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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국가경쟁력과 정부경쟁력의 개념과 구성요소가 주로 전문가의 관점에서 선

택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알프레드Ho 와 임도빈은 기존의 국가경쟁력 개

념이 주로 기업하기 좋은 국가에 초점을 두고 측정도 주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정부경

쟁력 개념 구성 역시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하여 구성되었다는 점이 한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가들이 구성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대해 시민조사(서베이)를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정부경쟁력이 높은 정부는 무엇이며,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러한 요소들의 선택에 연령,

소득, 교육수준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정부경쟁력

개념과 구성요소를 도입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주제어: 정부경쟁력, 국가경쟁력, 시민조사】

Ⅰ. 서론 

정부경쟁력의 개념은 그동안 흔히 사용되었으면서도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존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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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많은 연구자들이 정부경쟁력을 국가경쟁력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거나 막연하게 정

부의 효과성 또는 성과와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하여 왔다. 흔히 사용되는 국가경쟁력 개념도 

마찬가지로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측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부족, 결과산

정의 문제, 활용과 해석상의 자의성 등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강동근, 1996; 최영출, 

2009; 고길곤･박세나, 2012).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은 매년 측정된 뒤 그 순위가 발

표되고 있으며, 이들 종합지수 평가에 따른 순위는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관계자들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야당, 시민단체, 

언론 등은 국가별 순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때문에 각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는 경

쟁력 순위를 이해관계자들이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

게 만들고 있다(최영출, 2009: 42). 더욱이 국가경쟁력 지수는 다양한 정부역할 중에서 특히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위의 변화가 마치 전체 정

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이 잘못 인식되고 있다. 즉, 기존 국가경쟁력 지수가 일반 

국민의 관점이 아닌 기업가의 관점에서 그 구성요소가 결정되고 측정되었으면서도 그 순위

의 변화가 마치 일반국민의 삶의 질 변화를 설명하는 것처럼 오용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알프레드 Ho와 임도빈(2012)은 국가경쟁력과는 다른 개념으

로서의 “정부경쟁력” 개념을 제시하고, 그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이들의 개념에 따르면, 

정부경쟁력은 ‘정부가 주어진 제약을 바탕으로 국내외 자원을 동원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

적 조건들을 향상시키고, 전체적으로는 그 사회의 질을 제고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내는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기존의 기업 관점의 국가경쟁력과

는 구분되는 포괄적 의미의 정부경쟁력의 개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은 주로 관련 문헌, 그리고 연구

자의 직관에 의존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김순은(2012)의 지방정부경쟁력에 

대한 연구도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경험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있어 비슷하게 

전문가 관점에서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라 할 수 있다. 전문

가 관점에서 정부경쟁력 개념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게 되면, 그 개념의 구성에 있어 행정의 

대상이자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또한 정부의 존립목적

이 국민을 위함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부경쟁력을 정의하고 그 구성요소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고, 충분한 지식이 주어져 있으며, 적절한 판단

력이 있고, 전문가의 시각이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즉, 

개념과 구성요소의 선택에 있어 이론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

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결과측면에서 전문가들은 경제발전을 정부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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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구성요소로 보는 반면에, 시민들은 경제발전보다는 정부가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

는지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행정학 연구에서는 특히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은 매우 드

물었다. 최근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주로 주민참여예

산과 같은 예산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역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참여제도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을 뿐 서베이 방법과 같이 대표성 있는 시민들의 의사

를 청취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이현국, 2013). 특히 정부경쟁력과 같이 사회의 

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편이(bias)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의 질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들의 견해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시

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균형 잡힌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

성요소들 간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의 의견은 매우 중요하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기존 연구들과 알프레드 Ho･임도빈의 연구에서 국가경쟁력과 정

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어떻게 제시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표구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그리고 시민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

쟁력 구성요소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를 바탕으로 이론적으로 

구성된 기존의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를 시도할 것이다. 

Ⅱ. 이론적 검토

1. 선행연구의 정부(국가)경쟁력 지수에 대한 검토

1) 국가경쟁력 지수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은 Harvard 대학의 Porter교수가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전세계적으

로 자주 쓰이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립하

고 순위 상승을 강조할 만큼 학자들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차원에서도 익숙한 개념이 되었

다. 가장 잘 알려진 IMD(International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

(World Competitiveness) 지수나 WEF(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경쟁력(Global 

Competitiveness) 지수는 주로 각종 경제관련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1> 은 IMD, 

WEF, World Bank의 지수들을 정리한 것이다. IMD의 지수들이 초기에는 주로 경제성과와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정부효율성과 인프라 측면이 많이 추가되었음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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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구성요소

IMD (World 
Competitiven
ess index)

경제성과(Economic 
Perfomance)

국내경제(Domestic economy)

국제무역(International trade)

국제투자(International investment)

고용(Employment)

물가(Prices)

정부효율성
(Government 
efficiency)

공공재정(Public finance)

재정정책(Fiscal policy)

제도적 틀(Institutional framework)

기업관련 입법(Business legislation)

사회적 틀(Societal framework)

경제효율성
(Business efficiency)

생산성(Productivity)

노동시장(Labor market)

금융(Finance)

경영(Management practices)

태도와 가치(Attitudes and values)

인프라
(nfrastructure)

기본인프라(Basic infrastructure)

기술 인프라(Technological Infrastructure)

과학 인프라(Scientific Infrastructure)

보건 환경(Health and environment)

교육(Education)

WEF (Global 
Competitiven
ess Index)

기본요구사항
(BASIC 
REQUIREMENTS)

제도(Institutions)
공적제도(Public institutions)

사적제도(Private institutions)

인프라(Infrastructure)
교통인프라(Transport infrastructure)

전기통신인프라(Electricity and telephony 
infrastructure)

거시경제환경(Macroeconomic 
environment)

건강과 초등교육(Health and 
primary education)

건강(Health)

초등교육(Primary education)

있다. 기업관점에서의 국가경쟁력이라는 비판에 대응을 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

