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일 시 : 2018년 4월 26일 (목) 15:00 ~ 16:30
장 소 : 여의도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파인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개요
행사명 :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일 시 : 2018년 4월 26일 (목) 15시
장 소 : 전경련회관 타워동 3층 파인
참석자
- 본 원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 발표자 :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토론자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前 한국경제학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前 한국금융연구원장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前 ADB 수석이코노미스트

주

최 : 한국경제연구원

진행순서
시

간

순

15:00~15:05

개

15:05~15:10

개회사

15:10~15:40

회

서

/ 참석자 기념촬영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생산성 혁신과 한국경제 재도약 방안
- 표학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토

론

15:40~16:25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16:25~16:30

Q & A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입니다.
먼저 한국 계량경제학 분야의 권위자로, 생산성 연구에 천착해 오신 표학길 서
울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정식 연세대학교 교수님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님, 이
종화 고려대학교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만 달러 달
성 이후 12년 만에 선진국 문턱에 섰지만,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습니
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고용지표
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라는 마차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끄는 것인데, 마차를 말 앞에 두게 되
면 마차는 굴러갈 수 없다’는 비유에 무릎을 친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마차
를 잘 끌기 위해서라도, 먼저 말을 마차 앞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말이 힘있
게 마차를 끌어 보다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도록, 말이 끄는 힘, 즉 마력(馬力)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이기도 한 생산성 혁신
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이 중요한 기업경영 이슈가 되고 있
습니다. 가계가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소비를 늘려 경제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
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즉,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혁신이라는 ‘정공법’ 을 택해야 합니다.
내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남북한 경제교류가 더
욱 활성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변수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 전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7%였지만,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은 남한대비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통일당시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그쳤지만, 북한 인구는 남한의 절반 정도로 상당합니다.
한국의 생산성 수준은 통일 당시의 서독에 비해 낮습니다. 우리보다 경제가 성숙
했고, 경제격차가 크지 않았던 독일도 통일 후 큰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생산성을 높여서, 통일의 충격을 흡수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렇듯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산성 혁신이
우리 경제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전문가들이 생산성을 과제로 꼽은 지는 오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은 부족합니다. 반면 지난해 11월 일본은 저출산과 저성
장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성과 인재 만들기 혁명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세웠습니
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한다는 말입니다. 한국경제가 지난
날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
는 근본방향을 고민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세
미나가 선진국 이후를 내다보는 혜안을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 4. 26.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권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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ܒҔ࣬ѣ ࢺॷࡲ ઃ࣬ѣ ࢺॷࡰԸ ࢴୗѵߪߛ ଛЩ

ϔ ࡓ آଛ  ࡿْࢺ ݣʾࢼࢺॷࡲ ܒҔ࣬ѣ ࢇ ˒ॷࢺ࢝ۺն ॴ ࡰॷࢺ࣌ؼ̓ࢋ Ը ओߜଜ
ܶ ࢎЩܒҔ࣬ѣ ࡲॷࢺ࢝ۺԣਾଚરࠧ ୬̘ ৹ࢆऌ߄ ଚર $JCFWTK  ۭ ˯ࢼϝѭ̘ˮ
+.1 ծ ࣵࡰݧԸ ̑Ը ̘̓ ؠϔϔ ࢄ୬ ࢼݡଙ̘ ݡଛ ࣬ٵգʾࢼଚࡿ ࢝ۺгԺ
ࢄЩ ࡿْࢺݣʾࢼࢺॷࢄ ݡݥѵߪࠜ ऌΟ ϔɻࡳ ѧࢄਁ  ـҳ ۺːࢳࢆ ۉԴؼЩВ ઼ݥଙ˅ ࢎ

ЩВ क୬ɹ ْɺѵ˅ ࢎВ ʥࡲ ߄̤ࡈ ࢄݥۉ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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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ܒҔ࣬ѣ ࢺॷࡲ ઃ࣬ѣ ࢺॷࡰԸ ࢴୗѵߪߛ ଛЩ

ܒҔ࣬ѣ ࡲॷࢺ࢝ۺ$QYNGUCPF$Q[GT  ࢄ ऌࢳଛ лԸ ϝѭʋିࢄ ࠩۺѵߪ ࢋ̓ ࢼ ࡳݠەYCIG
TGUVTCKPV ଜ ܶ ࢎВ ۉୠࢳࢼѣࢳ ࢆଋӿɹ ˮলѵߪ ࢎВ ࢇْ ۱ऎ˯ۭր ʾْ̘ߣࢺॷࡰԸ  ࡅۉଜ
ܶ ࢎࡵࡆնΜӿࡿ ʾࡆ ϝѭʋିࢄ ۺࠩײѵߪ ࢋ̓ࢼؼЩВ ϝѭ۟ ࡳۺیজ˒ଙВ ࢋ̓ࢆ࠾ەˮ ҳה

 ܒҔ࣬ѣ઼ݥ ࡲॷࢺ࢝ۺଜ ɹЙ ࢄۺϦࡵ&TC[CPF6JKTNYCNN   ૯ଚ̜  ۭ ऌࢳଛ лԸ
ܒҔ࣬ѣ ࢄॷࢺ࢝ۺϦࡲ ɹˀْॶ ࡿଢ ࡧऌѷ ʾࡆ ܒҔऋɹٵܒऋɹઃऋɹࡿ ۱ܸୗˮ࣌ծ ̘лଜ
ܶ ߴʬ Ѹ״ɻْ ࡿהઃऋлծ ࡧѣଜ ܶ ࢎВ ̊ࢼࠩ୕ࠧ ି ۺࡨ߳یݣҜ ऍࢸࢳࢆ ઃऋлࢺॷࡰԸ
ࡿ ࢴୗࢄ ଔ࠾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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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ܒҔ࣬ѣ ࢺॷࡲ ઃ࣬ѣ ࢺॷࡰԸ ࢴୗѵߪߛ ଛЩ

ܒҔ࣬ѣ ࢄॷࢺ࢝ۺʆВ ӓ ଙΜࡿ ֵࢳࢆ ߜࢷࡲ ܒҔࡿ ࡒইࡳ ˮֵଙ˅ ܒҔॴࡳ ̎ଙВ лܒ ݣҔ
ࡿ ࢼԸ۶ ʬࢋࢳࢆ ؎ٔր ओ६ଙ˅ ࢎЩВ ࢷࢄЩ

