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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 경쟁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경쟁력

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4개의 진술문을 기존의 문헌과 연구논문 등에서 추출하였다. 진

술문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된 연구와

경험을 가진 40명의 교수, 연구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소는 거버넌스, 지방행정, 주민자치의 관점에

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를 최종적으로 확정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자의 주관적 관점에 따라 지방정부의 경쟁력

의 구성요소가 다소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추출된 관점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라는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방

행정 중시형이라는 것은 향후 지속될 연구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합의된 진술문은 요소

들의 추출과 요소간의 가중치를 구상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크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무작위추출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진

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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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글로벌화를 선도하였던 선진국들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간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 다차원의 성격을 띤 글로벌 스탠다드는 규제완화라는 

제도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때로는 선진국의 정책과 관행이 후진국에게는 글로벌 스탠다

드와 같이 작용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방화이다.

선진국들은 규제완화의 차원에서 민영화와 지방화를 추진하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일

본 등이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발전도상 국가들은 선진국이 요구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

립과 변화되는 국가의 역할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화를 추진하여 왔다. 종종 국제기구들로

부터 지방화가 요구되기도 한다. 유엔개발기구나 유럽통합은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좋은 

거버넌스(Good local governance)의 구축이나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의 제고를 제시

하였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화가 추진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07; 

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2007; 김순은, 2009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2010; Rothstein, 2011). 지방화의 결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되고 기능이 확대되

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나라도 1990년 이후 글로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각 방면에 

걸친 규제완화를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의 수립을 강구하였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지방

분권 개혁을 통하여 지방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방화는 한편으로는 글로벌화가 지향

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이라는 측면과 한편으로는 국가의 역할변화로부터 발생하는 

지방정부의 역할강화라는 측면을 내포하는 정치적 현상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글로벌화

와 지방화는 패키지로 사용되고 있다(김순은, 2009a). 글로벌화와 지방화가 초래한 사회현상

이 경쟁이다. 글로벌 시대의 모든 행위주체는 경쟁력 강화에 진력하고 있다. 무역 및 금융 

등 경제현장에 있는 경제주체는 물론 국가와 도시도 경쟁력의 강화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Jacquemin and Pench, 1997). 국가와 도시는 마치 에스커레이터(Escalator)와 같아서 

국가와 도시의 경쟁력이 높으면 속도가 높은 에스커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이 해당 국

가와 도시의 기업 및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에스커레이터에 비유할 수 있는 국가의 경쟁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

한 함수관계에 있다(山口 외2, 2003).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

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구성

하는 요인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나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개념이나 이에 따른 결

정요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government efficienc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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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iveness), 국가의 역량(state capacity),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 등 다양한 이론과 용어가 이를 대변하고 있다(Adsera et al., 2003; Shen, 

2004; Rothstein, 2011).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논의한 연구는 많

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Q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Ⅱ. 지방정부의 경쟁력 개념

1. 지방정부 경쟁력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

는 지방화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차지하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배가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정부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경주하고 있으며, 

또 강요받고 있다(OECD, 2004: UNDP,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으로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의 정책도구에 불고하였다. 그러나 지방

자치가 재개되면서 학문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 중의 하나가 지방정부

의 경쟁력이라는 용어가 되었다. 학회의 대주제(한국지방자치학회제주지회, 1997; 대한지방

자치학회, 2009), 지방정부 소재 각종 연구원의 세미나(제주발전연구원, 1997) 및 정책포럼 

등의 대주제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제시되었다. 2008년 대전의 지역정책포럼에서 “경쟁력 

갖춘 지방정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대전일보, 2008).

국내･외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논문도 다수 발표되었다. 지방정

부의 경쟁력을 광역자치단체의 역량강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연구(조성호 외1, 2010), 지방정

부의 경쟁력을 성과창출에서 찾은 연구(한부영 외3, 2010; Rothstein, 2011), 지방정부의 경쟁

력을 사회자본에서 찾은 연구(주용환 외1, 2009; 박희봉, 2005), 지역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

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연구한 논문(김정렬, 1997), 자치역량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

력을 연구한 논문(하혜수, 2009) 들이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대한 

합의된 개념이 없는 듯하다. 1997년 한국지방자치학회제주지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개최한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국제자유도시, 외국인투자, 민관협력체제에서 구하고 있

다.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 보는 논문들(조성호 외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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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수, 2009; Greene et al., 2007)에서는 행정체제의 확대와 계층제의 변화에 초점을 두었

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서 행정구역의 개혁이 지방의 역량강화와 국

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와 동일하다. 성과창출의 지방정부 경쟁력을 분석한 논

문은 조직, 인사, 예산 및 관리시스템의 요인들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한부영 외3, 2010). 지방정부의 경쟁력 또는 지방정부의 질이 지역주민의 웰빙에 중요한 요

인이 된다(Rothstein, 2011). 사회자본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분석한 논문에서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생산성, 내부 정치적 효능감, 외부 정치

적 효능감에 영향을 미쳐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박희봉, 2005; 

Knack, 2002). 지역산업정책을 촉진하는 지방정부는 무엇보다 산업정책과 관련된 권한을 강

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김정렬, 1997). 상기의 논의들을 요약하면 지방정부의 경쟁력

이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와 합의가 없는 실정

이다. 반면 도시의 경쟁력에 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다음 절에서 도시

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경쟁력과의 관계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도시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1) 도시 경쟁력

도시 경쟁력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도시 경쟁력을 

곧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도시 경쟁력이라는 개념을 부인한 학자도 있지만(Krugman, 

1996) 그 개념은 일찍부터 논의되었다(Porter, 1998; European Commission, 1999, 2004; 

Webster and Muller, 2000; Shen, 2004; Kresl, 2007). 경쟁력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국

제무역이론의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은 물론(Porter, 1998), 도시 경쟁력의 조작적 개념

을 제시한 연구가 발표되었다(European Union, 2004). 도시경제의 전략적 성패를 경쟁력의 

개념에서 구하기도 하였으며(Kresl, 2007), 지방정부의 성과는 도시 경쟁력과 함수관계에 있

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Webster and Muller, 2000). Webster 와 Muller(2000)는 경제구조, 지

리적 여건과 자원, 인적자원 및 제도적 여건을 기준으로 도시 경쟁력을 평가하였다. 혹자는 

도시 경쟁력을 경제적 경쟁력, 사회적 경쟁력, 환경적 경쟁력으로 대분하여 평가하기도 하

였으며(Bruneckiene at al., 2010) 투자환경이라는 단일 지표부문을 사용하여 중국의 23개 도

시를 평가하기도 하였다(Dollar at al., 2003). 인적자원, 기업자원, 산출(output), 성과 부문에 

걸쳐, 경제활동률, 첨단산업 비율, 부문별 강점, 1인당 GDP, 실업률 그리고 소득을 지표로 

도시 경쟁력이 평가되기도 하였다(Cooke, 2004). 