분의 지표들은 여전히 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WEF의 글로벌 경쟁력 지수도 역시 효율성 강화요인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기본 요구사항에 있는 인프라, 제도, 거시경제환경, 건강과 초등교육과 같은 지표

도 결국은 기업의 효율성 향상과 관련된 지표라는 점에서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위한 경쟁

력 지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월드뱅크(World bank)의 세계 거버

넌스 지표는 정부의 책임성과 정치적 안정성과 같은 지표들을 포괄하고 있어 기존의 IMD

나 WEF의 경쟁력 지수와는 차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기존 경쟁력 지수들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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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강화요인(EFFICIENC
Y ENHANCERS)

고등교육과 훈련(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교육의 양(Quantity of education)

교육의 질(Quality of education)

직업훈련(On-the-job training)

상품과 시장효율성(Goods 
market efficiency)

경쟁(Competition)

수요환경의 질(Quality of demand conditions)

노동시장 효율성(Labor 
market efficiency)

유연성(Flexibility)

재능의 효율적 활용(Efficient use of talent)

금융시장발전(Financial market 
development)

효율성(Efficiency)

신뢰와 믿음(Trustworthiness and confidence)

기술적 준비(Technological 
readiness)

기술적 적용(Technological adoption)

ICT 활용(ICT use)

시장규모(Market size)
국내시장규모(Domestic market size)

국외시장규모(Foreign market size)

혁신과 고도화 
요인(INNOVATION 
AND 
SOPHISTICATION 
FACTORS)

기업고도화(Business 
sophistication)

혁신(R&D Innovation)

Worldbank 
(Worldwide 
Governance 

Index)

정부에 의해 선택되고 감시되고 교환되는 과정(the 
process by which governments are selected, 
monitored and replaced)

항의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테러)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Terrorism)

정부의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능력( the 
capacity of the government to effectively 
formulate and implement sound policies)

정부 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경제와 사회적 상호관계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와 시민의 존중(the respect of citizens and 
the state for the institutions that govern 
economic and social interactions among them)

법의 지배(Rule of Law)

부패 통제(Control of Corruption)

자료: IMD(2013), WEF(2013), World Bank(2013). 

주목할 점은 기존 지수들의 개념과 하위요소의 구성에 있어 명확한 이론적 기반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IMD의 경쟁력 지수(Competitiveness Index)의 경우에는 선행연구, 기

관의 경험과 연구로 국가의 환경을 4가지 주요요소로 구분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

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가의 환경을 4가지 주요요소로 구분하였는지, 구성요소 선정에 있

어서 기초가 되는 이론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WEF의 글로벌 경쟁력지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역시도 여러 이론들을 통합하여 지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언

급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을 기초로 구성요소들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자

세히 밝히고 있지 않다. 월드뱅크(Worldbank)의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ex)

는 여러 다른 지수들의 구성요소들을 가중합하여 지수를 구성하고 있을 뿐 명확한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념적 불명확성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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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기존 지수들의 구성은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의 연구

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한 

지수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첫째, 지수를 구성하는 하위요소들의 

변동에 따라 순위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명확한 이론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기관에 의한 구성요소들의 취사선택이 자유로우며 이는 결국 순위변동

으로 이어져 그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구성요소들이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명확히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개념과 구성요소간의 유기적 관련성이 낮기 

때문에 구성요소들의 가중합이 의미하는 바가 실제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과 차이가 발생하

는 것이다. 셋째, 명확한 이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구성요소들 간의 중요 정도를 반영하

는 가중치의 반영도 자의적인 판단에 근거할 가능성이 높다. 

선행 연구들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IMD와 WEF의 단년도 지수와 측정 지

표를 각각 또는 함께 활용하여 타당도를 분석한 연구들(차용진･이홍재, 2007; 차용진, 2010; 

2012; 최영출, 2009)은 공통적으로 구성타당도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차용진(2012)의 경우 요인분석을 통해 2011년 WEF의 경쟁력지수 모형이 타당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쟁력지수의 하위 

구성개념이 구성개념타당성과 기준타당성이 낮다는 점을 밝혔다. 최영출(2009)은 IMD와 

WEF의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구성타당도를 평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WEF의 구성

타당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10년간의 IMD와 WEF 자료를 대상으로 타당

성 분석을 한 고길곤 & 박세나(2012)의 연구는 단년도 자료 분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

서 연성자료(soft data)의 타당성, 측정지표의 안정성, 측정의 타당도, 순위부여의 타당성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들 경쟁력 지수가 갖는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지수들에 있어 더 심각한 문제는 국가경쟁력 개념 자체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특정

한 시각에 편향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경쟁력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힘과 능력을 나타내

는 개념으로서 정의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알프레드 Ho･임도빈, 

2012). IMD(2009)는 “국가경쟁력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가능하게 해주는 환경을 창출하

고 유지해나가는 국가의 능력”, WEF(2008)는 “한 국가의 생산성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 정

책 및 요소들의 집합체”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연구원(IPS: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경제적 측면에서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능

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개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념상의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최영출, 2009), 국가의 경제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

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경제규모를 확대시키고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생산참여자로서의 

기업의 입장을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측면은 국가경쟁력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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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한 Porter(1990)의 다이아몬드 모델(diamond model)1)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Porter

는 국내산업 생산성을 국가경쟁력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경쟁력이란 이러한 산업 경쟁력에 

영향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알프레드 Ho･임도빈, 2012). IMD와 WEF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이 Poter의 다이아몬드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정교한 이론에 바탕을 두기 보다는 통

념상 국가경쟁력에 가장 근사한 것이라 판단되는 변수를 포함하여 비교하는 방식을 활용하

고 있다(기획재정부, 2011: 5). 또한 국가경쟁력이라는 이 모호하고 이론적 기반도 없는 개

념은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학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김정민･전영

서, 2005), 근본적인 측면에서 “국가는 기업과 달리 단순한 지표 하나로 핵심내용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력 개념은 국가에 적용할 수 없다(Krugman, 1994: 기획재정부, 2011 재

인용)”는 점도 지적되었다.