ӓଛ ࢋ̓ࡿ Ğଙ،ʾऍ ۺFQYPYCTFTKIKFKV[ ğҳࢆ הз ϝѭ۟ۺیऋɹࡪࡳ ୶ জ˒ଙВ নࢲࢋ̓ࢼΜ

̊ࢺٵऍࢺ̊ऍࢴୗࢆࢳࢆ ࢇնॴࢺॷ  ϝѭ̊ࢼࡿ ʅ୕࣌ Ҝࡲ ѵѧࢄੁ ܶ ߴВ ۟ࡿֱۭ ی
˅ࡅٵˮ࣌ծ ˅६୕ࢎ ܶ ੁݡ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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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ࡅओ६ࢺॷࡲ ۟ࡰॷࢺ࣮̘ ۺیԸ ࢴୗѵߪߛ ଛЩ

ପࢺْࡿ ˅ࡅओ६ࢺॷࡲ ցࡲ  ˆ࠰࢝ݡOCTMGVFKUVQTVKQP ࡳ ά˅ ࢎЩ۟ ࢄۺیϦࡲ ْؼ ࡲ̘߳הЩ ߣ
ऐࡿ ࢇնծ ॴଜ ܶ ࢎʬ ଙࠃߛ ଙ˅ ۟ ࢄۺیΩࡲ ْ ࡲ̘߳הϝѭʋିࡳ ଙࠃ ࢇնծ ࣯ࢇ ܶ
ࢎߪߛ ଛЩ
ݘૐࢆ իϝ ѭ५ ː࢝ࡿ ۉԴٔۮ
 ࢋ̓  Ьୃ̘࣬ ەծ নܒଛ ϔࡰԸ ГԫΜɹВ Ьୃߜࡿ ୀл୕ɹ ଔ࠾ଙЩӓଛ ࢋ̓ࢆەզࡳ ˯
έণ۟&) ی2 ࢝ۺզࡿ ࢵࢄ ଙԸ ࢼଛଙВ Ьୃߜࡳ ةվ ଜ ଔ࠾ɹ ࢎЩ

㈑㉥Ḱ 䚐ạᷱ㥐 㣠⓸㚱 ㉬⇌

䖐䚍Ὤ ㉐㟬䚍Ẅ ⮹㜼Ẅ㍌

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ࡅओ६ࢺॷࡲ ۟ࡰॷࢺ࣮̘ ۺیԸ ࢴୗѵߪߛ ଛЩ

ࡆնΜӿѣ ˯ɹࢳࢆ ࢺॷ˒ࢼԸ ণ ˅ࡅऋɹؼЩВ ࢆз ۟ ࡳۺیϦࢄВѓ ࣬Ԭଢߛ ଛЩ۟ࠝ ࢄۺیӿ
ɹВ ̘ۭ߳В ˅ࡅࡳ ଙ˅ ݫऌ ߆߂ѣ ˅ࡅࡳ ଙʬ ѷ ʥࢄ֯ ۟ ࢄۺیέԫɹВ ̘ۭ߳В ˅ࡅࡳ х ଜ
ܶɹ ߴʬ ѵ˅˅ࡅࡳ ଙֱ ୠۉɹ ˈ ર ࢄیѷ ܶ  ࡳߴ ʥࢄ̘ ҳࢄה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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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 ״ɻ࣬ѣଙ Ğ۟؎ۺیɹ ১ૐࢆğ &QWDNG2TQFWEVKXKV[ECORCKIP ࡳ ࢴʋଜ ଔ࠾

۟؎ۺیɹ ১ૐࢆࡿ ܶЬ

  ߳یέ ˮ࣌࣌ࢺ +PVTCKPFWUVT[4GUVTWEVWTKPI ࣑ ࢄۺی۟ ࡳ̘߳ٵϦࡲ ࣵʷ̘߳
/#ծ ଙʝΜ ܓەଙВ ѓ ଔ࠾ଛ ̓ऌࡒ˒ ࢼۼऌࡒ RCEMCIG

 ߳یɻ ˮ࣌࣌ࢺ +PVGTKPFWUVT[4GUVTWEVWTKPI ߳یɻ ੲऌؿϝѭࡿ ࢄࢴࡳ ঝऎଙВ
̓ऌࡒ˒ ࢼۼऌࡒ RCEMC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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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ۺی۟ شବࢴەԕࡳ ५ ୕شଙВ ʥࢄ ଔ࠾ଙЩӓଛ ॴࡳ ːːْؼ הʟ ۉ ୠؽऌଙ̘ܶ˩ז
ࡨۭݘٵળࠏە،  ܛओࣵݡਾВ ʥࡲ ۟ ۺیବ ەਹ ѣࡌࡳ ࣬ऌ ׀ଜ ʥࢄ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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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ۺی۟ شବࢴەԕࡳ ५ ୕شଙВ ʥࢄ ଔ࠾ଙЩӓଛ ॴࡳ ːːْؼ הʟ ۉ ୠؽऌଙ̘ܶ˩ז
ࡨۭݘٵળࠏە،  ܛओࣵݡਾВ ʥࡲ ۟ ۺیବ ەਹ ѣࡌࡳ ࣬ऌ ׀ଜ ʥࢄ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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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ۺԬࡳ ʋଢ Μɽ ܶ ࢎВ ࣬Ԭ̘߳ ࣵࡒࢳࢆ ˒ݣି̘ܺ ࡿݧʅ୕ࡿ ۉୠࢆଋӿ ˮলࢄ ଔ࠾ଙЩ
ࢼ५  ֵି߳یлٵଙ̘ ଢ ˩ࡨࡿ ࣮୕ ࢺॷࢄΜ ϝѭ̊ࢼࢺॷۭ ଙࠃߛ ଛЩ

૯ ˯ْ ߳ی ࢴ شɹɹ ࢝ۺୠˀ࠾ܒઃࢌ˒ ণ࠾ࡪࠃ̘ ࡿۺی۟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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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૯ ˯ْ ߳ی ࢴ شɹɹ ࢝ۺୠˀ࠾ܒઃࢌ˒ ণ࠾ࡪࠃ̘ ࡿۺی۟ܒ

