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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리테크 4.
0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한국형

방위고등연구계획국(
DARPA)
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군과 기업,
대학과 연구소를 아우르는 첨단과학 기술 네트워크 조성에 걸맞은 조직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또 인재(
Huma
nRes
our
c
e)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첨단기술 연구개발(
R&D)
을
능숙하게 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다.이 부분에선 이스라엘의 기술 엘리트 부대인
탈피오트가 벤치마킹 대상이다.밀리테크4.
0보고서가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도국가로 우뚝 서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해 본다.

HISTORY
1차 국민보고대회
1997년 10월 | 서울 신라호텔
한국보고서
8차 국민보고대회
2002년 04월 | 서울 신라호텔
정치재창조 보고서
2차 국민보고대회
1998년 03월 |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한국재창조 보고서
9차 국민보고대회
2003년 02월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기업하기 좋은나라 만들기
3차 국민보고대회
1998년12월 | 서울 신라호텔
두뇌강국 보고서 + 신지식인 보고서
10차 국민보고대회
2003년 06월 | 서울 신라호텔
글로벌 TOP10 키우자
4차 국민보고대회
2000년 05월 |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식경영전략 보고서 + 학습혁명 보고서
11차 국민보고대회
2004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우리경제 체질을 바꿉시다 T-시프트
5차 국민보고대회
2001년 04월 |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우먼코리아 보고서
12차 국민보고대회
2005년 03월 |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
Creative Korea - 창조적 국가를 만듭시다
6차 국민보고대회
2001년 05월 | 서울 롯데 호텔
비전2010 한국경제 보고서
13차 국민보고대회
2006년 05월 | COEX 컨벤션
3만달러 한국, 80만 핵심인재를 키웁시다
7차 국민보고대회
2001년 12월 |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
세계초일류대학 조건보고서

14차 국민보고대회
2007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Money Working Korea 금융한국 만듭시다

21차 국민보고대회
2013년 03월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원아시아 도시선언

15차 국민보고대회
2008년 01월 | 서울 신라호텔
Great Korea - 대한强國만듭시다
22차 국민보고대회
2013년 11월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Ocean Initiative - 원아시아 대변혁
16차 국민보고대회
2009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Smart Korea - 위기를 승리로
23차 국민보고대회
2014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디지털 원 코리아 - IoT혁명
17차 국민보고대회
2010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Agrigento Korea - 첨단농업 부국의 길
24차 국민보고대회
2015년 03월 |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18차 국민보고대회
2011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One Asia INFRA Project V 한국경제 역동성 회복의 길

Colorful Africa - 기회의 땅으로
25차 국민보고대회
2016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19차 국민보고대회
2012년 03월 | 서울 신라호텔

매일경제50년 미래경제50년 노바투스 코리아(Novatus Korea)

한류본색 Enjoy K-Culture
26차 국민보고대회
2017월 03월 | 서울 신라호텔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20차 국민보고대회
2012년 09월 | 서울 은행연합회관
다가오는 경제지진

Invincible Korea(안보), D-Checking Korea(경제)

1998
2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1998년 3월 25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
2. 주제: 21세기를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한국재창조보고서(공동기획- 맥킨지)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은 투입 자본·노동 대비 생산성이 미국의 절반 수준
- 가파른 경제성장은 근검·절약을 강요당한 가계 소비 희생으로 발생
- 요소 투입 주도의 외형 성장 일변도로 주식회사 한국의 부실화
- 자본 배분 불균형과 수출 중심 제조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2) 액션플랜

21세기를 위한
생산성 주도
성장 한국재창조
보고서

- 엄격한 토지 관련 법규와 분양가 상한선 규제 완화
- 금융상품과 금리에 대한 규제 완화로 소매 금융 활성화
- 통신 부분 가격 규제 완화
- 전면적 경제 개혁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고용 창출 기대
- 기업 지배구조 개혁 및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즉시 재편
- 글로벌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 통해 선진 경영기법 도입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1998년 4월 외국인 장외채권거래 허용
2. 1998년 4월 증권·채권시장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대폭 완화
3. 1998년 5월 ‘국민의 정부’ 서비스업 규제 완화 정책 마련
4.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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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00년 5월 10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2. 주제: 21세기는 지식경영 시대- ①지식경영 전략 보고서, ②학습혁명 보고서
(공동기획 아서앤더슨코리아, 서울대학교)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MS, 제록스 등 글로벌 리더 기업들 ‘지식’을 21세기 경영패러다임으로 강조
- 국내 기업들 지식경영 실행 저조, 선진국(80점) 대비 한국(65점)은 열악
- 기업 문화 도외시하고 IT만 강조하는 무늬만 지식경영
- 학습과 공유 통한 새로운 지식창출 부족으로 경쟁력 저하
- 주입식 교육, 재정만능주의, 국가 독점관리주의 만연