알프레드 Ho･임도빈(2012)은 다이아몬드 모델에서 정부의 역할이나 능력에 대해서는 크

게 고려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정부는 산업 생산성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

한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간주되었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2) 정부경쟁력 지수의 구성요소 

UN인구기금(UNFPA, 2003:5)이 발표한 보고서는 정부의 역량(capacity of government)을 포

함한 국가의 역량(capacity)2)을 3개 차원으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개인(individual)으

로, 조직 기능에 맞는 지식과 능력, 인센티브와 동기 등이 개인 차원에서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차원은 조직(organization)으로, 조직 차원의 역량을 발

전시킬 수 있는 영역에는 비전과 미션, 인적자원개발, 체제 발전, 반복적인 기획, 관찰 및 

평가 과정, 조직 내･조직 간 협동과 조정, 자금의 유통이 포함된다. 세 번째 차원은 시스템

(system)으로, 시스템 역량을 발전시키는 영역에는 경제성장과 정치적 안정성, 법적･제도적 

틀, 시민 사회의 힘(strength of civil society)과 생산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의사결정의 

분권화 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차원에 투입(input)이 주어지고 그 성과

(performance) 또한 각각의 차원 별로 나온다. 

비슷한 맥락에서 알프레드 Ho･임도빈(2012)은 정부경쟁력 개념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고 있다. 체제이론(system theory),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 Fukuyama(2005)의 

1) 다이아몬드 모델은 ① 요소조건, ② 수요조건, ③ 관련 및 지원 산업, ④ 기업의 전략, 구조 및 경쟁

이라는 4가지 상호 관련된 변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국가가 가장 성공할 확률이 큰 분야는 다이

아몬드 모델이 가장 유망한 분야의 산업들이라고 주장하였다(Poter, 1990:72; 문휘창, 1998: 2 재인용).

2) 역량(capacity)이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있다: “그들의 발전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 조직,  조직의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시스템 능력”(the ability of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systems, including net-
works of organizations, to perform in support of their development objectives” (UNFPA, 2003: v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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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능론에 따라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분별하고 있다. 체제이론에 따라서 정부의 

경쟁력은 투입(input), 전환(throughput) 측면의 요소들과 산출(output)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

다3). 예를 들면 한 국가의 정부경쟁력은 투입 측면의 예산의 크기, 공무원의 수와 같은 요

소들과 전환 측면의 관료의 능력, 법･제도와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 해소, 물가 안정과 같은 산출･결과적 요인도 정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 이들은 Im and Park(2010)의 연구결과4)를 바탕으로 체제이론에 따라 분류한 

투입･전환･산출･결과적 요소들을 국가의 발전단계, 즉 발전단계에 따라 달리 요구되는 국가

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5). 이와 같은 

Ho알프레드의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분류는 기존에 체계 없이 구성되었던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그 지표체계에 비해서는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2.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의 재분류

본 연구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를 파악하고, 정부경쟁

력의 구성요소들을 국가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준비기･도약기･성숙기와 같이 구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주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구성요소들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그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민의 관점에

서 중요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이다6). 이렇게 시

민 관점에서의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표의 선정과 가

3) 체제 이론에 따라서 투입, 전환, 산출, 결과로 분류하였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분류는 정부성과에 대

한 이론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고명철(2013)은 정부성과에 대한 주요 연구시각을 전통적인 

관리적 효과성을 중시하는 견해, 산출물 및 결과물을 중시하는 결과중심 시각, 시민에 대한 책임성을 

중시하는 시민중심의 시각으로 구분하고 있다. 

4) Im & Park(2010)은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정책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공무원

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방법을 실시하였다. 1단계는 13명을 공무원들에 대해 Focus Group 사
Interview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통하여 2단계에서 8명에게 그들이 보는 시민인식에 대해 검증하

였다. 그 당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대해 회고식으로 연구를 한 것이다. 이들은 인

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발전의 단계별로 정책우선 순위가 달랐음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는 

알프레드 Ho･ 임도빈(2012)이 정부경쟁력 개념 구성요소를 발전의 단계별로 달리해야 함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5) 보다 자세한 국가경쟁력의 단계별 구성요소는 알프레드 Ho･임도빈(2012)의 논문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민들에게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가 무엇인지를 묻기 보다는 기존

에 구성된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해 예시를 주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상대적인 중요도를 물어보았

다. 따라서 정확한 의미의 시민관점에서의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라기 보다는 구성요소들에 대한 우

선순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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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의 부여 등에서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의 발전단계별로 국

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분별하지 않고 획일적인 지표를 구성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알프

레드 Ho･임도빈의 견해와 같이 “국가 발전단계별로 구성요소를 분별하는 것”이 시민의 입

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알프레드 Ho･임도빈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를 분석을 위한 지표구성의 기초로 삼았

다. 이들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는 기존 IMD나 WEF의 국가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이론적 기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되었다고 평가해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제시한 구성요소는 아직 정확하지 않은 점이 많이 발견 된다7).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이 제시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다 이론적 기준

에 적합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우선 정부경쟁력의 산출･결과 요소들은 정부경쟁력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정부

가 실제로 얼마나 성과를 달성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즉 이러한 산출･결과 요소

들은 정부가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요소들을 포함해

야 한다. 산출･결과 요소들은 국가 발전단계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수준이 달라지고 따라서 

수행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 달라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요소로 

구분되었다. 국가발전의 초기단계인 준비기에는 빈곤퇴치, 전염성질병 예방, 국민교육수준 

향상, 국민건강증진, 국민안전보장과 같은 국민들의 가장 기초적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욕구

를 해결하는 것을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준비기에 있는 국가들의 정부

경쟁력은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잘 달성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도약기에는 경제성장, 고용증진, 국민소득증진, 물가안정과 같이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된 기

능들에 초점을 두었다. 이 시기에는 경제가 차츰 발전하면서 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이 나타나게 되어 주로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정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았