해외의 유명 연구소와 포럼들이 세계 도시들의 경쟁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중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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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과학원은 세계 도시들의 경쟁력과 중국 도시들의 경쟁력을 측정하여 발표하고 있다(대외

경제정책연구원, 2009, pp. 1-2). 일본의 도시전략연구소도 세계 주요도시를 중심으로 글로벌 

도시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세계도시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Mori 

Memorial Foundation, 2011). 모리재단 소속의 도시전략연구소는 주요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경제, R&D, 문화교류, 생동성, 환경, 접근성의 영역에 69개 지표를 활용하여 세계도시의 경

쟁력을 평가하고 이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화와 지방화에 의한 기업 간, 도시 간 경쟁력이 강조됨에 따라 1990년

대 이후 도시의 경쟁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의 

국제경쟁력 진단 및 제고방안을 위하여 평가모델을 작성하면서, 도시의 경쟁력은 국제무역 

및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도시여건, 국가 경제자치의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요소, 서울에서 

활동하는 기업 또는 산업의 국제경쟁력, 국제무역 협정상의 준수조건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모델을 정립하였다(서울21세기연구센터, 1995). 

우리나라 10만 이상의 도시 44개를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국토개발

연구원은 도시 경쟁력이 사회･문화적 기반 측정변수, 경제기반 측정변수, 물리적 기반 측정

변수, 시민역량 측정변수, 기업역량 측정변수, 행･재정측정변수, 자연환경 측정변수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유재윤 외1, 1996). 국내도시들과 외국의 도시들간의 경쟁력

을 비교하는 연구도 발표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도시 경쟁력 구조를 경제여건, 삶의 질, 

시민의식으로 구분하고 도시 경쟁력 평가의 비교변수를 경제수준, 경영환경, 국제화, 도시기

반,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도시안전, 문화여가, 시민의식으로 세분화하였다(김현주 외4, 

1997). 국토개발연구원은 국내 대도시의 국제화를 위하여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투자환경에 

근거한 투자역량, 도시의 지적자원과 학습환경에 기초한 학습역량, 도시의 물적 자원과 생

활환경에 근거하는 물적역량, 도시의 사회통합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회통합관리역량 등의 

요소를 강조하였다(김원배 외4, 1998).

국토해양부는 2005년부터 매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시를 평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실시하는 평가사업은 특화도시부문과 선도사례부문으로 대분되고 전자는 다

시 기본영역과 특화부문으로 대분된다. 기본영역에는 정주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있고 특

화부문에는 활력도시, 문화도시, 푸른도시, 녹색교통도시, 안전건강도시, 교육과학도시가 있

다. 선도사례부문은 도시재생,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해양도시로 나뉘어 평가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국토해양부는 도시경쟁력의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다. 평가지표는 

삶터 12개, 일터 10개, 놀터 11개, 쉼터 12개의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07). 산

업정책연구원(Institute of Industrial Policy Studies)은 2005년 이후 주요 80개 도시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산업정책연구원, 2011). 그 외 광역지방정부의 산하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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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역 내의 도시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대전발전연구원, 2007; 경기

개발연구원, 2008; 서울특별시, 2009; 대구경북연구원, 2009; 전남발전연구원, 2010).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하면 산업정책연구원은 도시의 현재 경쟁력지수와 도시의 미래 경

쟁력 지수를 측정하였다. 전자는 크게 지역소득, 지역산업, 해외교역, 삷의 질 등 도시성과

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소득은 주민소득수준을, 지역산업은 광공업 부가가치 발생액, 사업체

의 수, 산업용 전략사용량, 산업용 전력사용 증가량을, 해외교역은 해외수출액, 해외수출 증

가율, 해외수입액, 해외수입 증가율을 지수로 사용하였고, 삶의 질은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

하였다(조동성 외1, 2009). 도시의 미래 경쟁력지수는 크게 주체부문, 환경부문, 자원부문, 

매카니즘부문으로 대분하고 주체부문은 다시 지역주민, 기업, 지방의회, 지방정부로, 환경부

문은 지역경제기반, 기초생활여건, 교육･문화여건으로, 자원부문은 부존자원, 재정자원, 근로

자, 기업가, 전문가로, 매카니즘부문은 협력체계, 정부정책으로 대분하여 분석하였다(조동성 

외1, 2009). 

2) 도시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정치･행정학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도시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Shen, 2004; 

조동성 외1, 2009).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고 지방 

및 도시의 경쟁력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다양한 요소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본 절

에서의 논의는 도시 경쟁력과 지방정부 경쟁력과의 관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간의 관

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분석한 논의가 없지만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은 분명하다(Adsera 

et al., 2003; 김원배 외, 1998; Jusoh and Rashid, 2008; Rothstein, 2011). 지방정부는 헌법 또

는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주민과 행정구역 내에서 특정한 역할과 기능이 부여된 정책의 형

성주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는 비영리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

부는 사회적 인프라의 제공과 관리, 지하철, 버스, 버스 터미널 등 교통의 관리, 시장 등 유

통의 관리, 상업 및 경제특구의 지정, 도시계획 및 재난관리 등의 행정, 중･장기적인 도시 

구조개혁 등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정부는 특별기업지구 등의 지정

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기도 한다(Shen, 2004; Zhang, 2008). 

그러나,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도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양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

려운 과제이다(Shen, 2004; Harris, 2007).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도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만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 경쟁력이라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개념보다는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 2006년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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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블룸버그 시장이 뉴욕시의 재창조를 위하여 보여준 리더십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방정

부의 경쟁력이 지방정부의 질(Quality of government)로 정의되기도 한다(Treisman, 2000; 

Knack, 2002; Adsera et al., 2003; Rothstein, 2011).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분권(Teisman, 

2000),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사회자본(Knack, 200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와 정보력 및 지

방정부의 경쟁력(Adsera et al., 2003), 인지적 민주주의와 지방정부의 경쟁력(Rothstein, 2011) 

등이 논의되었다. 