Վ ଞ˲ۢ  ٕق۽ۏଝ̟ࢷୃؑࢇ̒ஜ  
.,3'DWDEDVH ʦۛࢊ (8./(06'DWDEDVH ʦۛ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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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 ࢟ѣߜࡳ ଛ ࢺॷ،ବ
ࢇ ࡲؿϔࡿ ̘ɻ ѭ߄ ࡿ ϝѭઃࢌऋɹࡪࡳ ̘ԹଙࠎЩʹ˯ ؿઃࢌऋɹࠧ
ণ࠾࣎ࡿ ۺی۟ܒଙ˅ ࢎࡰ֯ ؿઃࢌࡿ ̘ࠃࡪࢄ Ϧࡲ ˯ɹࢇܶԹ ণ࠾ࠃ̘࢝ۺ ࡿۺی۟ܒ
ࡪѣ Ϧߎࡵࡳ ߇ ܶ ࢎЩअ ઃ࣬ѣࡿ ࢝ۺଢ ؿઃࢌऋɹɹ ࡧऌѷ ҳ ণ࠾ ۺی۟ܒऋɹѣ
̘лଜ ܶ ࢎࡵࡳ ӲଛЩ
ۭ ߳یݘٵлଛ ؿઃࡿ ઃ୧ࡪ୕Ի ଙࠃ ۟ ۺیऋɹծ ѣָଙВ ʥࢄ ઃ࣬ѣࢺ࢝ۺ
ॷࡿ ଣݧέࡅࢄ ѵߪߛ ଛЩ-KOCPF2[Q  2[Q CPF4JGG HQTVJEQOKPI ࡿ ࠆˮʹ
˒ ࡿଙֱ ۭۭࣵ ߳ݘٵѣ ؽऌȝ˩ࡨ Ҝ ːːۭ ࢄۺی۟ ࡿהْ ߳ݘٵɹ࢝ Ν୬ѵߪࢎࡰ֯

ऋɹܓѣѣ ɹ࢝ Кࡲ ʥࡰԸ ऌࢳѵ˅ ࢎЩࢄҗ ːːْ הлଛ ˮ࣌ʋିࢄΜ ϝѭʋିࢄ ࢼл
Ը ࢄՑߪऌऌ ߆ࡲ ەۭ ࢇն ॴࢄΜ ࢋ̓ࢆ ࢄەओࣵѷ ʾࡆ ࡆնΜӿ ۟ ࢳࢴ ࡿ߳ی
 ࡲۺیଙବ ࣮୕ ѷ ܶߴ 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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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הଯ
૯ଚ̜  ĝઃ࣬ѣ ࢄ ࡿॷࢺ࢝ۺԺ˒ ࢺॷࡿ ˯ࢼ˩ٵĝл࠶ʾࢼࢺॷࠆˮࡒ

૯ଚ̜ ࢴୀ؎ ࢄ̏ங  Ĝণ࠾˩ٵࢼ˯ ۺی۟ܒĝଛ˯ْ۟ؿۺی
$QYNGU5COWGNCPF4QDGTV$Q[GT  Ĝ.CDQT&KUEKRNKPGCPF#IITGICVG&GOCPF#/CETQGEQPQOKE/QFGNĝ6JG#OGTKECP'EQPQOKE 4GXKGY
8QN0QRR
%QPHGTGPEG$QCTF  +PVGTPCVKQPCN%QORCTKUQPUQH/CPWHCEVWTKPI2TQFWEVKXKV[CPF7PKV.CDQT%QUVU6TGPFU
&TC[/CPF#26JKTNYCNN  6JGGPFQIGPGKV[ QHVJGPCVWTCNTCVGQHITQYVJHQTCUGNGEVKQPQH#UKCPEQWPVTKGU ,QWTPCNQH2QUV-G[PGUKCP
'EQPQOKEU   
-KO*[WP,GQPI CPF*CM -2[QĜ+PVGTPCVKQPCN%QORCTKUQPQH2TQFWEVKXKV[KP/CTMGV5GTXKEGU-QTGCYKVJ'7-.'/5/GODGT%QWPVTKGUĝKP
/CVKNFG /CU CPF4QDGTV5VGJTGT GFU+PFWUVTKCN2TQFWEVKXKV[KP'WTQRG)TQYVJCPF%TKUKU 'FYCTF'NICT0QTVJCORVQP/#75#
2[Q*C- -CPF-GWPJGG 4JGGĜ2TQFWEVKXKV[#PCN[UKUQPVJG5GTXKEG5GEVQTKP-QTGC'XKFGPEGHTQO+PFWUVTT[.GXGNCPF(KTO.GXGN&CVCĝ5GQWN
,QWTPCNQH'EQPQOKEU  HQTVJEQOKPI
6JG%QPHGTGPEG$QCTF  +PVGTPCVKQPCN.CDQT%QORCTKUQPURTQI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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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1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ଛ˯ʾࢼࠆˮࡒ ײۼΜ ੲԺՋ


۟˒ݣି ۺی
ଛ˯ʾࢼ ࢟ѣߜ ،߄
ੲԺ
̞ࢺݢ
ࠆۼл ʾࢼଚْ

۟ ۺیଙԀࡿ ࡒࢆ
• ۟ࢺ ۺیВ ۼˀࢳ ̍ ۼԙΜ ଛ˯ࡿ ʾ
ࡆ ۟ ࢄۺیΩࡰ֯ ଙԀۼɹ ڀկ
• ۟ࢺ ۺیࡿ ࡒࢆ
 ̘ܺି ْ࣍ ݣԸચ ˅ҕ ϝݘࡘݘл
 րۼ ْ࣍࠾ܶ ࢆࢳۺˀʾࢼɹ ̘࢝ৗ Ը
ԥ ݘ֛ۭ ݘଙғл
 ˒ѣଛ ̊ࢼ ࣎ ਊԣࢆ ݡ˅л
  ࡿ࢝ݡʋ،ѣࢆࢳ ࡿ̘࣮߳ܶ ࡿؿʾ
ࠏ˔ପϝѭ ࢝ݡୗʾ 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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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ࡿ˅ࢼ ۺی،أ
•
•
•
•
•
•
•
•

̘߳ࡿ ࢳ̎ࢳ ઃ
ࢺْࢺॷ
 ࢝ݡʋ،ѣ
˩ࡨࡳ ଛ ϝѭࡿ ܷԭѣ ବە
߄ࢺࢳࢆ ϝ˔ۉˀ
̘߳ࡿ ۳˩ٵ ୖл
ࠆˮʋ ઃ ୖл
̘߳ࡿ ْۼг ʾʀ

࣬࠾˯ࡿ ۟˅ࢼ ۺیлॷ
• ࢺْࢺॷ
 ି ̘ܺݣࡅࡳ ऌࡒଙВ ࢺॷ উЬ̘ܺ ࡅଢ
ۭ ۟ ۺیϦࢄВ ̘߳ лଢ ࢆ ۼࢆأଙ ࢇؿ
 #+Ҝࡳ ː࢝ ࡅଙࠃ ۟ ۺیବࢆ ەҎݘચն
 ݘվચ ː࢝ Ѥࢇ
 ϝѭݡɻ Ьল  ב̏ࠆࡧ ωіԁғࢇؿ
• ̘߳
 ॴࡿ ۺծ ଢ ࣌ऍ ୕הʋ۱
 ݘݡەؼ˒ۺ੩ ѣ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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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ࡿ ϝѭ۟ ۺیୀ
• +/(В ଛ˯ࡿ ϝѭ۟ࢵ ࡿ˯ײ ࡲۺی