다. 마지막으로 성숙기에는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

화향유기회증진, 정치적자유와 참여보장, 환경보존과 같이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

부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  

7) 예를 들면 리더십과 같은 요소는 전환기의 경쟁력 요소로 준비기와 도약기에 모두 필요한 요소로 포

함되어 있으며, 리더십의 주체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지 않아서 관료, 대통령, 의회 등 정부를 구성하

는 다양한 주체의 리더십을 의미하는 것인지 특정주체에 대한 논의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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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산출･결과 요소들의 분류

발전단계8)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산출
･

결과

빈곤퇴치
전염성 질병예방
국민교육수준향상

국민건강증진
국민안전보장

경제성장
고용증진

국민소득증진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화향유 기회증진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장
환경보존

분류기준 생리적 욕구충족기능 경제성장과 관련된 기능 안정과 지속을 위한 기능

다음으로 투입・전환요소들은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정부의 자원, 제도,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들이다. UN연구기금 보고서에서는 국가 역량을 개인에서 시

스템으로 동심원적인 구조를 갖는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반면에 알프레드 Ho･임도빈(2012)

의 논문에서는 발전단계별 투입･전환 요소를 체제이론, 국가 기능론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양 연구를 함께 고려하여 준비기에는 개인적(individual) 차원의 역량에서 

정부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는 요소들을 포함시켰다. 특히 한국의 발전단계에서 확인된 대통

령과 관료라는 정부의 인적자원 역할에 초점을 두어 대통령 리더십, 관료전문성, 효율적 정

책집행능력을 준비기의 요소로 포함시켰다. 

도약기는 선행연구에서는 정부규모, 정부지출, 조세수입, 경제적 규제, 리더십과 같이 구

분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보다 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법제도확립, 선거제도확립, 시장

경쟁원리도입, 국회정책능력, 전자정부화, 절차적 공정성과 같은 전환요인과 공무원의 수, 

예산의 크기와 같은 투입요소로 구분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숙기로 분류한 요인들은 정책결

정과정에의 시민참여, 국민신뢰제고, 관료청렴성, 정책결정투명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측면

에 따라서 구분하였다. UN인구기금 보고서와 같이 개인→조직→시스템의 순서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동심원적 관계를 고려하여 본 논문은 개인→제도→사회･문화적 측면으로 정부경

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확장시켜 구분하였다. 이들 요소들은 상호배타적으로 포

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발전단계에서 각각 더 강조되어야 할 요소들인 것으로 보

고 분류한 것이다. 

          

8) 실제 국가들을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할 때는 주로 GDP 기준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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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투입･전환 요소들의 분류

발전단계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투입
･

전환

대통령 리더십
관료전문성

효율적 정책집행능력 

공무원의 수
예산의 크기
국회정책능력
법･제도 확립
선거제도 확립

시장경쟁원리 도입
전자정부화

절차적공정성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국민신뢰 제고
관료 청렴성

정책결정 투명성

분류기준 인적자원의 능력 제도 사회･문화적 측면

3. 연구가설의 설정

앞에서는 알프레드 Ho･임도빈의 분류를 기초로 정부경쟁력의 산출･결과 요인, 투입･전환 

요인들을 국가 발전의 단계에 따라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국가기능론, 욕구단계이론, 체제론과 같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정부경쟁력 개념의 구성요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정부의 고객이면서 

주인인 시민의 의견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이들의 정부경쟁력 개념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위에서와 같은 가설적인 분류를 시도하였

다. 이하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의 분류체계를 시민들의 관점에서 평가

하기 위해서 연구가설을 제시한다. 

우선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살펴본다. 즉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투입･전환 측면, 그리고 산출･결과 요인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이 성숙

기의 요소들인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번째 연구가설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구매력 

평가(PPP)기준으로 2012년 세계 12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한국은 이제 발전도상국을 넘어서 

선진국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류에 의하면 국가발전의 성숙기에 

속하는 국가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성숙기에 속하는 산출･결과적 요소들로는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화향유 기회증진, 정치적 자유와 참여 보

장, 환경보존이며, 투입･전환적 요소로는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 국민신뢰 제고, 관료 

청렴성, 정책결정 투명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이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 이러한 분류체계가 전문가의 이론적 분류일 뿐만 아니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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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도 타당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가설은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가설1] 한국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은 주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일

것이다.

가설 1의 검증을 통해서 정부경쟁력 개념의 구성요소들의 구분 중에서 성숙기의 요소들

이 타당하게 제시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준비기와 도약기의 요소들

이 타당하게 구성 되었는지 그리고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구분자체가 유의미한지에 대

한 논거가 되기 어렵다. 알프레드 Ho･임도빈은 국가발전단계인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구성요소의 구분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욕구단계이론(hierarchy of needs theory)과 국가

기능론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욕구단계이론은 인간의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

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와 같이 계층적으로 구성되며, 하위욕구가 충족되

었을 때 상위욕구가 충족된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경쟁력도 국민의 하위욕구의 충족

부터 상위욕구의 충족까지 계층적인 단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알프레드 Ho･ 임도빈의 논

리적 전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저발전의 상태인 준비기에 있어서는 주로 국민의 하

위욕구인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정부가 경쟁력이 있는 정부이며, 발

전수준이 높은 성숙기의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의 초점이 국민의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어야 경쟁력이 높은 정부라는 것이다. 준비기, 성숙기, 도약기 국가

의 구분을 알프레드 Ho･임도빈은 주로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을 나타내는 GD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서 국민들의 욕구단계가 다르다

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구성한 것과 같이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별로 국민의 욕구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고, 따라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경제발전 단계별로 구분하여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비교연구가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

는 이러한 국가별 비교연구에 앞서 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연구의 성격을 지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를 대신하여 대리변수로 

국민의 개인소득수준, 교육수준, 연령변수를 사용할 것이다. 국민 개인별로 소득수준, 교육

수준에 따라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보이

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별로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한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의 차이는 현재 자신의 사회경

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변수이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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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60대 이상은 6･25 전후의 빈곤을 직접 경험한 