우리나라의 도시 경쟁력을 평가한 연구 중에서도 도시 경쟁력 지표로서 지방정부의 경쟁

력을 포함시킨 것들이 있다(윤태범, 1995; 유재윤 외1, 1996; 김현주 외4, 1997; 김원배 외4, 

1998; 김철홍, 1999; 이기헌, 1998; 대전발전연구원, 2007; 경기개발연구원, 2008; 대구경북연

구원, 2009: 조동성 외1, 2009). 그런데 이러한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

소를 극히 단순화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윤태범(1995)의 연구에서는 일괄행정(One-stop 

services) 및 Non-stop service 제고를 도시 경쟁력에 기여하는 지방정부의 요소로 예시하였다. 

행･재정 측정변수(유재윤 외1, 1996), 도시의 사회통합 및 관리를 수행하는 사회통합 관리역

량(김원배 외4, 1998), 과정의 요인으로서 행정운용효율과 재정운용효율(김철홍, 1999), 도시 

내부의 경영활동 효율지표(이기헌, 1998), 재정자립도(대전발전연구원, 2007), 거버넌스(경기

개발연구원, 2008), 도시 주체역량으로 시민역량과 도시의 행/재정(대구경북연구원, 2009)이 

도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로 제시되기도 한다. 비교적 상세한 

요인을 예시한 연구도 있다. 조동성 외1(2009)의 연구는 도시의 미래 경쟁력 지수로서 주체

를 설정하고, 주체를 지역주민, 기업, 지방의회, 지방정부로 세분하였다. 지역주민의 부문에

서는 주민의 질서의식, 주민의 참여의식을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기업 부문에서는 기업의 경

영정보화,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지표로 활용하였다. 지방의회 부문에

서는 의회의 활성화, 의회의 전문화, 정치가의 청렴도를 지표로 활용하였으며 지방정부 부

문에서는 주민의견수렴,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성, 민원서비스 품질, 공무원의 역량, 공무

원의 전문성, 공무원의 청렴도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상기에서 논의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 및 지수는 객관적 조작화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Q 진술문의 출처로 활용되었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의 차이점은 기존의 연구가 제시한 지수와 지표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단순

화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측정 가능한 지표 및 지수를 선별한다는 점에 착안된 것으로 사료

되지만 이론적으로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있어

서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34개의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Q 진술문으로 본 연

구는 기존의 연구와 비교할 때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포괄적으로 논

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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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소와 Q 진술문

1.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소

지방정부는 지방정책 및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도시의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도시의 외부경제성을 제고하거나 부(-)의 외부경제성을 축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에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나 지식의 공유, 다양한 이익조정의 활성화 등이 해당

되며 후자에는 교통혼잡, 공해 등의 억제 등이 포함된다. 

바꾸어 표현하면 지방정부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도시의 경쟁력에 기여한다. 첫째, 지방

정부는 교통, 주택, 상/하수도, 문화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교통,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은 지역경제의 발전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의 측면은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의 제고에 기여

한다. 교육, 건강, 안전, 주택, 사회적 안전망 등의 공공 서비스의 제고를 통하여 도시의 경

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의 측면은 도시 내에서 기업의 생산비용을 축소시켜 주는 일이

다. 규제완화, 특구의 신설 등을 통한 도시의 경쟁력으로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

로써 새로운 기업의 창출과 기존 기업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

방정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

다. 필자는 지방정부 경쟁력에 미치는 요인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관점의 분석으로 대

분하여 논의하였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

적 요인에 관한 것이며 미시적 관점에서의 논의는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집행부

의 행정 즉 지방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것이다.

1) 거시적 관점의 논의

거시적 관점에서의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지방정부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인 요인을 의미한다. 지방정부의 정치와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서 지역 민주

주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정부간 관계, 사회자본 및 주민참여가 여기에 속한다(La 

Porta et al., 1999; Treisman, 2000; Knack, 2002; 박희봉, 2005; Rothstein, 2011; 김순은, 

2009b, 2011). 

(1)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지난 반세기에 걸쳐 많은 국가가 민주

주의의 체제구축에 성공하였다(Teorell, 2010). 현재 민주주의가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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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가치로서 지방자치를 통하여 발전한다는 주장에 따르면 지역 민주주의(Local 

democracy)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다(De Tocqueville, 

1835; Held, 1987; Rothstein, 2011). 왜냐하면 지역 민주주의는 전제와 독단 및 부패를 대비

한 안전망이기 때문이다(Stoker, 1996).

민주주의는 매우 다양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절차적인 대의 민주주의에 치중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과 참여의 공평성(political impartiality)이 핵심적 사항이다(Dahl, 1989). 참여의 공평

성과 정치적 평등을 실현시키는 기본적인 제도가 선거제도이다.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타당

성이 일차적으로 대의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이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국제간에 비교할 때 

지방선거의 유무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Rothstein, 2011). 역사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민주주의의 체제가 기타의 체제보

다 인간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인간의 기

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관점에서 민주적인 인도가 전체주의적인 중국에 비하여 열등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절차적 민주주의 이외에 지적 민주주

의(Epistemic democracy)의 요소도 포함되어야 한다(Rothstein, 2011). 지적 민주주의란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가 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여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선거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좋은 후보자를 선택하면 

지방정부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선거를 통한 대표자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절차적 민주주의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입증된 지식과 과학에 기초하여 올바

른 결정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적 민주주의는 결과지향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웰빙을 제

고하는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견의 경청, 지방정부 책임성의 제고, 부

패의 방지, 법치주의의 실시, 지방정부의 효율성 제고, 실적주의에 기초한 공직 임용 등이 

제시되었다(Rothstein, 2011). 실적주의에 대한 요구는 직업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무직 공무

원에게도 적용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요한 특징이다. 선거의 입후보자 가운데에

서도 과거의 우수한 실적을 가진 후보자를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부간 관계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1980

년대 이후 개시된 지방분권 개혁의 초점이 중앙정부의 제도적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였다는 점은 영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지

방분권 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다(西尾, 1999; Department of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1998; 김순은, 20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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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관계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중앙권한의 이양, 재원의 이양, 지방정부의 

규모와 계층제 등 행정체제의 개혁 등과 관련되어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에는 입법권, 행정

권의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등이 논의되어 왔으며 중앙재원의 이양을 위한 

재정분권은 지방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이와 더불어 지방

정부의 규모와 계층제와 관련해서는 지역주의 정부의 수립여부, 단층제 논의, 광역시의 자

치구 존립여부 등이 심층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김순은, 2010a, 2011b).