• ϝѭݡɻࡲ 1'%&˯ɹࣵ ؞तԸ ̜ऌր ࣬
з ݡɻ ۟ ࡲۺیԸ ଙ࣮ܶ
•




ࢺْࡿ ࢺॷ
নࢲࢋ̓ ࢆە
̏Ըݡɻ Ьল
ەࢆ ۼࢆأ

۟˅ࢼ ۺی،߄
•






۟ ࡳۺیϦࢄԫֱ
̘ܺି̘߳ ˒ݣઃ ୖл
উЬ̘ܺ ୖ ࡅۉл
ϝѭ୕ࠆࡧ ࢝ݡ
ʅѣ Ϧࡲ ˮ࣌࣌ࢺ
˩ࡨ ʅ୕

•







ࢼߜ࠾ࢆ
ʾऍѶ ϝѭˮ࣌
̘߳ࡿ ̘ܺԬْ࣍
Ϧࡲ ࢋ̓ ݠەզ
Ϧࡲ ۟זɹ ࣬ ʝࡅٵ
ʾऍѶ ˩ࡨˮ࣌ ϝѭࡿ ː̔ˮ࣌
ࣵ˯ࡿ ʵ˒ ࣬Ԭࢴࢄ˯ࣵ ࡿ߳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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ଛ˯ʾࢼࡿ ࢼ ࢼה
•
•
•
•
•
•

ࢲࡅ˅ࢲ࢝ۺ
ْࡿ ٖҜ
࣬Ԭ ࡿ߳یʾࢧԬ ߜ୕
˅Գ୕ࢲی
ϝ୬ܒҔ ̓ࠆ ࠧࢼהࢼࡿ ײˮল
Ϧࡲ ࣬ʝْࡅٵѭیɹʵ ݠە

ࢲࢆࡒ ࡿ࢝ۺ
• ࢲࢼ ࢆࡒ ࡿ࢝ۺѣ KPUVKVWVKQP ࡿ ࢼה
/+6ޮָ̑Ց ˯ɹВ ࠰ ઼ݥଙВɹ
• ̘ܺିݣѣ ࢼѣࡿ ۱ੑ˒ ࠆ˔ Њл ૦
Ը֛ࡿ ࢝ۺݣԺ 
• ˮ࣌ࢳ  ࢼהʾࢼ˒ࡨ˩߳یଚ̘ܺɹ
ˀْॶ Ҝ ەୋ ࠆʹѶ ۟ˀࢳ ࢼה
 ْٔࢳ лॷࡰԸВ ଢʹѵऌ ߆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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ࢇն ْ࣍ࡿ ࡒࢆ
̛߶ɼ ࢽݦ

̛߶ࢂ
̛ܽˁࢪԯٕ࣐
ࢊչٕ࣐

̛߶આٕऑ

ࢽٕ̍ࢿ

ϩࡵ ࢎ̖˕
˕Ѧଞ Ϡٗی
̍

ࠉ̖ݛݤ੬
˱
ϩࡵ ۢיɼ

ଛ˯ʾࢼࡿ ࢟ѣߜ ،߄
• ࢄࢅओЬ ҳࢼ הѣࡿ ʋ۱ ߪԫࡌ
 ࢺْ̊ࢼΜ ϝѭ ࢝ݡʋିࡲ ݏऌ ߆ࡵ
• ̘߳ࡿ ̘ܺି ࡲݣɹЙଞ
• ࢺْࡿ ࠝխ ʾࢼࢺॷ ଔ࠾ ࣬ੑࢺॷʝݡʾࢼࢺ
ॷ ࣵ˯ ࣵࡰॷࢺ ࡿ࣬ەԸ )Ը ْە
• ̘ܺݣۺߣ࢟ࢆ ॷࢺ߳ی ݣऌࡒ
• ۗԸࡈ ߳یˮ࣌ ֊ʬ ˩ࡨࢼѣࠧ ࢺْࠆˮ ܒࢼ
ʋ 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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߂اϝ࢟ ࡿؿࢇ ݘ׳ࢺॷ
ࢠ۽ݦѰԯ ؿ
ࢽ࣏࣏˱ 

ࠀࢂ
ૡɼࢸଜ
ࠀࢵ

ܹষऎоԻ
̛߶ࢇ࢈ॷষ 
ܹষ̛߶ࢂ ̛ܽݦ
ࠉ˱ʎ؈ આऎо

ˁ̛ٕߦ۽
ࢠѰԯ ؿ

ࢎ̖ࢉۘ

ʀۉଟПЩ
MKOLU"[QPUGKC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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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ݦୂ ۽ۏ
ଞ˲ ˁࢿࢂ ࢢѦߟੵԽח
۰ࡌݤվо ˁࠒଝٕ
ॷୃ

ফ̒ ̔Ի أˁࢿࢂ ѿࠪ ˲ΰˁ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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ফ̒ ̔Ի أˁࢿࢂ ѿ
• ߟʈ ࢂ࣯قݥչଔੈࢂ࣯قʃੋˈੵࢂ࣯ق
ˈݦ ࢂ࣯ؿݦվ࣯ࢂ
• ૦ࡈࢶ ࢂ࣯قЕ ֆԻփ ࢇՔ߭एЕ վ۰ࣱܹ ݛٸ
• &69 &UHDWLQJ6KDUHG9DOXH˓ࡪɼॷষ "˓Ѱࡪ
࣯ࢂ " ˓ࢶࡪ࣯ࢂ "
•  ࡵ ࢂ࣯قʬ˕  ࢇܖЬհ ݡֻ ࢂࢂ࣯ق

̛୯ضࠪ ̛ۘ߆
• ࢠ̛ࢶ ̛୯ضࠪ ଡ͉ ڀଜ̛Ի ࢇଭ"
• ࢢ࢜ࢠ۽ԯ ଜԃ߾ ҬԂ ˱࣏ࢶ ࢵڀ ִ˲ ࢠ۽ଜ̛ ߾
ऑ
• ˱࣏ࢶ ࡁࢉ߾ ࢂଞ QHZQRUPDOԻࢂ ࢇଭ
• ˈԶۢۏɼМࢉ˱ʃࢵܕষۏଞ˃ۢ ۽ۏଜԃ̛
ܽऑ ؿҁ८࣯ ࢂָୂ߶ۏѦ̀ Ϫ̛ ҟ ـଢࢶ ࡁ
ࢉࡳԻ ࢜ࢢࢠ۽թ ଜԃ ɼМ۽
• ࢊ߆̛ۘ ࢶݤԻ ࢉଞ ࡢࢉɼ ̛ ࢶۿ୯ضԻ ࢉ
ଞ ࡢࢉ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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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ଞ ࢂ˲ΰٕ ࡢଵ ࡁࢉ
• о ϯ˗ ࠒ߶ ٕѰ ۏɼ˃ٕॹ
• о ߟ ঐϗ߆߶ݨ ߦ̑ ૦ଊչऋ
• ࢵ̖ࢵ ࢠ۽չ ࢵיɼ ࢵষࡪࢵ ۏɼ ˈ߶ݨ
ˈࡢଵ ˈԶ
• ܹষ࣯Ѧ߾ܖ ̛ࡢ ࢂ߶ۏ۰ ߾ ˲οए
̗࣐ࢂ ʠоଞ ୯૧ࡵ ؑ ঋ ܹĚ ࡢ̛
ձ টԎ
• ۘցॲ̧ए ʾঙएִ۰ Ҙ ۘଢ଼ࢇ एܖ