(2) 액션플랜

21세기는
지식경영 시대 ① 지식경영
전략 보고서
② 학습혁명
보고서

- 교과서 해체 및 자유발행제 정착, 교과서 디지털화
- 교사와 학생에게 교육과정 구성권 일임
- 부실학교 전문기업에 위탁 경영
- 부총리급 평생학습고용부 신설
- 성과 측정과 보상 체계 평가 도입
- 지식 공유 위한 공식적 절차 수립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자본→지식기반 경제 패러다임 기업경영 핵심 어젠다로 제시
2. 2001년 4월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 발표
3. 2001년 교육인적자원부, 초·중 교과서 58종 멀티미디어·디지털화

2000
4차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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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01년 5월 30일, 롯데호텔
2. 주제: 지식 수출 강국 - 비전 2010 한국경제 보고서(공동기획 맥킨지)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IMF 후 재무구조 개선에만 치중,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경쟁력 약화
-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감소
- OECD 고성장 국가의 90년대 성장 견인은 지식집약형 산업(평균 67% 비중)
- 한국은 대부분 산업이 중간 이상 매력도를 보유했음에도 경쟁력 낮아
- 지식이 교역 대상인 된 시대에도 지식집약형 서비스업 분야 경쟁력 미흡

지식 수출
강국 비젼 2010
한국경제 보고서

(2) 액션플랜
-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으로 80조원 투입
- 2004년까지 이자보상비율 200% 미만인 부실기업은 대출 중단
- 정치적·집단적 이익을 포기하고 초당적 파트너십 구축
- 기업과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능력 있고 독립적 이사들로 이사회 재구성
- 한국기업회계기준 외 미국 기준 또는 IAS 기준 도입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
- 대학 라이센스 상업화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03년 3월 산업은행, 부실징후기업 대출 만기연장 제한
2. 2003년 현금흐름표 분기별 의무 공시 등 기업 회계기준 대폭 강화
3. 한국개발연구원(KDI), ‘비전2011보고서’에 고등고시제도 폐지 등 매경 제안 인용

2001
6차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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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8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2002년 4월 3일, 신라호텔
2. 주제: 정치경쟁력을 높이자- 정치재창조 보고서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세계경제포럼(2002년) 국가경쟁력지표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75개국중 52위
-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당파적 이익에 얽매이는 구조
- 경제기획원 폐지와 짧은 장관 재임기간 등으로 국가 미래비전 제시 미흡
- 관료적 중앙당, 동원형 지방당 조직으로 비민주적 정당 운영
- 의원 발의건수 적고 상임위 지원 인력 부족으로 국회의 입법 역할 미미
- 선거 진입장벽 높아 유능한 정치신인 수혈 부족

정치경쟁력을
높이자 정치재창조
보고서

(2) 액션플랜
- 대통령 당적포기
- 대통령 직속 미래전략기획원 설립 통해 국가 과제 수립과 실천 감사
- 검찰·국세청·감사원·국정원 등 인사와 업무 독립성 확보해 권력기관 중립화
- 능력 없는 의원 퇴출 및 공천권 독점 폐지
- 국회판 KDI 설치해 입법 인프라 확충
- 대통령·여야 대표가 상임이사로 참여해 국정과제 합의하는 ‘G10 이사회’ 설치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03년 1월 인수위, 국민참여형 정책정당 실현 및 정치실명제 도입 제안
2. 200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 신설
3. 인수위, 대통령·국회의장·여야 정당지도자 협의토론체 '전국정상회의(가칭)' 정례화 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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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2003년 6월 26일, 신라호텔
2. 주제: 글로벌 TOP10 키우자(공동기획- 보스턴 컨설팅그룹)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1인당 GDP 1만달러 트랩에 빠진 한국경제
- 늘어나지 않는 기업 투자, GDP 대비 설비투자는 5년 평균 10.9%
- 제조업 성장 배제한 서비스업 주도 경제 성장은 ‘독’
- 글로벌 산업별 매출 탑티어 기업 중 자본비용 초과 고수익 10위권 기업 1개 불과
- 미국이 125개로 1위인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 1개에 불과
- 글로벌 톱10기업 7개 있어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가능