(3) 사회자본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이 생성된 이후(Putnam et al., 1993) 사회자본은 정치, 

사회, 경제분야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Knack, 2002; 박희

봉, 2005; 송경재, 2008a, 2008b; 최기조, 2011). 사회자본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

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네트워크의 내부간 또는 사회 네트워크간의 연결을 지칭하는 개념으

로서 사회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다양한 형태의 물적 및 심적, 제도적 및 

관행적 요소를 통칭하고 있다. 사회자본은 사회적 성과를 제고시키는 네트워크와 목표 등의 

공통인식 및 신뢰관계 등의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Putnam, 2000). 사회자본과 주민참여의 관계에서 보면 행정주체와 주민과의 신뢰관계, 주민

집단의 통합성, 주민간의 신뢰성, 주민간의 연대성 등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주민 개인 및 

주민집단적 요인이 개별적, 또는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민개인들은 주민조직 또는 

NPO를 통하여 개인간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주민조직 즉 NPO의 활동범위와 수준이 

사회자본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구성원 상호간에 공유된 지식, 이해, 규범, 규율, 구성원간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기대

감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자본은 정부에 대한 신뢰감(Brehm and Rahn, 1997), 선거투

표에의 참여(Knack, 1992), 보건서비스의 증진(Kawachi et al., 1997), 행복추구(Helliwell, 

2001), 투자와 성장(Knack and Keefer, 1997)과 경제성과(Dasgupta, 2002)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사회자본은 지방정부의 경쟁력과도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사회자본

은 시민참여와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박희

봉, 2006; 송경재, 2008a, 2008b).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3년부터 여타의 지방정부에 앞서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주민단체의 활발한 활동으로 시민참여에 대한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던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관계에 기초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안성민 외1, 2010). 향후 지적 민주주의의 요소가 지역에서 차별성을 보이면 사회자본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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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도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네트워크, 협동규범, 상호간의 신뢰 등이 중요한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요인이다(Knack, 2002). 지방정부의 레벨에서는 주민상호간의 신뢰, 주민상호간의 

협동규범 등이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안성호, 2004; 정기환 외1, 

2004). 우리나라에 있어서 주민상호간의 신뢰와 주민상호간의 협동규범 등 사회자본이 잘 

형성된 지역은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의 주민자치

는 매우 초보단계에 있다(소진광 외3, 2011). 주민자치의 활성화는 곧 지방정부의 경쟁력으

로 이어질 수 있다. 

(4) 주민참여와 지방정부의 경쟁력

일찍부터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었다. 이제까지 논의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론,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참여를 

촉구하는 정책결정 보조론, 대의 민주주의를 갈음하는 대의 민주주의의 대체론,  최근에는 

소외된 시민들에게 권한을 재배분하는 주민참여에 의한 권한배분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김

순은, 2011c). 이와 같은 주민참여론의 발전은 주민참여가 실질적인 참여를 지향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의 형태와 질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주민참

여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이 미미한 실질적 비참가, 형식적 참가를 거쳐 실

질적 참가로 발전하고 있다(Arnstein, 1969; 世古, 2009).

주민참여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통하여 지방정부 경쟁력의 구축에 기여한다. 첫 번째가 상

기에서 논의한 사회자본의 형성기능이다. 주민 또는 주민조직의 두 번째의 기능은 공공서비

스를 공급하는 것이다. 비록 주민조직의 행정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도 있는 것이 사

실이다(後, 2009).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와 시장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생산하

고 제공하였으나 점차 제3섹터인 주민이나 주민조직이 공공 서비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되

었다. 정부는 심각한 재정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신공공관리론적(New 

Public Management) 처방을 수용하였다. 특히 신공공성 개념의 등장으로 시장도 정부도 아

닌 NPO가 서비스의 제공주체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 번째의 기능은 정책과정의 참여이다. 

종전의 주민은 주로 정책의 대상집단(Target group)이었으나 이제는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

정에 참여하는 정책당사자로 발전하였다. 종전에는 주로 특정이익을 옹호하는 이익집단이 

정책과정의 중요한 당사자였으나(Barbour and Wright, 2009) 공공이익을 대표하는 다양한 형

태의 주민조직 즉 NPO가 정책의 주요한 당사자가 되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는 로컬 거버넌스의 질 또는 좋은 거버넌스의 구축에 중요한 요인이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결국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로컬 거버넌스의 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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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좋은 로컬 거버넌스가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책임성이라는 토대 위에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김순은, 2011c; Ivanyna and Shah, 2010) 지방정부는 이익집단보다는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여야 하며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주민참여이다. 일반적으로 주민의 소

리는 NPO가 대변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NPO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주민참

여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2) 미시적 관점의 논의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

의 경쟁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1) 지방의회의 경쟁력

지방의회의 경쟁력은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행태적인 요인으로 대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지방의회의 모형, 지방의회의 선거제도, 지방의회의 운영제도 등이 중

요한 이슈이다. 지방의회의 모형이 명예직과 상근 유급직 중 어느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이슈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상근 유급직으로 

전환하는 추세가 강하며 아직도 유럽에서는 명예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근 

유급직에 가까운 제도라고 보인다. 지방의원의 정수는 지방의회의 모형에 따라 결정된다(김

순은, 2011d; 박영강, 2011). 