ফ̒ ଞ˲ ˁࢿࢂ ɼࢠ ਼  ࢺࢿח
ˈࢵࡈٸ୪ ˱࣏Իࢂ ࢷ
•
•
•
•
•
•

ফࢵࢎ̖ࢉۘ ࢽ̍ऐࢷ ϠѰݣۘࡈٸ
 ࡈٸ ۿ࣏ ۘࢉ ۿࢉئऎɼࠪ ۿ୯ ࢇ࢈ ʃܕ
ੌࡕࢷ ߾οएݣۘ ࡈٸ
ࡪܕएؑ˱࣏ʎୂ ۘࢠࡪएݣۘ ࡈٸ
5 'ࢿ˓ߖۿ̛ܽ  ܕʎ؈ݣۘࡈٸ
оٕٗࢂ ࢽॺ ߭ࣁЬ ߇߾ ˈࢵࡈٸ୪ ˱࣏Իࢂ ؈ࢶ
ࢷࢂ ࡁܕɼ ૦ଡ
• ˲ɼˁࢪԯࢇԂЕ ˕ࢿࢂ ࣗݨ
• ˲ɼˁࢪԯ ߟɼ ऑଭ ࣸ

45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ࠒ߶ ę̡ࠒԄ ئĚ˕ ফࢵࢎ̖ ܱ
• ࠒ߶ɼ փָ ̗הɼ࣐ࣗیɼ ࠆփָࡳ
Ի۰ ࠆփָ߾ ଜЕ ীߟଞ ˁࢿ
• ࢇҚࢇ ࠒ߶ࡶ ଜˈ Е ѦݥࡸܕՎܺ߶ܹࡋ
ࡵ оࢶ ࢵٕɼɼ ߶ࣗ
• փʎɼ φЕ ࡸ ࢇࢺݥୣחݥ߾ ࢂ࣑ଜࠆ ࠒ߶ࡶ
ଜˈ Е ۘଢ଼
• ࠖձ Қ߭ ę̡ࠒԄ ئĚࡵ ָٗࡵ ࣚएփ ٕࢽࢶ ࠒଯࢇ
ۘк
• ٕࢽࢶ ࠒଯࢇ ΰܹٗߞ߾ खࣸѻࡳԻۘ ނкଞ ٕ
ࡈ
• ࠒ߶ɼ оٕٗ ٕѰࢎ ࡶۏоଜࠆ ࠒ߶ࡶ ଜЕі
ࠒ߶ɼ Қ߭एִ ࠒ߶ࢠࡶ ࢎоଞ ࢎо߶Ѧ
߭Ԯࡓओ ɼМ۽
• ࠒ߶ ٕॹ ߟ ࣏ ɼԛ ɼ˃̛߶ 

ফࢵࢎ̖ ࢉۘ
• ٸइТق ࢂݛओࡵ ضѰ ˕۽ٙ߇ଡ
• ̗ࠆɼ ࣯Е ߇ࢽٸ ࡵ ࡶ۽इТݛЕ ϼռ ܹ ߷
ࡸ
• ফࢵࢎ̖ ࢉۘࢇ ˁࢿࢶ ߟԻ۰ࢂ ߊΟ ࣗ߶ࡕ
߾ʯЕ Ѧࡏ
• Ӗ Ьհ ˁࢿࢶ ߟԻ۰ࢂ ࠒ߶Е ߭Ԯࡋ ۘଢ଼
• ࢊչ ऎɼٗࢇ ࠆփʎ߾۰ ࠆփʎԻ о૧ ʃ
ܕ
• ࢊչձ ࢍЕ ̒Իࢂ ʃࢎ̖ऎɼࡵ ɼ
ѻ
• ࢊչձ ࢍЕ ěࡶĜ˕ ࠒ߶ࡶ ଜЕ ěࡶĜࡶ ଥ ࢊ
չɼ ࡪएѸЕ ࣗ߶ࡕěࡳԻ۰ࢂ ࡶĜࡶ ࣏ؿ
• ʸ८Е шࡊ ߭أएˈ ऎࠝʃࡵ шࡊ ऎ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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ߦ̑ࠪ ʸ८о 
˲ΰ ̔ ࢇࢿחԻݕࢇ أ
•
•
•
•
•
•
•
•

̔Ի أˁࢪࢂ ـଢࠪ ـ
˲ΰ  ࢠݤˁࢪ߾۰  ࠪݣિ
Ӗଞ ̔Ի߾ࢠݤ أ۰  ࠪݣિɼ ষୃ
ϗ ࢇ୯ ࣸ˲˕ ࢉѦ߾۰ ߟ ߮ࢂ ࢉ˱ɼ ࢵࢎ̖ Ϡ
Ѱ ߾ࢠݤऑ
ࢵࢎ̖ ϠѰԯࢂ ̗ʸଞ ˓̗ऎɼɼ ̔Ի أˁࢪ˱Ѧձ 
Ͱ̛
߭Г ΟԂ߾ Ҙए ˁࢪࡵ ̔Ի أ८ࡕ߾۰ ࢊ߭Οִ۰
˲ɼɾ ˁࢪ߾۰  ࠪݣિɼ ষୃ
˲ɼɾ ૦ࡈࢇ ɼМଞɼ ࡪԻ࣑ ΰ߾۰ ѧࢊࢇ ̐չݛձ
߲ցΟ ؿҜࡶ ܹ Еɼ
˲ɼٕॹձ ҂Ԝۿ ݲоɾ ʀҟࡶ  ִؿϠϗ߾ʯ ࡪչଞ
؏ଯࡳԻ ࢽॺࢇ ऑѸЕ ࢿԽੵԜ ࢇݡֻ ࢂݤΟΧ