글로벌
TOP10
키우자

(2) 액션플랜
- 가치 창출하는 C-커브 전략(비용구조 개선·선별적 투자)
- Up 마켓 공략(브랜드 가치·R&D·마케팅 등 보이지 않는 자산가치 투자)
- 글로벌 톱10 후보 기업,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와 구조조정 필요
- 기업오너의 COO가 아닌 CEO로서의 책임 강화
- 톱10 정부가 톱10 기업 만든다.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국내 기업 CEO 권한 및 책임 확대 문화 조성에 기여
2. 주주가치 제고는 최근 배당확대 등 정부·기업 경영 화두로 부상
3. 기업구조조정 후 2005년 한국 1000대 기업 영업익 전년비 3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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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2005년 3월 24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
2. 주제: Creative Korea 창조적 국가를 만듭시다(공동기획- AT커니)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은 1개 우위(일본 11개, 중국 5개)
- 한국 기업 업무방식·수직적 의사소통 구조가 창조성 떨어뜨려
- 부문장 등 책임자만 살아남는 조직과 순혈주의 인사 정책 여전
- 취약한 보상시스템 구조는 창의 동기 부여 저해
- 창조성 지수 0.5포인트 올리면 기업 매출액 2배 이상 성장

Creative Korea
창조적 국가를
만듭시다

(2) 액션플랜
- CEO의 커뮤니케이션 확대
- 장(長)과 전문가가 공존하는 조직
- 외부 인재가 안착할 수 있는 문화 조성
- 한국형 마이너리티 리포트 제도
- 성과급 대폭 확대
- 규제·개발독재형에서 후원자형 정부로
- 감사원 직무감찰제도 개선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05년 감사원, ‘처벌’ 위주에서 ‘대안 제시’ 위주 감사로 전환
2. 2007년 금융사 간 인수합병(M&A) 시 세제 혜택 제공
3. 2007년 영화 등 지식기반 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4. 2015년 금융위원회, 시장활성화 위한 벤처기업 M&A 세제 혜택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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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07년 3월 21일, 신라호텔
2. 주제: 머니 워킹 코리아- 금융한국 만듭시다(공동기획- 금융연구원, 보스턴컨설팅)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영국 캐너리워프 규제파괴로 GDP에서 금융산업 비중 30%
- 전세계 61개국 중 금융서비스 52위, 기관 투명성 47위
- 국내시장(97%)에 국한된 은행 수익구조. 해외은행은 68%
- 글로벌 금융 플레이어 부재, 국내 고수익 금융사업 외국계 회사 독차지
- 한국 금융산업, 매년 1.33%포인트 추가 성장시 5년 후 GDP 비중 30% 도달

머니 워킹
코리아 금융한국
만듭시다

(2) 액션플랜
- 금융감독 고위직 외국인 영입
- 금융산업의 메기 육성(대형증권사 통합·연기금 집행과 운용 분리 등)
- 연기금 활용한 주식시장 투자 확대
- 리디노미네이션(화폐 액면단위 변경) 실시
- 송도를 금융자유도시로 육성
- 사이버 화폐 시장 육성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00년대 중반 10%대였던 국민연금 주식투자 비중→2015년 30%대로 확대
2. 2015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 분리 및 공사화 방안 논의 활발
3. 2015년 미래에셋증권, 대우증권 인수해 국내 금융투자업계 최대 ‘메기’로 부상

2007
14차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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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09년 3월 18일, 신라호텔
2. 주제: SMART KOREA, 위기를 승리로(공동기획- AT커니)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각국 실업증가, 내수침체, 금융경색 삼중고
- 세계경제는 새의 부러진 날개와 같은 '브로큰 윙(Broken Wing)' 상황
- 정부정책효율성, 노사관계성숙도, 경제입법경쟁력, 대외경제협력능력, 금융경쟁력 등에서
10년전 비해 개선 미흡