지방의회의 선거제도는 주로 정당공천의 여부와 선거구제 및 선출방식으로 대분하여 논

의된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이 지역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가 논란의 핵심

이다.영국에서는 정당공천이 일반적이며 미국에서는 정당표시금지제도가 대세를 이룬다. 우

리나라에서는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공천의 배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김순은, 

2011d; 박영강, 2011; 김재왕, 2009). 지방의원의 선거구제도와 선출방식도 지방의회의 활동

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선거제도 가운데 선거구제도와 선출방식은 의석배분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Taagepera and Shugart, 1989; 황아란, 2007). 소선

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왔으며 여기에 비례대표제

도가 병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도 있다. 선출방식도 단기 이양식 투표방식, 단기 비이양식 

투표 등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황아란, 2007). 지방의원들은 그동안 선수가 높아질수

록 고유한 의정활동보다는 의회의 간부직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런 점에 착안하여 지방의원도 지방정부의 장과 같이 재임회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미국의 지방정부에서는 모든 선출직 공무원의 재임회수를 제한하는 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김순은, 2012).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도 지방의회의 성과와 매우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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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관계에 있다. 여기에는 회기제도, 회기일수, 의회의 운영방식, 상임위원회 제도, 회의의 

공개, 회의의 시간 등 다양한 제도가 포함된다(김순은, 2011d). 

지방의회의 행태적인 요인도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변수이다. 무엇보다도 지

방의원의 전문성이 꾸준히 논의되었다.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

도 지방의원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열의부족과 도덕

적 불감증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지방의원들은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고유의 

의정활동보다는 의회의 간부직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송광태, 2003; 김순은, 2010c). 

(2) 지방행정의 경쟁력

지방행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경쟁력은 지방행정의 장과 공무원과 관련된 인사 및 조직, 

재정과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다(한부영 외3, 2010; 박해육 외1, 2008; 김순은, 2010b). 본 절

의 논의도 제도와 행태적인 측면으로 대분하여 논의하였다.

① 제도적인 측면

지방행정의 성과를 창출하는 경쟁력은 무엇보다도 지방행정의 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박

해육 외1, 2008). 지방행정의 장이 결정되는 방식과 운영제도가 중요한 요소이다. 지방자치

가 실시된 지역에서는 지방행정의 장은 지역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지방자치가 부

재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가 임명한다. 우리나라는 1961년과 1995년 사이에 후자의 제도를 

채택하였다. 지방행정의 장이 선거로 선출되는 경우 지방행정의 장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부

수적인 제도적 이슈는 정당공천의 여부와 재임회수의 제한이다. 정당공천으로 유능한 신인

의 진입이 어렵다는 주장과 선출직 공무원의 직업적 소명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임회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김재왕, 2009; 박해육 외1, 2008).

지방행정을 구성하는 인사와 조직 및 재정과 관련된 제도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하

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인사제도는 실적주의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이 요

구된다. 이를 토대로 “경쟁력 중심의 인사채용, 균등한 기회의 인사배치, 고객 만족의 인사

교류, 전문성 중심의 교육과 학습, 공정한 인사관리, 성과연계 인사관리”등이 이루어져야 한

다. 조직은 혁신성이 발휘될 수 있는 유연성이 보장된 제도 위에 구성되어야 하며 경쟁중심

의 예산제도도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이다(한부영 외3, 2009, p. ii). 

② 행태적인 측면

행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방행정의 장의 리더십과 혁신성 및 도덕성 등이 지방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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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논의될 수 있다. 지도자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

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조직론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자의 리더십은 자질론과 상황론으로 대분되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Michels, 1963; Tead, 1935; Lasswell and Kaplan, 1950). 이 중에서도 지방행정의 장의 도덕

성과 혁신성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다(윤용희, 2005). 우리나라의 경우 제4대 임

기 중 기초 단체장의 3분의 1이 부정 및 부조리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인

사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및 공금횡령 등이었다(고경훈, 2009). 지방행정의 장의 리더십은 

공무원의 의욕을 촉발하는 등 자치역량 강화를 초래하고 이를 통하여 조직의 성과와 지방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필수불가결적인 요소이다.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지방행정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빼 놓을 수 

없다(김성훈, 2008). 지방행정 조직의 역량은 매우 복잡한 개념이지만 주로 조직의 문화와 

조직의 전문성 등이 조직의 성과와 경쟁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조직의 문화에 따라 환

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성에 차이를 보인다. 즉 혁신적인 문화가 상존하는지, 상향식 문화를 

지닌 조직인지 하향식 문화를 가진 조직인지에 따라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이하다. 조직의 

번문욕례를 경감하는 것도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중요하다. 조직의 전문성은 업무수행의 수

월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현대와 같이 상황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에는 혁신을 추동하는 능력과 혁신을 지속하는 문화를 지녀야 한다(김성훈, 2008). 지방행정 

조직을 구성하는 공무원의 역량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

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조석주 외1, 2008). 공무원의 역량은 크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

의 및 태도라고 할 수 있다(하미승 외2, 2007).

2. Q 진술문의 작성

본 연구에 있어서는 5쪽에서 11쪽까지의 논의를 중심으로 거시적 관점의 진술문과 미시

적 관점의 진술문을 대분하여 작성하였다. 전자는 다시 민주주의, 정부간 관계, 사회자본, 

주민참여로 대분하였으며 후자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으로 대분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표 1>과 <표 2>와 같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34개의 진술문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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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거시적 관점의 진술문

민주주의(3)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의 지도자는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지역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선거에 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정부간 관계
(6)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다. 
･지방정부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함으로써 광역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단층제가 2층제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
인다.  

사회자본
(3)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주민상호간의 신뢰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주민상호간의 도덕적 규범과 규율 등 사회자본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주민참여
(4)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책임성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주민조직 또는 NPO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익집단보다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NPO의 전문적 역량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

<표 2> 미시적 관점의 진술문

지방
의회 

제도
(6)

･유급 상근직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유리하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선거구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선거구제가 적합하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의 방청을 위하여 주말과 야간에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회기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회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
아진다.

･지방의원의 재임회수도 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제한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
서 적절하다. 

행태
(3)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열의가 필요하다. 