ʸ८Е ߭أएЕ ؏ଯࡳԻ Ѱ
 ˲ΰ߾۰ ɼ˃ɾ ʸ८
• о̛߶ࢽ̍ऐࡪϠ࣏ ࡖ փࡕ
• ࣸ̍ࢽٸ߶̛ܕऐהϠ࣏ ࡖփࡕ
 ˲ΰ ̛߶ɾ ʸ८ о̛߶˕ ࣸ߶̛ܕ
• Ψ૽ɼ୯Ԯ̛ ̛ܽੌী ࢉԯڎɼ̛ " ߕଐࢂ ̔Իݤ أ
ࢠ߾۰ࢂ ʄओࡵ ८ࡕࢇ Ьղ !ߕଐ˕ ʠԎଜЕ ʨࡵ Ԝ
 ߇ݤԬ ʯࢎࡶ ଜЕ ʨ˕ ѰࢊଜЬ 
 ̔Ի߾ࢠݤ أ۰ࢂ  ˕߶̛ݣԻ৶̛߶ࢂ ʸ८
• ࢷ߾ ܖଞ ࢉԯ˕ ୯߾ ܖଞ ࢉԯࢂ ܕҗʸ८
• ࢷࠪ ୯ɾ߾Е ࢂ ̎ࢇ ̳ऑ ۘଢ଼
 ɼ˃ࠪ ̛߶ɾ ܕҗࢂ ؑٗ ʸ८ ̛߶ࡳԻ ɼЕ ٕɼɼ
ɼ ɼ˃Ի ɼЕ ٕɼɼؿЬ ৲एˈ Ь
 ˲ɼɾ ʸ८ ѧࢊ˕ ̐չ ˕˲ ݛ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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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ࢂ࣯قࢂ࣯࣯ʀҟ
• ଲئʎࢽ߇ˁࢿ ˗ ࣏ତ߾۰ ϠѰࢂ ࠇଟ˕ ࡶ
ʈଜЕ ुࡳԻփ ʎࢽࢇ ѻ
• ̒Ի ˁࠒॳࠆ࣏ତࡶ ଲ ߾ئϋ̛
• ࡪԡ߾۰Ѧ ϢԄࢇ Е ̒Իˁࠒॳࠆձ ଲ߾ئ
ָݤ
• Яʼ̀ Яˬ ̀ۺЯଭѰ̀߾ ˁࠒॳࠆ̧̀ए ш
ଜִđ
• ࣯ݥୣیЕ ࣯࣯ ࢇیୣ ˁࠒऑ ̒Ի ɾ ٗ߶˱࣏
ձ ଥ ۘɾ ˁࢿࠪ ̎ࢇ ଗࡁ
• ˁࠒॳࠆ̧ए ɼѸִ ࢂ ̎ࡵ ࠬࢷ ̳ए̛
• Ьܹࢂ ࡳԻ ܹܕձ ߮ߏଜЕ ˱࣏
•  ࢂࢂ࣯࣯ ࠪࢂ࣯قѪԻ ࡸ ܹ ك
• Ьܹ߾ʯ ࣚࡵ ʨࡵ ࠤࡵ ʨࢇЬ
• ૌҖی̖ࠉࢂ࣯قୣ࣯ࢂ࣯࣯ଭѰ࣯ࢂ

 ࢂ࣯قࢂ࣯࣯ʀҟ ˃ܖ
• ̖ ٸݦչ ɽࣗ ܹܹՎ ؈ࡪʅ ߾οएٸ
ࡈ ଜԃ ࡁ˱
• ˓̗  ࡁܹ ܹܕЬܹࢇװԻ Ьܹձ ࡢ
ଥ ܹܕɼ ஜۢଥߞଞЬЕ ̒ࢻ ࢂݥ
• ɼʸ߾ ऐࢻ  ࡶܘоЕ ૦ଊչऋࢶ ࢻ̒ࢇ
ΟΟˈ ࡸ
• ۰˓ ݛٸज ԂЕ ࢉ ࢇݥʾִ۰ ୪
 ˕۽ʢࢷܘ ࡶ۽ଜЕ ࡏऐࢎ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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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ࢂ࣯قࢂ࣯࣯ʀҟࢢࢿחأ
• ěࢢأĜࢇݕɼ ࢿחձ шࡊ ࢝ـଜʯ փҚˈ ࡸ
• ʎࢉࡳԻ۰ࢂ ࢢࠝأο࣏ऐࡳԻ۰ࢂ ࢢأо̛߶ࢇ
۰ ࢢࢇأԂЕ Я߭ɼ Χ؈ ΰए ΧࡈѸˈ ࡸ
• Ҵਔୣତ י৸ی ʋࡵ ʎࢉ ࢢࠝأοࢂ ęʄओĚʎ
ࢉࢂ ࢊੌ
• ԯ߶߾ оଞ ࢢأо̛߶ࢂ ЬߦଞęʄओĚ
• ࢢ أʄओĚࢂ ҟݥ
• ˁࢿࢶ ্ִ߾۰ ę̒ԻĚɼ ࢽࢶ ্ִ߾۰Е ˲
ɼࢂ ˲ࡳԻ۰ ˲ ࢂ࣯࣯ɼࢂ ࣯ࢉࢎ
• ˁࢿ ٕ߾ח۰ࢂ ̒Իɼ ࢽ߾۰Е ࡪ̀ɼ Ѹ
ִ۰  ࢂࢂ࣯ق ࠪࢂ࣯࣯ʀҟࡵ ш ̦߭क

ΰࢶ ࡢଵࡁࢉ
• ě૧̛ࡢ ݰĜ߾Е ʈଜए ֻծएփ ě̛ࡢ ݞݞĜ߾
Е ࡉ ߟଞ ֻࢎؿ ࡶݡ
• ҭ оࡻ؏߇ࡶ ॸए ׃ଞ ॹ ۰۰ ԃ
• ěˁࢿࢂ ࢽĜɼ एΟˈ ࢽࠪ ˁࢿࢂ ʀ
ҟࢇ ࢺࢺ ৲एˈ ࡸ
• ˁࢿЕ ୪˕ ݨչࢂ ɼࢽЕ ૡ˕ ָ
ٗࢂ ɼɼ ࣸࡁଞі ࢇ ѿ ٕٗࢇ ɽࢂ ࠒ
ࠇࡶ ɼएˈ ࡏऐࠆߞ
• ࢽࢶࢉ ϢչԻ ˁࢿձ ૻִ ѿ ࠒࠇ ɾ߾ 
Ԅࢇ ִ̛ۢ۰ ۘкଞ ٕ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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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ɼМݤࠖ ࢂ۽
˲ ࡶݥ࣯ ࢷ۽۔ ࡵ̖ࠉփ ࣯ձ ࡪؿଜࠆ एٗࢇ
ࢇˈ ૡɼߖࢇ ࣏ɼ φЕ ۘଢ଼
 ࣯ ࢷ۽۔ɼձ փࡕ о߾۰ փࡕ ࣯ ߾ࢇیԻ ଞ ʨࡳԻ ߊ
Ԯࣇ Е ࢷ۽۔ ଞ ּࣗࡳԻ ˲ࠠ ࢇ̖ࠉջ ܹ࢈ࡵ ঊחଝࢶࢉ
݀ࢇֲ ϗ ؑкѦ ۘкଞ ࣱܹ
 ߾ࡈˈ ࢂࢷ۽۔оଞ ̛ࠆѦЕ ˕ʠؿЬЕ ࣲ߹एփ оЬܹ ˲ࢇ
ɼଞ ˲ ࡶݥ࣯ ࢷ۽۔ ࡵ̖ࠉଥ ࡶ ࡸ ˈؿ
ˈࡈ ࡶࢠݤق ˕ࢠݤଥ ֻࢠ۽ࢇ ࢚ ѰଜѦԼ ࣏ଥߞ