SMART
KOREA,
위기를 승리로

(2) 액션플랜
1. 스마트 정부
- 행정중심복합도시, R&D단지·신재생에너지단지 등 '그린 메카'로 조성
- 한남-수원 지하고속도로 건설로 경기부양 및 교통혼잡 비용 절감
- 미분양아파트 30만 가구 정부가 매입 지원
- 서울 명동을 외국인 소비세 환급지역으로 지정
- 종합부동산세·중소기업 상속·증여세 폐지, 소비장려세 도입
2. 스마트 금융
- 공적자금 선제적 투입으로 은행 구조조정
- 미국, 일본, 유럽 등과 통화스왑 규모 확대
- 리디노미네이션 시행 검토
3. 스마트 사회적 자본
- 비정규직법 폐지
- 지방선거 연기 및 행정구역 개편
-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
- 첨단농업, 유통기능 갖춘 아그로뉴타운 100개 육성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09년 ‘미분양 아파트 해소방안’으로 리츠·펀드 설립해 미분양 주택 할인 매입 시행
2. 2011년 10월 외환 유동성 위기 막기 위해 한일 통화스왑 700억달러로 확대
3. 2015년 7월 새만금-포항 ‘동서통합도로’ 착공

2009
16차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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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8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2011년 3월 24일, 신라호텔
2. 주제: Colorful Africa(공동기획- 포스코경영연구소)

Colorful Africa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아프리카는 인구 10억명, 석유매장량 전 세계 9.5%, 광물자원 30% 보유
- 이미 중국, 미국, 일본, 유럽 등 원조 외교로 주도권 경쟁 치열
- 규모 작고 효율성 떨어지는 한국의 원조 외교
- 아프리카 48개국 중 한국대사관 14곳, 원조규모는 OECD 평균 1/13

(2) 액션플랜
- 정상외교 상설화, 대사관 및 무역관 증설
- 평화유지군 참여, 직항로 개설
- 아프리카 경제연구원 설립, 컨트롤타워 설치
- 도서관 1000개 지원, 한국형 풀브라이트 장학재단 건립
- 가나 석유화학단지 조성 및 전자정부 구축
- 적도기니 경제개발 실행계획 마련 지원
- 거점국가에 금융관 파견
- 1조원 아프리카시장개척기금 및 100억달러 아프리카인프라펀드 조성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정부·기업, 대(對) 아프리카 경제·문화 교류 확대 필요성 설파
2. 2011년 KOTRA, 에티오피아·가나 등 아프리카 3개 지역에 무역관 신설
3. 2012년 6월 국내 항공사 아프리카 직항로 첫 개설
4. 2011년부터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중고교 수준 직업기술 교육 지원하는
‘BEAR(Better Education for Africa Rise)'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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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0차 국민보고대회

1. 일시 및 장소: 2012년 9월 20일, 은행연합회관
2. 주제: 다가오는 경제지진
3. 현황 및 액션플랜

다가오는
경제지진

(1) 현황 및 문제점
- 장기적 저성장으로 서브3(경제성장률 3% 미만) 시대 도래
-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 임박
-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부실대출 규모 확대로 중산층 붕괴 위험
- 수출과 소비 동시에 위축, 대형주에 무게 쏠린 주식시장

(2) 액션플랜
- 18만 가구 취약계층 선별적 구제
- 182만 다중채무자 종합자활 프로그램 마련
- 전문 하우스뱅크 설립해 하우스푸어 문제 해결
- 기존 1가구1주택 패러다임 쇄신, 영구적 취득세 인하, 수도권 진입규제 폐기
- 건폐율·층수제한 대폭 완화
-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내수 진작
- 영리병원 허용으로 21만개 일자리 창출
- 순환출자 해소비용으로 24만개 일자리 창출
- 영종도와 새만금에 관광특구 특별법 적용
- 규제 전봇대 뽑는 국민감시단 출범
- 민관정 참여 비상국정위원회 발족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13년 3월 가계부채 대책으로 국민행복기금 설립
2. 2013년 서울시, 여의도·잠실 등 5개 지구 재건축 층수 기준 완화
3. 2013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대체휴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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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13년 11월 28일, 롯데호텔
2. 주제: 원아시아 대변혁 오션이니셔티브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한반도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해양경제 주도권 전쟁 치열
- 중국 해양경제 육성시범구 지정, 러시아 ‘동시베리아개발 프로젝트’ 추진
- 상하이·블라디보스토크·도쿄 등 해당 지역 GDP 5조8000억달러
- 한국은 동북아 중심지 입지 못 살려 해양경쟁에서 낙오
- 100여개 넘는 국정과제 중 해양발전 과제 없어