지방
행정

제도
(3)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성과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좌우한다. 
･지방행정조직의 유연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행태
(6)

･자치단체장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공무원의 부패방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
･혁신적인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관료적인 유연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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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            2            3         직업       성별       근무년수 

  1                 0.7134X      0.3296       0.3026    교수      남       20년
  2                 0.4029       0.2900       0.5885X     교수      남       12년
  3                -0.1062      -0.1890       0.1581    연구원      남       20년
  4                 0.4116       0.5494X      0.0250    연구원      남       10년
  5                 0.5626X      0.3337      -0.1182    연구원      남       1년
  6                 0.2557      -0.0280       0.6126X    연구원      남       7년 
  7                 0.7028X      0.1243       0.1851    연구원      남       7년
  8                 0.3062       0.3393       0.2267    연구원      남       15년
  9                 0.5772X      0.1697       0.3081    연구원      남       7년
 10                 0.8059X     -0.1597      -0.0345    교수      남       16년
 11                 0.6064X      0.2130       0.5305    연구원      남       9년
 12                 0.7042X     -0.0005       0.3971    교수      남       14년
 13                 0.5433       0.2949       0.5656    교수      남       13년
 14                 0.3004      -0.0319      0.4714X    시민      여       15년
 15                -0.0590       0.6434X     -0.1732    교수      남       20년

3.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 참여한 P 표본 즉 연구 대상자는 40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 표본은 교수 10명, 연구원 11명, 공무원 16명, 시민단체 대표가 3명으로 구성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30명, 여성이 10명이었다. 연구 대상자는 전원이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다

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다. 

Ⅳ. 자료의 분석

1. 요인 분석표(Factor loadings)

자료의 분석결과인 요인분석표는 <표 3>과 같다. 요인분석표는 Q 요인을 구성하는 응답

자와 Q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자료이다. 각 Q 요인과 상관관계가 높은 응답자(Q 

요인을 구성하는 응답자)는 상관계수 말미에 X가 부가되어 있다. 요인 1은 12명, 요인 2는 

10명, 요인 3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5명은 2개 이상의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으며 2명은 어느 요인에도 속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1은 변이의 17%, 요인 2는 

15%, 요인 3은 17%를 설명하고 있어 3개의 Q 요인은 종합적으로 변이의 49%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요인분석표
Q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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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0.6333X      0.4757       0.1108    연구원      남       8년
 17                 0.4965X      0.1235       0.3934    교수      남       10년
 18                 0.0186       0.7461X     -0.0789    교수      남       22년
 19                 0.3788       0.0363       0.5421X    교수      남       12년
 20                 0.3541       0.2294       0.6161X    교수      남       16년
 21                 0.2296       0.6109X     0.2431    공무원      여       22년
 22                 0.4552       0.4721       0.4898    공무원      여       21년
 23                 0.1094       0.0232      0.7616X    공무원      여       21년
 24                 0.2547       0.4698X      0.2077    공무원      남       17년
 25                -0.0323       0.6298X      0.3715    공무원      남       21년
 26                -0.0600       0.5533X     -0.0378    공무원      남       23년
 27                 0.0934       0.7389X      0.4902    공무원      여       23년
 28                 0.5005X     -0.0346       0.1363    공무원      남       22년
 29                 0.1059       0.5420X      0.2737    공무원      남       24년
 30                -0.1287       0.5090       0.5230    공무원      여       21년
 31                 0.5798X     -0.0385      -0.0355    공무원      남       23년
 32                 0.2910       0.0691       0.4387X    공무원      여       22년
 33                0.2050       0.2830       0.6474X    공무원      남       19년
 34                -0.0087       0.4121       0.5952X    공무원      여       21년
 35                -0.0694      -0.1048       0.7216X    공무원      여       23년
 36                 0.2284       0.6909X     0.2385    공무원      여       20년
 37                 0.1755       0.3991      0.5444X    연구원      남       5년
 38                 0.4904       0.2447      0.4434    시민      남       20년
 39                 0.6069X      0.0944      0.3209    시민      남       15년
 40                 0.4185       0.3159      0.4013    연구원      여       9년

% expl.Var.         17        15        17

2. Q 요인 분석

1) 요인 1: 거버넌스 중시형

자료분석의 결과 Q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요인 1은 12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으며 응

답자는 교수 4명, 연구원 5명, 공무원 2명, 시민단체 대표가 1명이었다. 성별로는 전원이 남

성이었다. 요인은 거버넌스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왜냐하면 요인 1에 속하는 응답자들

이 가장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진술문들이 거버넌스와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이

다. 요인 1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거버넌스의 구축에 좌우된다고 인식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거버넌스와 정부의 질은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Treisman, 2000; 김순은, 2011a). 요인 1은 이와 관련된 진술문에 높은 점수를 주었다. 지역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의 기본적 요건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의 지도자는 선

거로 선출하여야 한다”는 진술문 1에 +4를 부여하였다. 지역 정치의 책임성은 정당의 민주

화가 이루어진 국가에 있어서는 정당정치를 통하여 구현되는 경향이 강하다. 요인 1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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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이점에 동의하면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야 한다”는 진술문 13에 -3을 부여하면서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진술문 2에 +3을 부여하여 

이러한 요소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에 

부정적인 진술문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군통합, 특

별시와 광역시의 기능조정, 단층제 논의 등이 지방분권에 반한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

되었다(안성호, 2011). 이와 관련된 진술문에 요인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매우 부정적인 인

식을 보였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진술문 18에는 -4, “시･군 통합 등 행

정구역의 광역화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진술문 10에 -3, “광역시의 자치구를 행

정구로 전환함으로써 광역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는 진술문에 -4, “지방정부의 단층

제가 2층제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진술문 32

에 -3을 부여하였다.

거버넌스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김순은, 2011c). 요인 1은 이 부분에도 

높은 점수를 부여하였다.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책임성 등 지

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진술문 4에 +3을 부여하였다. 좋은 거버넌스는 지방행

정의 대응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지방행정의 대응성은 단체장의 리더십과 이에 

부수되는 행정관료의 전문성에 좌우된다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단체장의 리더십은 거

버넌스의 구축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었다(김순은, 2007). 거버넌스

의 관점에서 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요인 1은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진술

문 8에 +4를 부여하였다. 행정의 전문화 경향을 감안할 때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공무원의 

전문성에 좌우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요인 1은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는 진술문 24에 +3을 부여하였다. 상기의 논

점을 요약하면 요인 1의 응답자들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거버넌스의 구축에 있다고 인식

하면서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지방분권, 실질적인 주민참여, 지역 민주주의의 활성화, 행

정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데에 강한 동의를 표명하였다.

