡢ߮ ࡕ




&) ࢼݥ2



ϔ ࠓ ࢙࢟)&2
ϔ ࠓ ࢙࢟)&2











Վଞ˲ˁࢿࠉ˱ࡕ  ࢽ































☢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PSFB&DPOPNJD3FTFBSDI*OTUJUVUF

☢ᆮᆧⴆ ⲏጚ⳿㆞ᵊ⪺ 㩆 ᙦⱂ
ǹ ʾ̘ৗࡿ ࠏବ ଙԀଛ ࢙࢟)&2ؼЩѣ ߜ  Ωࡲ ୀ࢟ )&2
ė Ğϔ &) ࢼݥ2В ğϔ ࢺ ࢙࢟)&2 лࡒ ߫࣌ ْ࣍  ߜ ٵ
• ğϔ ࢺ ࢙࢟ )&2 л&)࢙࢟ ْ࣍ ࡒ ߫࣌ ٵ2 ଙԀ  վࢄμ&) ݘ2
ʐ 

ଛ˯ ʾࢼࡿ ࢙࢟ )&2



 

&) ࢼݥ2
ϔ ࠓ ࢙࢟)&2



ϔ ࠓ ࢙࢟)&2

࣏߮ ࡕ






࣏߮ ࡕ












Վଞ˲ˁࢿࠉ˱ࡕ  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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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ᆮᆧⴆ ⲏጚ⳿㆞ᵊ⪺ 㩆 ᙦⱂ
ǹ ࣵ˯ ʾࢼծ ࢼ࠶ଛ ۼˀʾࢼ ࢝ۺզࡲ  ٖ˒ R
ė ࣵ˯ʾࢼࡿ  ࡲࣵٵğϔ ۭ ğϔ Ը ୖл
ė ࣵ˯ʾࢼ ࢲ˅ ̘࣌ ࢝ۺ६  ݡր ْ࣍࠾ܶ ࢳۺ۟ ɹЙۺ

ࣵ˯ ʾࢼࡿ ࣵ࠾ۺ


ࣸ˲ࢂ  ্ࡉ ࣸٸ




















࠹ࢿ ˲ࣸ ˃ۿ













 

˃ۿ



 

  













  



















Վ,0):(2'%߾ ̒ʠଞ ଗࢂ ˃ۏ





















    






































☢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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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ⲏጚ⳿㆞ᵊ⪺ 㩆 ᙦⱂ
ǹ ࣵ˯ ʾࢼծ лଜ ʾࢼࡿ ْ࢟
ė ٮӿऐ ԙࢆ ߂ݡѣծ ଟଢѣ ࣵ˯ʾࢼࡿ  ࣮ܶ
ė ̋ ࢝ۺզѣ ୀ࢟ ࣵ˯ࡿ  ࢄଙ

ࣵ˯ ʾࢼࡿ л ɹЙۺ



ٮӿऐ

ԙ߂ݡ

ࢆѣ

$4+

ࣵ˯

'*˃ۿ3ࣸٸ












Ĝϗ ࢇ୯
ૡ̎ ࢠ۽թ











Ĝϗ ࢇ୯
ૡ̎ ࢠ۽թ











Վ,0):(2'%߾ ̒ʠଞ ଗࢂ ˃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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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ㄯⰻ⪺ 㩆 ᙦⱂ
ǹ Ь̘ࢳ ࢺॷлࡸ  ࡅْ ݡлଛ ࡆԫ
ė ۼˀ ɺ˯ ୕ࢺॷࡿ ѭ࣌ ࢄۺଙԀଜ ʾࡆ ୗࡪ سѭ̔ ۺऋଜ ɹЙۺ
• ࢇࠆ ୕ࡒؿ ؿɻ `߽࣌Ȣ߽࣌ࡰԸ ֍ࢌָ̊ծ Гն̘Ը ʹࢺ
¾ ࢇձ ࡢଥ ࢠ̛˲ॹձ ࠉɾ ࣏ࠀȥ࣏ࠀ(7)ձ ࠉɾ ࣏ࠀȥ࣏ࠀٕѰۏઆ
ࠉ ࡶݦɾ ߮ࠀȥ߮ࠀࡳԻ о
• ࡧԞ ʾ̘ୠۼؽɹ Ѿ୕ѵֱۭ '%$В ࡓ  ࡳॷࢺ୕ࠩ୕ ࡓ ଛ ʾْ̘ߣ
ॷ ݡݥ
¾ (&% ̖չࢉଜ  Æ  ࡖ Æ  ࡖ
¾ &RYHUHG %RQG  Ի̐ԒѦ ࡖٕਫ਼ ݤଭੁԻ ଡ

ė ࢲ̓ն ̘࣌ ࡧ̘  ݡɹˀْॶ ˔ ॶْ̘߳ նВ!
• ࢇ ؿӿଟࡿ ୬ ߽˅ٖࡳ ̎ ؽଛ ːʵࢳࢆ ࢲ̓նࢺॷ ݡݥ
¾ Ԏ߾ оଞ Π˗ࢶࢉ ࢷࢂ ࡉࠝ˕ ߾ܖ ۿઆ ؈ۢ
¾ ેॷ ה ߾ܖչଞ оষ ˁࢪࡳԻ  ٴ؟ۏ۽
• ࢲ̓ն ̘࣌ ࡧऌ  ݡɹˀࠧ ̘߳ࡿ ْॶ ʀল ɹ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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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ㄯⰻ⪺ 㩆 ᙦⱂ
ǹ ̘࢝ࢳ ࢺॷлࡸࡿ ݥୀ ɹЙ ۺϦࢄ̘ ଛ ϟࡿ ଔ࠾
ė ϝѭ ࢝ݡʋି ࢲ˅یԳ୕ лॷ ݡପ ̊ࢼʋି Ҝࢄ ˒ࠆ ݥପ ɹЙଜऌ
ࠃࢴட ࡿה
• ࡆն ʾࢼɹ ̎ݧଛ ৗծ ʶऌ ߆В ଛ ۉୠࢳ ଟࡿծ ࢄΌߪ έ̘ ߪԫࡉ қ
¾ ઞϠѰ ࢠݤʎୂɽࣗ ̍ࢿʎ۴ ҟࡵ ࢇ࢈खЯࢂ ۘкଞ ؆؈ ࠖۘ

ė ̍ԙΜ ْࡅࢄ ࡆԫѵВ Ь̘ࢳ лࡸؼЩВ ࡆն ʾࢼࡿ ऐࡳ ʋ۱ଙВ
̘࢝ࢳ лࡸࢄ ࢳࢵଛ лࡸࢋВ ઞպߴࡵ
• ݥऐܒҔ ऋлࡿ ଔ࠾ۺ
 ܕҗࣸࢇࢠ۽ ݪԽ YV આࣸࢇࢠ۽ ݪ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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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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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ᆮᆧⴆ
ᆧⴆ
ⴆ ⲏጚ⳿㆞
ⲏጚ⳿㆞ᵊ
ⲏ
53471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