원아시아
대변혁
오션이니셔티브

(2) 액션플랜
- 육상·해상·항공의 물류 3합
- 랜드마크 역할 가능한 크루즈시티 건설해 일자리 3만개 창출
- 해양 관광의 핵심인 크루즈 모항 및 크루즈 터미널 건설
- 부산-목포로 이어지는 초대형 항만도시군 구축
- 한·중·일·러 해양 경제특구 추진
- 동북아 4개국 ‘4+4 오션그룹 협의체’ 발족으로 공동발전 모색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용역 의뢰해 시정에 반영
2. 부산시, 오션이니셔티브 제안으로 가덕도 신공항 유치 근거 마련
3. 지역 균형발전과 미개척 분야인 해양 산업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제언으로
정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호평

2013
22차 국민보고대회

VISION KOREA NATIONAL CONFERENCE

27

1. 일시 및 장소: 2015년 3월 19일, 롯데호텔
2. 주제: 원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V(공동기획-아시아개발은행(ADB))
3. 현황 및 액션플랜
(1) 현황 및 문제점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0년까지 아시아인프라 수요 8조2000억 달러 전망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으로 '원아시아' 가속화
- 주식·채권보다 높은 수익률 가진 인프라사업은 저성장과 일자리 문제 해법
- 중국, 일본 등에 밀려 인프라 비전 및 전략 없는 대한민국
- 4대강 트라우마와 부족한 금융역량, 국가적 파이낸싱 모델 미흡

원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V

(2) 액션플랜
- 아세안을 거점으로 아시아 인프라 양대 시장 중국·인도로 뻗어나가는 'V라인' 구축
1. V라인 서쪽(아세안~인도) 공략 코리아 패키지
- 구미 울산 송도 모델로 맞춤형 스마트시티 수출
- 인도 동쪽에 '부산형 메갈로폴리스' 구축
- 한국형 수자원 플랫폼으로 메콩강 공략
- 인천공항 패키지를 인도 델리에 수출
2. V라인 동쪽(아세안~동북) 공략 코리아 패키지
- 남북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동시 가입
- 한반도 고속철도로 서울~베이징 1일 생활권 구축
- 한중일 모바일 원아시아 인프라 실현
- 문화수도 구축으로 '아시아 르네상스' 실현

4. 정책반영 및 파급효과
1. 2015년 3월26일 한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2. 2015년 11월 기획재정부, 기업·금융 진출 종합 지원 ‘코리아패키지’ 발표

2015
24차 국민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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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23일(목), 신라호텔
2. 주제: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Invincible Korea(안보), D-Checking Korea(경제))

격동의 동북아
한국 생존의 길

3. 개요 및 액션플랜
• 국가안보보고서
(1) 개요
-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국방 외교 통일 등 각 부문별로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

(2) 액션플랜
-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핵 잠재력 확보
- 선제타격 첨단무기 확충
- 5중 방어체계로 난공불락 방패망 구축
- 군을 북핵 억제체제로 전면 개편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랜드 크로스'외교전략
- 'Total-Korea'로 외교력 총결집
- 지정학 위기를, 지경학(地經學)으로 극복
- 대선후보 안보 공통공약 수립

• 제2한국보고서
(1) 개요
- TEE + D 을 통한 성장 제고, 공동체 복원
- T(Trust:신뢰), E(Economic Freedom:경제적 자유), E(Entrepreneurship: 기업가 정신),
D(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대개조)

(2) 5대 과제
- Plan D : 기반 기술별로 민관파트너십, 인프라기반 확대, 시장 활성화, 글로벌화 전략 필요
- New Collar: 일자리가 아닌 새로운 직업의 창조, D랭귀지(영어, 코딩) 교육 강화
- Potential Up :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 한국판 SCORE 구축, 국민연금 스타트업 투자 확대
- Zero Rent Seeking: 법원, 검찰, 재벌, 정치, 공무원, 노동계, 시민단체 기득권 타파
- New Social Contract: 성장 제고와 사회안전망 구축, 자유개방 확대와 책임 강화,
플랫폼 구축과 기업가 정신 고양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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