2) 요인 2: 지방행정 중시형

요인 2는 10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직업적 분포는 교수 2명, 연구원 1명, 

공무원 7명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7명이며 여성이 3명이다. 요인 2는 주로 지방정부의 경쟁

력을 지방행정적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행정 중시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2의 응답자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주로 지방행정의 운영에서 찾아야 한다는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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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특히 지방행정의 혁신문화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 및 지방정부의 재정력

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가장 밀접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혁신적인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열정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이라는 진술문 29와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

정부의 경쟁력이다”이라는 진술문 28에 각각 +4를 부여하였다.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

부의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진술문 2에 +3을 부여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

다”는 진술문 18에 대해서는 –4를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요인 2의 응답자들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지방정부 내에서 지방행정의 수장인 단체장의 리더십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공무원

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다”이라는 진술문 24에 +3, “자치단체

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진술문 8에 +3을 부여하였다. 

지방행정에 기초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요인 2는 지방의회의 활동강화에 대하

여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회기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회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진술문 31에 –4, “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의 방청

을 위하여 주말과 야간에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27에 –3을 부여함으로써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인 2는 지방의원의 선거방식 중 지방의원의 지역 

책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중선거구제에 반대하고 있다(진술문 21, -3).

지방행정의 중요성을 믿는 요인 2의 응답자들은 선거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도 부

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의 지도자는 선거로 선출

하여야 한다”는 진술문 1에 –3, “주민조직 또는 NPO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정

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진술문 12에 –3을 부여함으로써 선거의 의한 지방정부의 구성과 

시민단체의 공공역할 강화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인 2의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및 선거에 대한 인식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의 활동을 가

장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공무원들의 지방의회와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 및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3) 요인 3: 주민자치 중시형

요인 3은 11명의 응답자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분포는 교수 3명, 연구원 2명, 공무원 

5명과 시민단체 대표 1명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명 여성이 5명이었다. 요인 3은 주로 지

방정부의 경쟁력을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주민자치 중시형으로 

명명하였다. 

주민자치는 지방정치와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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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주민자치의 강화는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때 더

욱 활성화될 수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관계 등 사회자본의 축적이 주민자

치의 성공과도 매우 밀접하다. 이런 점이 요인 3에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진술문 3에 +4,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책임성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는 진술문 4에 +3을 부여함으로써 주민과 지방정부의 신뢰관계 등 사회자본이 지

방정부의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을 표명하였다. 요인 3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분권과의 관계는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진술문 

2에 +3, “ 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진술문 18에 –4, “지방정부의 단층제가 2

층제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진술문 32에 -3을 

부여함으로써 명확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의 응답자들은 단층제로의 개혁은 반분권적인 조치

라는 것에 공통적인 인식을 보였다.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의 경쟁력도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

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이라는 진술문 28에 +3을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인

식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자치의 강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지방의

회의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역

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기본조례 또는 지

방의회기본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자치를 강화할 수 있다(김순은, 2011c). 이를 위해서

는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요인 3의 응답자들은 “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청

렴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진술문 15에 +3을 부여함으로써 그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요인 3의 응답자들은 어느 Q 요인보다도 지방의회의 제도 및 행태에 관한 

이슈에 대하여 특별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의원의 당선회수는 지역유

권자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는 인식과 함께 제한된 회기와 주중회의 등 정상적인 

의회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원의 재임회수도 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제한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적절하다”는 진술문 33에 –4를 부여함으로써 지

방의원의 당선회수는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유권자의 선택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정

신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회의는 회기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개회할 수 있

어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진술문 31에 –3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의회는 의정업

무의 량과 질을 고려할 때 제한적인 회의일수가 적합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지방의회의 회

의는 주민의 방청을 위하여 주말과 야간에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술문 27에 –3
을 부여함으로써 정상적인 지방의회의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 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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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통된 인식(합의 진술문)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 Q 요인간의 차이점을 상기에서 논의하였다. 본 절에서는 Q 요인

간에 통계적인 관점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진술문을 토대로 Q 요인간의 공통된 

인식을 논의하였다.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인식을 보면 우선 3개의 Q 요인 모두 재정분권과 지방정부의 재정

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외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등 주민참여,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자

치단체장의 리더십 및 주민과 지방정부와의 신뢰관계 등에 대하여 강하게 동의하였다. 아래

의 진술문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고 있다.  

           진술문                                      요인  1      2      3

2.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3      3      4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28.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2      4      3 

4.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3      0      3

책임성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24.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3      3      0

제고에 필수적이다. 

8.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4      3      2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3.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2      0      4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통계적인 관점에서 부정적인 공통의 인식도 명확하게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가장 강하게 

부정하는 인식은 지방분권이 국가 경쟁력을 해친다는 점에 대해서이다. 이 외에 지방의회의 

자유로운 회의일수, 광역시의 자치체제 개편 및 야간 및 주말 회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

을 공통적으로 보였다. 관련된 진술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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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문                                                No.      1      2      3

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정치의                           1        4     -2      0
지도자는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2. 재정분권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2        3      3      4
재정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지방정부의 경쟁력 확보는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3        2      0      4
신뢰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4. 주민의 실질적 참여는 지방정부의 대응성, 형평성,                4        3      0      3
책임성 등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다.  
5. 유급 상근직의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5       -2     -2      1
높이는데 유리하다.  
6. 자치단체장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지방정부의                     6        1      2      1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7.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7       -1      1      2
제고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8.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8        4      3      2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9. 지방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지방정부의                       9        0      1      2
경쟁력이다.       
10.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의 광역화는                            10       -3      1      0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
11.주민상호간의 신뢰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11        0     -1      1
높이는 요인이다.
12.주민조직 또는 NPO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12       -1     -3     -1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      
13.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13       -3      2      2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14.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성과에 기초한 인사관리가                 14        1      0     -1
좌우한다.    
15.지방의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지방정부의                      15       -1      1      3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하다. 
16.공무원의 부패방지가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16        1      2      1

            진술문                                      요인  1      2      3

18.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다.                          -4     -4     -4

31.지방의회의 회의는 회기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2     -4     -3

개회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30.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함으로써                     -4     -1     -2

광역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27.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의 방청을 위하여 주말과               -1     -3     -3