세대로 볼 수 있으며, 50대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경험한 세대이고, 40대는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 20･30대는 빈곤, 급속한 경제발전, 민주화의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없고,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를 누린 세대들이다. 즉, 60대 이상은 국가발전 단계에 있

어 준비기의 경험과 기억을 지니고 있는 세대이고, 50대는 도약기의 경험을, 40대 이하는 

주로 도약기와 성숙기의 기억을, 20･30대는 주로 성숙기의 기억을 지니고 있는 세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령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

을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후의 빈곤과 권위주의체제하에서의 경제발전을 경험했던 

60대 이상의 연령은 빈곤퇴치, 안전보장과 같은 준비기적인 구성요소를 정부경쟁력을 구성

하는 중요한 산출･결과 요소로 생각할 것이고, 투입･전환요소 중에서는 강력한 대통령의 리

더십, 관료의 전문성과 같은 요소들을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입･전환요소로 생각할 

것이다. 반면에 20･30대와 같이 한국이 성숙기에 도달한 이후의 경험만을 지니고 있는 경우

에는 산출･결과 요소로는 사회적 약자의 배려, 국민과 소통과 같은 성숙기 요소들을 중요한 

정부경쟁력의 요소로 생각하고, 투입･전환 요소로는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국민신뢰 제

고와 같은 성숙기 요인들을 중요한 정부경쟁력의 요소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민

주화와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을 경험한 50대와 40대의 경우에는 주로 도약기의 구성요소

를 중요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러한 분류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60대 이상은 

준비기의 빈곤에 대한 경험뿐만 아니라 도약기, 성숙기의 경험도 동시에 지니고 있고, 50대

는 도약기와 성숙기의 경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등 정확하게 분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가 경험한 것과는 다른 “과거의 경험(발전과정에 대한 역

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것이 정부경쟁력의 시기별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의 차

이를 가져올 것이라 가정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노령층은 젊은층에 비해서 주로 준비기와 도약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설 2-1] 젊은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주로 성숙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설 3]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설 3-1]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성숙기적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설 4]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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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가설 4-1]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숙기의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상의 가설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연구가설의 요약

준비기 요소 도약기 요소 성숙기 요소

한국 국민 ◎ 많은 선택

연령 고 연령 고･중간 연령 저 연령

소득수준 저소득 중간 소득 고소득

교육수준 교육수준 낮음 교육수준이 높음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조사가 바람직할 것이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민으로 연구대상을 한정하였다. 대한민국 전체를 모집단으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샘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이 연구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

어 그 결과를 대한민국 전체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서울시에는 다양한 계층, 직업, 

소득수준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전국단위 연구의 test-bed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된 수준의 일반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기본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으며,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면접조사방식을 활용하였다. 인터넷 서베이는 엠브

레인에 의뢰하여 2012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었다. 면접조사는 리서치랩에 의뢰하

여 5월 25일부터 6월 19일까지 진행되었다. 총 확보된 1100명의 샘플에 대한 신뢰성 테스트

의 결과 최종적으로 이용된 샘플은 907명이다. 아래의 <표 5>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답자

들의 개인적인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들의 특성은 전체 서울시의 모집단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표본의 대표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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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응답자들의 개인적 속성

세부항목 빈도
비율

(퍼센트)
세부항목 빈도

비율
(퍼센트)

성별

남성 439 48.4

가계
소득

150만원미만 56 6.17
여성 468 51.6 150-300 196 21.61
총계 907 100 300-450 249 27.45

연령

20대 200 22.05 450-600 217 23.93
30대 213 23.48 600만원이상 189 20.84
40대 210 23.15 총계 907 100
50대 180 19.85

가족 
수

0 1 0.11
60대 이상 104 11.47

1 58 6.39
총계 907 100

2 135 14.88

학력

고졸이하 217 23.93
3 221 24.37

대학재학 이상 690 76.07
4 374 41.23총계 907 100
5 88 9.7

혼인
여부

미혼 338 37.27
6 25 2.76기혼 569 62.73
7 3 0.33총계 907 100
9 1 0.11부유

지역
거주

강남서초송파구 140 15.44
10 1 0.11그 외 지역 767 84.56

총계 907 100총계 907 100

설문의 구성은 투입･전환적 요소에 대해서는 “정부경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

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질문하였고, 산출･결과적 요소에 대해서는 “경

쟁력이 높은 정부는 어떤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1순위부

터 3순위 까지 보기에 제시된 각 15개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들의 보기 중에서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순위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으며, 15개의 항목 중

에서 3순위 내에 선택을 하였는지 여부로 분석하였다.9) 따라서 각 분석에서의 종속변수는 

해당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를 중요한 3순위 내로 선택하였으면 1, 선택하지 않았으면 0의 

이항변수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이항변수의 분석에 많이 활용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9) 여기에서 1, 2, 3순위의 가중치를 두어 분석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5개의 보기항목 중에서 3
순위 안에 해당 요소를 선택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이항변수를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1,2,3 순위

간의 차이는 3순위 내에 해당요소를 선택하였는지 여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차이를 보인다

고 볼 수 있으며, 자의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발생하는 편이가 그렇지 않고 3순위 내에 선택하였

는지 여부로 볼 때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1,2, 3 순위 중 어디에 있느냐 보다

는 3순위 내에 선택되었는지에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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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결과

1.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산출･결과 요소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중 산출･결과 요소들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설

문 결과 <그림 1> 과 같이 많은 시민들은 산출･결과 요소 중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성숙기10))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과 소통을 잘

하는 정부(성),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부(도),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준), 국민소득을 증진

시키는 정부(도), 물가안정(도)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환경보존

(성), 문화향유기회증진(성), 국민교육수준향상(준), 전염성 질병의 억제(준)11), 국민건강증진

(준)에 대한 선택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 보장과 같은 준비기 요인이 중요한 

<그림 1> 경쟁력이 높은 정부: 산출･결과 요소를 중심으로

0
20

0
40

0
60

0

빈곤퇴치 국민교육수준향상

국민건강증진 국민안전보장

경제성장 고용증진

국민소득증진 물가안정

사회적약자배려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화향유기회증진

정치적자유와참여보장 환경보존

10) 이하 준비기 요소는 “준”, 도약기 요소는 “도”, 성숙기 요소는 “성”으로 표기한다. 