୯ɼࠪ ࡪੁ ˬܹࢂ एࢶ
• ę߅הԎѦ ˁࢿ ࢽ ࢂࢿח̐ʯ ଞ˲
ࢂ Яࢺࢉ ʨ ʋ߅ࡁֻҘ ʯ ࢽࢶࡳԻ
ࢇࡈѶ ؟ԮࡁˁࢿЕ  ࢂࢠݤϢչɼ 
̛ Ҷٕࢽ ߾חɼ ցࡸоԻ ଟ ܹ Е
ʨࡵ ߅Тएࡁ̐Ԟі ତۘ ָٗࡶ փҚ
߭۰ ࢽࢶࡳԻ ࢇࡈѸЕ ʯ ք߅ࡁʈ
۽Ϡ࣏փ ଥѦ ࢽࢶࡳԻ ˤ ࢇיѷ߭
ࡁо ࡵࢺࢠ ݦखࣸࢶࡳԻ ܻ؈ԯࡶ ؈
ଥ עҘए ଜЕ ʨěݛଔҖĜࢇएࡁę
• ę̐Ԟі ࢿחЕ ए̖ ̐ ݛଔҖɼ ߵঐΟ
ʯ ӂ߭࣌ЬЕ ʨࢇ߾ࡁ̐փਾ ࣯
ѷЬЕ ʨࢇ̛Ѧ ଞіࡁࠛΤঈԠ о
Զࢇ ଜִ Ь ҬԂɼЕ ݤоɼ ߅Т߾
ࡁę
• ęࢽࢶࢉ ʨࡶ ˁࢿଜˈ ٗչଥ۰ ˁࢿ
Ϣչ߾ ֍ʯ ଜЕ ʯ ࣸࡁଞ ʨ ʋ߅ࡁ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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ࡉչΟԂ ˁ̛ضѰߦۘ

ΰٕ ࡢ̛ ɼМ۽
˕ʠࠪЕ Ьհ ۚԻࡋ ࡢ̛ࢂ ؈ۢ ɼМ۽
˕ʠ ࡢ̛ ϗ ࠹ࡢ̛ϗ ̔Ի ̛ࡢࡱ̖أҟ ࠹
ٕࢶࢉ ʸ߾ ࢂଞ ࠖۘ ׃ଞ ࡢ̛
ୃࢢЕ ࢜ࢢ ࡶࢠ۽ଜୣଜЕ ࢵ ࢇࢠ۽एܖѸִ۰ ˁࢿ࣯Қࢂ
ࡢ̛ܹМԯࢇ ࣏̖ ࢵଜѸЕ ɼࡋіɼ˃ٕॹٕ ߶̛ݨҟ ˱

࣏ࢶ ীߟࡁࢉ߾ ࢂଥ ঠ؈ѹ ΰۢࢶ ࡢ̛ ؈ۢ ɼМ ࢇ۽ऎо
 ϗ ࢇ୯ ˁ̛ضѰ ۽ ܕΰࢢࢶ ࢠ۽Ѱԯ ࡢˁࢿԯ
ࢵଜࢽٕࠪ ଞ˲ࡵଭࢂ ࢶ̑ࢶࢉ ˁ̛߇ࢽ ࢽॺࢂ ـ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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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ࡶ߸הଟ ʨࢉɼ

оࡻ ˁࢿࠪ ࢽࢂ
ٗ߶˃ ࢽվ
• ָٗ˕ ݨչࢇۘ˕ ୃݨૡ˕ ୪ࢸ८ ࠪ ࢇی ˕۽
ࢂ ࣏
• ֥ऑ ࢇۘ ߔ߾ ୃ ࡵݨତۘ টԂ
• ˲ˬٸɼࢶ ˗ࢺࡶ ɼएˈ ݨչࢶࢉ ࢻ̒
• ۴ऑ˲ ࣸߟ ݪʈࢢ ࢂࢂ࣯قݥҟࢠ߾ оٸଜࠆ Ѝ̔
Իࢷ أԘࢇ ଗ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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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ࡻ̛߶ࢂ Ьߦଞ оࡻ
• ୪ࢶ ۘࢽ࣏࣏˱ ࢶݤ
• ࡢ̛ࢂࡪ˓ ࢂݥ
• о̛߶ࡶ ˈࡈऎоࠪ ୂࡢ ࡶݦଞ ળઝοԻ ࢉݥଜЕ оݣ
ࢶ ८ࡕ߾۰ࢂ ࢷԘ
• ୪˕ ૡࢂ ࣏
• یୣࢶ ॺࢎ ࢂࡪ˓ ݥ
• ࢊی قԷ ࠉ˱ձ ଞ Ԏ о ٸʈ

оࡻ ֻ ࢠ۽߾ оଞ ˈॲ
ࢊչЕ ̛߶ࢇ փҘЬ 

о̛߶ ֻࣸࢠ۽ ݪࢇ ΖΪЬ "
 ̛߶ࡵ ˲ΰˈࡈॷষ ׃ଞЬ "
бԜձ ؟Е ʨࢇ οהΟѦ ࣸࡁଞ ˕ࢿࢉ ̛ 
ࢉ бԜձ ؿଜЕ ʨࢇ ܹষо̛߶ࢂ ʠࢠ ࣸࡁଞ Πܹ
୪˕ࢇ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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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ࡻ̖ࡱࠇ ࢂ߶ۏଟ ࣏ࢽ
•
•
•
•
•