야간에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 진술문의 요인가
Q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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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지역유권자가 후보자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17       -2      0     -1
선거에 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18.지방분권은 국가의 경쟁력을 해친다.                           18       -4     -4     -4
19.주민상호간의 도덕적 규범과 규율 등 사회자본이                19        0     -1     -1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20.이익집단보다 주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20        1      0      0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21.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선거구는 지방정부의 경쟁력               21       -1     -3     -1
차원에서 중선거구제가 적합하다.  
22.지방행정조직의 유연성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22        1     -2      0
위하여 필요하다.   
23.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23        0     -1      0
지방의원의 적극적인 열의가 필요하다.     
24.공무원의 전문성 제고가 지방정부의 경쟁력                     24        3      3      0
제고에 필수적이다.   
25.지방정부의 자주입법권을 강화하는 것이                        25        2     -2      1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26.NPO의 전문적 역량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              26        0     -1     -2
27.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의 방청을 위하여 주말과                27       -1     -3     -3
야간에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8.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28        2      4      3
29.혁신적인 행정문화와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29        2      4     -2
열정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다.      
30.광역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함으로써                      30       -4     -1     -2
광역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31.지방의회의 회의는 회기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31       -2     -4     -3
개회할 수 있어야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진다.    
32.지방정부의 단층제가 2층제에 비하여 효율성 측면에서          32      -3      2     -3
유리하고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높인다.    
33.지방의원의 재임회수도 자치단체장의 경우처럼                  33       -2      0     -4
제한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경쟁력 차원에서 적절하다.     
34.의사결정에 있어서 공무원의 비관료적인 유연성이               34        0      1     -2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하다.

4.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1) 의견의 다양성

본 연구의 진술문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관한 다양한 문헌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이후 

작성된 것들이다. 대개 각종 연구논문이나 문헌 등에서는 단일 또는 복수의 변수를 중심으

로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 연구와 같이 34개의 요소들이 동시에 다루어지지 않는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34개 요소들의 중요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고 Q 방

법론은 자작적(자기참조) 분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연구 분석의 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본 

주제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의견과 인식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년간의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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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와 경험을 가진 교수, 연구원, 공무원 및 시민단체 대표들은 자신들의 가치체계에 따라 

3가지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류하였다. 

12명의 응답자들은 거버넌스의 관점, 10명의 응답자들은 지방행정의 관점, 11명의 응답자

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중요한 요소를 분류하였

다. 아마도 다년간의 상이한 연구와 경험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견해를 갖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점은 객관적이라고 평가되는 사항도 주관에 따라 상당히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들을 추출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 등이 매우 주관적이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세 가지 관점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타당하다. 일

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경쟁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분석은 

앞의 논의 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거시적 관점의 요인들과 미시적 관점의 요인들이 복

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을 듯하다. 향후 과제는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추출하여 조합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물론 이 때에도 

연구자의 주관성이 적지 않게 작용될 것이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 절에서와 같이 요소 가중치의 산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요소 가중치의 부여 

본 연구와 같이 관련된 주제의 전문가들이 연구대상자로 참여한 경우 지방정부의 경쟁력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출하거나 요소간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이 

때 본 연구의 분석 중 요인간의 합의된 진술문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긍정적인 측면에

서 합의된 6개의 진술문, 부정적인 측면에서 합의된 4개의 진술문을 기초로 하여 요소들의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과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력이 지방정부의 경쟁력이라는 데

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방정부의 재정력을 결정하는 변수가 자주재원인가 의존재원인

가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이다. 아울러 실질적인 주민참여,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열의, 

지방정부와 주민의 신뢰관계 등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도 커다란 반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연구의 응답자 40명 전원이 이미 이 분야에 걸쳐 다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가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의 정신에 상반되는 것이나 지방의회의 변칙적인 운영

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와 오히려 상반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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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지방정부와 관련된 분야에서 다년간의 연구

와 경험을 가진 응답자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중

요하다고 논의되는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방행정의 중시형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거버넌스

와 주민자치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요소들이 지방정부의 성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입증하고 있다. 이 점은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함에 있

어서 정책적 함의가 매우 크다. 지방정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을 함에 있어서 제

안자의 관점이 어느 것이냐에 따라 정책대안이 상이하게 될 것이다. 만약 주민자치의 관점

이라며 주민자치의 요소들이 강조될 것이고 거버넌스 중시형이라면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제안될 것이다. 지방행정 중시형이라면 지방행정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조될 것이다. 아울

러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상이한 관점의 정책제안이 타당할 수도 있다. 

주민자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는 어느 요소보다도 주민자치적 요소가 강조되어

야 할 것임을 본 연구는 시사해 주고 있다. 

Ⅴ. 결론

본 연구는 지방정부 경쟁력의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한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경

쟁력을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34개의 진술문을 기존의 문헌과 연구논문 등에서 추출하

였다. 진술문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에 관한 인식분석을 위하여 지방정부와 관련

된 연구와 경험을 가진 40명의 교수, 연구원,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구성요소는 거버넌스, 지방행정, 주민자

치의 관점에서 서로 상이하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지방정부의 경쟁

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중요성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향후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

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추출된 관점이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경쟁력 요소라는 거버넌스, 주민자치, 지

방행정 중시형이라는 것은 향후 지속될 연구에 커다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합의된 진

술문은 요소들의 추출과 요소간의 가중치를 구상하는데 정책적 함의가 크다.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무작위추출에 의존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된 진술문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도 Q 방법론이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연구의 신뢰성 문제로부터 예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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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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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ceptions of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Soon-eun Kim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rough Q methodology. Q statements, each of which represents a factor influenc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are extracted from journals and books discussing 
those factors. The P sample consists of 40 respondents deeply involved in local 
government affairs, as professors and researchers, public officials, or representatives of 
citizen groups.

This study produces three factors, each of which stands for a distinct 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views of local governance, local 
administration, and resident autonomy. The analysis supplies a few policy 
implications. A diversity of perspectives on the factors determin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imply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decid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significance of each factor because the importance of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can be perceived differently by the various policy actors. The factors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are dealt with differently according to their 
personal features.

Notwithstanding this lack of consensus, statements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utting policy weight on each factor affecting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because the respondents are all experts in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s. 

【Keywords: National competitiveness, Local government competitiveness, Urban

competitiveness, Local governance competitiveness, Q methodolog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