11) 그림 2에는 전염성질병 억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전체 907명의 응답자 가운데 전염성질

병 억제를 선택한 사람이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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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선택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성숙기와 도약기 요소들이 중요한 요소들로 선택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도약기 요소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것은 경제지표로는 한국이 

성숙기에 속하지만,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설 1의 “한국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은 

주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일 것이다”는 성숙기의 요소들이 1위와 2위를 차지하여 채

택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도약기적 요소들이 아직도 중요한 순위에 있

다는 점에서 볼 때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설 2, 3, 4를 검증하기 위해 정부경쟁력의 산출･결과의 각 요소에 대한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다. 표 6-8 은 연령, 소득수준, 교육수준에 

따라 정부경쟁력의 요소에 대한 선호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

령별로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본다. 준비기적 요소로 연령에 따라서 선호의 차이를 보인 것은 국민건강증진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는 노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준비기적 요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50대가 20대에 비해서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오히려 덜 중요하게 여기

는 것으로 나타났다.12) 다음으로 도약기 요인 중에서 경제성장, 고용증진, 국민소득증진에 

대한 선호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2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경제성

장, 고용증진을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 반면에, 50대 이상은 20대에 비해

서 국민소득증진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2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은 빈곤퇴치, 국민교육수준향상, 국민안전보장, 

물가안정 등의 준비기와 도약기 요소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직 

60대에 비해서 20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소득증진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가설 2 “노령층은 젊은층에 비해서 주로 준비기와 도약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

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부분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성숙기 요인에 대해 연

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 요인들은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정치적 자유

와 참여보장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 이상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

자배려와 환경보존에 대해서도 60대 이상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20대 가 60대 이

상에 비해서 해당요소를 더 중요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문화향유기회의 

12) 이하에서는 회귀계수의 부호를 중심으로 해석한다. Exp즉, odd ratio가 1보다 작은 경우는 회

귀계수가 음(-)의 부호를 그리고 1보다 큰 경우는 회귀계수가 양(+)의 부호를 보이고 있음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해석도 50대가 20대에 비해서 국민건강증진에 대해서 “선택할 가능

성이 낮다”와 같이 확률적인 해석을 피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와 같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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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에 대해서는 60대 이상의 회귀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가설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

체적으로 보면 성숙기 요소들에 대해서는 20대가 60대 이상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1의 “젊은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주로 성숙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

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연령별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20대의 젊은 층이 주로 성숙기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

각하고, 60대 이상은 경제성장, 고용증진과 같은 도약기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빈곤퇴치(준)의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

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교육수준향상(준), 국민건강증진(준), 국민

안전보장(준)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음(-)의 회귀계수를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도약기 요소 중에서 경제성장(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에 비해서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진(도), 국

민소득증진(도)에 대해서 600만 원 이상의 회귀계수가 양(+)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가안정(도)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

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3은 부분적으로 오로지 준비기 

요소에 대해서만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다음으로 성숙기 요소들에 대한 선호의 차이

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선호의 차이를 보인 것은 국민과 소통으로 150

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비해서 300~450만원의 중간소득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국민과 소통에 대해서만 고

소득층의 선호가 양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사회적 약자배려,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

화적 향유기회증진, 정치적 자유와 참여보장에 대해서는 고소득의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

나 오히려 해당 요소에 대해서 저소득층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성숙기적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

이다.”는 가설 3-1은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준비기 요소 중에서 국민안전보장

13)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오직 빈곤퇴치 하나였기 때문에 가설이 기각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

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미성은 없지만 준비기 요소들에 대한 방향은 모두 음(-)의 방향을 보이기 때

문에 준비기에서는 가설이 채택되었다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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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해서는 고졸이하의 교육수준을 가진 시민보다 대학재학이상의 시민들이 더 중요하

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국민교육수준향상(준)에 

대한 회귀계수도 양(+)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반면에 빈곤퇴치(준)와 국민건강증진(준)의 경우에는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오히려 해당요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약기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경제성장(도), 물가안정(도)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소

득증진(도)의 경우도 회귀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덜 중요하게 여

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용증진(도)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양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해당 요소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

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 4는 기각되었다. 즉, 교육수준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

하는 요소들이 다르게 나타났지만 준비기와 도약기 요소들에 대해서 특히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으로 성숙기 요소들에 대한 선호의 차

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선호의 차이를 보인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성)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배려(성)에 대해서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과 소통(성), 문화향유기회증진(성), 정치적 자유와 참

여보장(성), 환경보존(성)에 대한 회귀계수는 모두 음(-)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해

당요소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

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숙기의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 4-1은 기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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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투입･전환요소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 중 투입․전환 요소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 “정부경

쟁력을 높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와 같이 질문하였다. 

분석결과 시민들은 정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성), 행정 관료들의 청렴성(성),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성)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은 주로 발전단계에 있

어 성숙기에 해당되는 요소들이다. 반면에 대통령의 리더십(준), 관료전문성(준), 효율적 정책

집행능력(준)과 같이 준비기적인 요소들도 상대적으로 높게 선택되었다. 즉, 시민들은 성숙기

에 필요한 투명성과 청렴성, 신뢰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기초적 요소인 리더십, 관료

전문성, 정책집행능력도 또한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도약기의 요소들 중에서 국회의 정책능력(도)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이 정부경쟁력을 높

이는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선택된 것이다. 특히 공무원의 수(도), 예산의 크기(도)

와 같은 투입측면의 요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

<그림 2> 정부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 투입･전환 요소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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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석을 통해서 볼 시민들은 대체로 성숙기의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도약기 보다는 준비기에 해당하는 경쟁력 구성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응답자들의 연령, 소득, 교육수준이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투입･전환 요소에 

대한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표 9-11에 나타나 있다. 