•
•
•

̖ࡱࡢ̛ ࢇ୯ ٕࢽࢶ ࢉ ࢇݥۏ
Ҭӵଞ ̖ࡱ ӗӗଞ ̖ࡱ ટટଞ ̖ࡱ
Ҭӵଞ ̖ࡱ  ؿߟ ؿٸܕ۰एࡕ
ӗӗଞ ̖ࡱ ܹ࢈ֻ ˈࢿࣱܹࡈˈ ˈࢿ۽ଵق۽एࡕ
ࡶ ଞ ۚԻࡋ ٗߞ ऑষ  ۽ एࡕ
ટટଞ ̖ࡱ ࠹˗ ߇ࢷ ˱ ʢࢷˈࢿ ۽ձ ଞ
ࡢ̛ࢂ ۴ࢿࢶ ؏ए ˱࣏࣏ࢽࡶ ࡕ ܹଭଡࡳԻ̛ࡢ ނ
ɼ יݨˁࢿ ࢷ؆߾ ۏѸए ߉ѦԼ ؏߭ւࡶ ଥ ࡢ̛
८Я
ࢊࢽ̛ɾ יݨएࡕࡶ एܖଜִ۰  ߾יݨʤսѪࢇ Ѹए ߉
ѦԼ ࢶࢸଞ ܹ࢈ ॷষ
߇ࢽ ˕۽ʢࢷ ۽࢈ܹ ۽ҟ߾ ୃָଜʯ оࡻ
ফоଞ ࢇ࢈ࡶ ॷষଜִ۰ ࢶࢸଞ ࣱܹ ˈࡈࡶ ॷষ

оࡻΰࢶ ٗࠊ߾ оଞ ࣏
• ࢵی ̛ࢠ۽ୣ ˱߾ࡕ۽ʯ Ѫ߅ɼЕ ֽࢇ ࣲ߭Қִ ʸԱଞ
ࢵତ
• ࢿԻ۹ یୣԻࢂ ୣ̆ࠪ 1,0%<ୃۘࢂ ࢊ؆
• یୣ ɽ ٗߞ߾۰ ę̛җ̀ ΰԮϪ̛Ě ࢇ̒ࢻ ࢂݥɼݤѸ
߭ߞ
• ЍϠ֡Ի۰ࢂ ࢵࡢ ࡶࡻࢶ ̛ࢠ۽ଞ ࢽॺࢶ 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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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ࡻ۰ۑ ߶ݛٸչ̛
•
•
•
•
•

ˈ̗ ۰ ߾߶ݛٸоଞ ݨչࢶ ࢻ̒
࣏ ࢂࡱ̖ ˕יݨ
̖ࡱࢂ ֻଵق ۽एࡕ̛М
ܹѦ̀ ̍ࢿ ୂݦ
ࢂՎ ࡶ۽ ߶ۏଞ ؿʢ ଼ݦୂ ࢶִࢷ ࢂߞٗ ߭ৼݛ
ࡪѦ

оࡻė̔Իݤ ࢶأɽࢂ ˓ࡪ
• ̔Ի أɼ߾ݞی۰ ࡉչɼ ८एଜЕ ࡢۘ߾ оଞ ̒ࢶق
ࢉ ݦୂ ˕ॲ۽
• ݦச˲ΰࢂ ěݛࡢݛĜࢉɼ" ě$70Ĝࢉɼ"
• ८  ࢇݪࣸ ࢇ߶ۏࢉה ࡵָୂ ߶ۏѸˈ Е  ҖԽ ה
ࢉٸଭ̛  ࢉהѰ८ Իࡪ˓نˁࢿ ҟࢇ ࣯ࡁ ٗߞ
• ࢇҚ ֻѿ ̛࣑ ˈࡈࢇ ଜԃଜЕ ؏ଯࡳԻ Ѱ
• ८ ߾ָୂ߶ۏоଞ оٸЕ ϼɼ ଜЕɼ

55

생산성과 한국경제 재도약 세미나

оࡻϠѰʎୂ
• ϠѰʎୂࡶ ଞ ۚԻࡋ  ۘؿ˃ࢂ ց
• ˈѦ  ߾̛ࢠ۽ցѹ ࠉ˓̗ ˃ձ ̗˕۽˃Ի ࢷִ
ʎଥߞ
• ࢵ ̗˓ࠉ ߾̛ࢠ۽˃ձ ࡪएଜЕ ˁࡉ ۘкଞ ٕࡈࢇ
টԎ
• ࠉ˓̗ ʎୂࡵ ϠѰ ߮ߏࢇ ߅ТԂ ̛߶ࢂ ࣑ۢࡶ ࡢଞ ଗ
ܹࢶ ࣏Ի  ߞ߅ؿଡ
• ϠѰࢶ ࢽٕɼ ϠѰʎୂࡶ ଜЕ ˁࡉ ݦ۴ଞ ࢻ̒ࢇԂЕ
ૡɼɼ ɼМ

оࡻ˲ۏɼԻࢂ ࢷ
• ˃ۿ ݦ ࢷԘ JRLQJ JOREDODJDLQ
• ܕҗ˲ɼ߾۰ ˲ۏɼԻࢂ  ࡶୂضऑ
• ࢊ ࢂقˁࡉ ଥ࠹߾ ࡪؿଞ ߾ۏ۰ ΟࠝЕ ɽࣗ ؑк ҟ
ࢂ ܕҗ щٗ߾ ܹࠇהएɼ ࢶࢉ ۘଢ଼߾۰ ˁܹۘएЕ

• ߾οए ࡕ ҟ ଥ࠹ ۏؿձ ࡢଞ Ьߦଞ Ϡԯࢇ ଗ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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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ࡻ ˈʈѦ ˱࣏࣏ࢽ
•
•
•
•
•

८ୂָ ݤо߾ ֍Е ࢉࢶققࢶי ˕۽࣏ ࢂ۽
̛ܽʎ؈ ࢿࠪ ࡪࢉࢂ ࢽٸ
̛࣑ࢽ ۘࡢ ࢂ߶ۏݦ ˕߶ۏվ
ɾ ˱࣏࣏ࢽ ࢷ ߶ۏ؆ࢂ ࢽ ࠪٸ۽
ܹۘѦ ݛݤ੬փࢇ ߅ТԂ ଜܹѦݛݤ੬Ѧ ࡉ ࣸࡁଞ 
ܹۘɼ ஐծЕ ˗˕ ଜܹɼ ஐծЕ ˗ࡶ ࢚ ٗչଜࠆ ˗չ
ଜҞ આࠪ ˱࣏࣏ࢽࢇ Ѱ ࢚ ߾ݤѸѦԼ ଜЕ ˃ձ ˱
ଥߞ ଡ
• ߶ۏϢչࠪ ̖ࡱϢչɼ ҬԻ Е ʨࢇ ߅ТԂ ˁࢿϢչձ
ɼएˈ ୪ࢶ ˱࣏࣏ࢽ߾ ࢻ̒ଥߞ 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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