우선, 연령별로 투입･전환 측면에서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본

다. 준비기 요소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인 것이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관료전문성(준), 효율적 정책집행능력(준)에 대해서 20대

에 비해서 연령이 높은 경우 회귀계수가 양(+)으로 노령층이 해당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통령 리더십(준)에 대해서는 오히려 20대에 비해서 3,4,50

대의 선호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약기 요소에 대해서 연령에 따라 선호의 차이를 

보인 것은 예산의 크기(도), 국회의 정책능력(도), 법제도의 확립(도), 시장경쟁원리의 도입

(도), 절차적 공정성(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의 크기에 대해서는 20대에 비해서 30, 50

대의 경우가 덜 중요하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정책능력에 대해서는 20대에 비해

서 40대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법제도확립과 시장경쟁

원리 도입에 대해서는 20대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설 2“노령층은 젊은층에 비해서 주로 준비기와 

도약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숙기적 요소에 대한 연령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성), 국민신뢰제고(성), 관료청렴성(성)에 대해서 20대 이상에 비해서 60대 이상이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볼 때 대체로 젊은층이 노령층

에 비해서 성숙기적 요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가설 2-1 “젊은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주로 성숙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은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소득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준비기적 요소로는 관료전문성(준),  도약기적 요

소로는 공무원의 수(도), 예산의 크기(도), 법제도 확립(도), 선거제도확립(도)에 있어서 선호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150만 원 이하인 저소득층에 비해서 150~300만원, 

450~600만원의 고소득층이 관료의 전문성(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비

기 요소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회귀계수가 대체로 양(+)으로 나타

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저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당 요소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약기 요소인 공무원의 수(도), 예산의 크기(도), 법제도의 확립(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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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확립(도)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음(-)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전자정부화(도), 

절차적 공정성(도)에 대해서도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해당 서비스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회의 정책능력(도), 시장경쟁

원리 도입(도)에 대해서는 회귀계수가 양(+)으로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에 비해서 고소득층

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설 3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은 준비기 요인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으며, 도약기 요소에 대해서는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른 성숙기 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보이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정책결정과정에의 시민참여(성), 관료청렴성(성), 정

책결정투명성(성)은 음(-)의 회귀계수를 보이고 있어 저소득층이 오히려 해당요소들을 더 중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성숙기

적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라 투입･전환 측면에서의 정부경쟁력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

이를 살펴보면, 준비기, 도약기 요소들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인 것은 전자정부화가 유일하였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자정부화에 

대해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육수준의 차이는 준비기와 도

약기 요인들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의 “교

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따른 성숙기 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수준에서의 선호의 차이를 보인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

설 4-1의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숙기의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경쟁력의 개념구성: 구성요소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를 중심으로 143



144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정부경쟁력의 개념구성: 구성요소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를 중심으로 145



146 ｢행정논총｣ 제52권 제2호

Ⅴ. 결론

<표 12>는 위에서 살펴본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연구결과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는 산출･결과 요소와 투입･전환요소가 다르게 나타났다. 공

통적인 것은 두 경우에 있어 모두 성숙기 요소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정부, 국

민과 소통을 잘하는 정부, 정부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행정 관료들의 청렴성, 정부에 대한 

신뢰제고를 정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산출･결과 요

소에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정부(도), 국민소득을 증진시키는 정부(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부(도)가 중요한 요소로 선택되었으며, 준비기 요소인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준)도 중

요한 요소로 선택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투입･전환 요소에서도 성숙기 요소뿐만 아

니라 대통령의 리더십(준), 관료전문성(준), 효율적 정책집행능력(준)과 같은 준비기적 요소

들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로 선택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숙

기에 와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한국의 시민들이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들 중에서 준

비기와 도약기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선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첫째,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의 구분인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구분이 잘 되었다는 가정 하

에서는, 한국이 국가 경제수준으로는 성숙기에 도달했지만 시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간차(time lag)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는 한국이 

국가의 경제수준에서는 성숙기에 도달했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활은 아직 성숙기에 도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도약기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인 산출･결과 요소에 대해서는 경제성장과 같은 

도약기 요소를 중시하는 것을 볼 때 시민들의 욕구가 아직 도약기적 요소에 대해서도 완전

히 성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투입･
전환 요소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 관료전문성과 같은 과거 정부의 역할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요소들이 선택된 것은 아직도 시민들의 다수가 과거 한국의 발전과정에 대

한 향수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부경쟁력 구성요소들의 구분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을 발전단계별로 다르게 구성하면서 나타난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정부와 같이 안전의 문제는 국가의 발전단계와 

상관없이 모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준비기의 국가뿐만 아니라 도약기와 성숙기의 국가

에 대한 정부경쟁력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의 리더십, 관료전문성, 효율적 정책집행능력은 한국의 발전경험에 근거하면 준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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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매우 중요하게 발전을 이끌었던 원동력이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에 중요하지 않은 

요소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까지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반면에 성숙기 요소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

국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숙기 요소들이 제대로 

구성되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 국가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표 12> 주요 연구결과의 요약

주요 연구가설
가설의 채택여부

산출･결과 요소 투입･전환요소

가설1]  한국의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들은 주로 성숙기에 해당하는 요소들일 것이다. 

부분적 채택, 
성숙기 + 도약기 

요소.

부분적 채택
성숙기 + 준비기 

요소

가설 2]  노령층은 젊은층에 비해서 주로 준비기와 도약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채택(도약기에서 

채택됨)
기각

가설 2-1] 젊은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주로 성숙기적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채택됨 채택됨

가설 3]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서 준비기와 도약기 요
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부분채택(준비기만 
채택됨)

부분채택(도약기만 
채택)

가설 3-1]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성숙기적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4]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준
비기와 도약기 요인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
할 것이다. 

기각 기각

가설 4-1]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에 비해 성
숙기의 요소들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
다. 

기각 기각

다음으로 흥미로운 결과는 연령에 따른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선호의 차이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연령에 따라서 정부경쟁력의 선호에 있어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인 것을 보면, 최근에 한국의 사회현상을 설명하는데 있어 연령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연령별로 선호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징적인 점을 본다면 우선 젊은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주로 성숙

기적 요소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경쟁력 요소

의 산출･결과, 투입･전환 요소에 대해서 모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즉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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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성숙기 요소들에 있어 분명하게 노령층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은 노령층에 비해서 국민과 소통,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를 경쟁력이 높은 정부로 보고 있으며,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결

정과정의 시민참여, 국민신뢰제고, 관료의 청렴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젊은 

층이 확실히 노령층에 비해 소통, 공정성, 참여, 신뢰와 같은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

는 것이다. 반면에 노령층은 젊은층에 비해서 산출･결과적 요인 중에서 경제성장, 고용증진

과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입･전환적 요인으로는 법제도

확립과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준비기, 도

약기 요소들에 대해서 반드시 노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령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가설의 도

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령별로 국가발전을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연령

별로 처한 사회적 지위의 차이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산출･결과요인에서 경제성장, 

고용증진을 노령층이 젊은층에 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 발전국가시대의 

경험으로부터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며, 현재의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선

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소득수준과 교육수준을 통제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들의 발전국가 경험의 차이에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국가의 경험이 없는 젊은층은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중시하여 소통, 공정성, 

참여,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서 국가 역

할 중에서 주로 경제성장에 초점을 둔 국가경쟁력 개념과 그 측정지표들이 정부경쟁력과는 

확연히 다름을 알 수 있다.  정부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로 경제성장이 포함될 수 

있지만 경제성장이 곧 정부경쟁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세대간 차이를 고려

할 때 이러한 점은 더 명확해진다. 

기존연구에서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구분이 국가의 경제발전수준에 근거하고 있기 때

문에 개인수준에서의 경제수준의 차이에 따라서도 이와 같은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 요소

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른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소득의 차이에 따른 선호의 

차이를 살펴보면,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산출․결과 요소에서는 

빈곤퇴치(준, -14)), 경제성장(도, +), 국민과의 소통(성, +) 로 나타났다. 투입･전환요소에서는 

관료전문성(준, +), 공무원의 수(도, -), 예산의 크기(도, -), 법제도의 확립(도, -), 선거제도확

립(도, -)으로 나타났다. 가설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준비기와 도약

기 요소들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았는데(부호가 -) 분석결과, 산출･결과요소에서는 

14) -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할 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는 소득이 높을수록 해당

항목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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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기요소에서, 투입･전환요소에서는 도약기 요소에서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해당요소

들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성숙기 요소에 대해서는 산출･결과요

소와 투입･전환요소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의 소득수준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15). 즉, 소득수준이 낮다고 성숙기 요소들인 사회적 약자배려, 공

정하고 투명한 사회건설, 문화향유기회 증진, 정치적 자유와 참여보장, 환경보존을 정부경쟁

력이 높은 정부를 구성하는 요소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소

득수준이 낮다고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국민신뢰제고, 관료청렴성, 정책결정투명성을 중

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했을까? 가설을 설정할 

때 욕구단계이론에 따라서 하위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욕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주로 준비기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소득층은 성숙기의 요소들을 중요한 정부경

쟁력의 요소로 생각할 것이라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이러한 가설이 틀렸음이 드

러났다. 준비기와 도약기 요소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시각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숙기요

소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득수준별로 시각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개인

의 소득은 정부역할에 대한 선호의 차이를 가져오지만 이는 주로 준비기와 도약기 요소에 

대한 차이를 가져올 뿐 성숙기의 요소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

면 이를 전 세계 국가에 확장시키면 어떠할까? 가난한 아프리카의 국민들과 서구선진국의 

국민들 모두 성숙기 요소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날 것인가? 연구를 수

행해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한

국의 국민들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의 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서 거의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도 예를 들어 공

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

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한국국민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부경쟁력을 구

성하는 세계 지표의 구성에 반영하기 보다는 추가적인 해외 연구와의 비교를 해야 할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주고 있다. 우선 ‘준비기, 도약기, 

성숙기의 국가구분을 반드시 경제수준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구분이 

기존의 IMD나 WEF 보다는 한 단계 진전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구분 역시 획일적

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발전과 수준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정부경쟁력을 높이기 위

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아직 도약기에 있어 경제발전과 물가안정을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국

민들과 소통을 잘하는 정부”도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를 지표에 포함시키는 것

15) 예외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150만원 이하에 비해서 300만원~450만원의 소득층이 더 중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의 소득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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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민들의 관점에서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

펴보았다. 지금까지 정부경쟁력의 구성요소와 그 측정지표에 대한 고민은 주로 전문가의 시

각에서 도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가의 시각에

서 도출된 구성요소와 지수는 실제 시민들의 시각과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구성요소와 지표의 구성에서 반드시 시민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경쟁력 개념과 측정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정부경쟁력을 높이길 원하는지

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지수구성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을 서울시민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적으로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일반화하

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후에는 표본을 전국, 전세계로 확장

하여 시민의 관점에서의 정부경쟁력 지수체계에 대한 고민을 하여야 실제로 국민들, 그리고 

세계 시민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정부경쟁력 개념과 지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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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ceptualization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Seoul Citizen Attitudes towards the Components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Hyunkuk Lee

Previous concepts and component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competitiveness were constructed solely by experts. Alfred Ho and Tobin Im criticized 
these concepts for focusing on a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and that the 
measurements had been done mainly on entrepreneurs and their businesses. Ho and 
Im have tried to suggest a new citizen-oriented concept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but it is still considered to be expert-oriented. 

This study utilizes a citizen survey to examine the validity of components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e survey includes questions such as “What kind of 
government is highly competitive?” and “What is required for higher government 
competitiveness?” The research categorizes the responses by respondent age, income, 
and education level to see how these factors may affect the responses. It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government competitiveness and 
its components.

【Keywords: government competitiveness, national competitiveness, citizen surve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