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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 간의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

의 차이(gap)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은 신속히 해소되어

야 할 부분이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3.0의 

포괄 범위와 추진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

과제 IPA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할 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IPA분석이 보여 준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공

**** 본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이 생성한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자료관리규칙에 의

거하여 사용허가를 받았음. 또한 본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

됨.

****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limsgkomaba@kipa.re.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sosoon74@hanmail.net)

**** 중원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cs-0025@hanmail.net)

논문접수일(2016.12.28), 수정일(2017.6.22), 게재확정일(2017.6.28)

mailto:limsgkomaba@kipa.re.kr
mailto:sosoon74@hanmail.net


138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서비스의 공급자이고, 일반국민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국민의 인식이 정부3.0 정책

에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메꾸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정부3.0, IPA분석, 서비스정부】

Ⅰ. 서론

박근혜 정부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2013. 6. 19)에서 정부3.0을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출범 초기에 정부3.0을 국정목표와 국정과제를 달성하

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내세웠다1).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3.0은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며,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반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적어도 박근혜 

정부 스스로는 정부3.0을 기존의 ‘전자정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운영전략이라고 

주장해 왔다2).  

한편,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은 정책집행의 방법, 소위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려는 것

이기 하며,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혁신, 혹은 정부혁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3). 이는 ‘정

부3.0 추진 기본계획’의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조금만 들여다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과제는 지금까지 공급자 관점에

서 기관보유정보를 선별적･소극적･사후적으로 제공하였던 방식에서 국민 시각에서 필

요한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정보를 청구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 내 칸막이 제거를 위한 정부시스템 개선’ 과제도 지금까지 

부처 이기주의, 기관 간 칸막이로 인해 서비스의  운영 및 제공이 개별  공급기관 중심으

로 운영･제공되어 왔던 것을 서비스 수요자 관점에서 공동목표 설정･정책수립이 가능하

도록 과제중심형 조직으로 적극 활용하고, 범정부적 기관간 자원 공동활용, 인사교류도 

1)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작성한 “박근혜 정부 국정목표 및 국정과제(안)(2013. 2. 21)”을 보면,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3.0 달성”과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추진기반”으로 설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국정과제는 “국정목표”별로 묶여 있으나 정부3.0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추진

전략과 더불어 “추진기반”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하겠다. 이는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

원회가 “정부3.0”을 정부운영의 기본원리로 상정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2013년 5월 31일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140개)”에서도 “정부3.0”은 다른 6개 국정과제와 묶여서 제시되기는 

했으나 “추진기반”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물론 그 후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3.0”이 정부운영의 기본

원리로 실제로 작동하였는지는 진단이 필요한 일이다. 

2) “정부3.0은 전자정부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2013년 2월 18일의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

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3) 우윤석(2013)이나 정주용･하민철(2014) 등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3.0을 행정개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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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하려는 것이다4). 

뒤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지만, 정부3.0에는 3대 목표5)가 있다. 그것은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3.0의 3대 목표 중에서 ‘서비스 

정부’의 성과를 진단하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고찰

1. 정부3.0 선행연구 개괄

정부3.0에 대한 연구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6). 이는 정부3.0이 

2013년 6월 19일 ‘정부3.0 비전 선포식’과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는 정부3.0에 대한 탐색

적 연구와 개념규정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다(방민석, 2013; 이정욱, 2013;최영훈, 

2013; 김순은, 2013, 이승종･오영균, 2013; 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한민, 2013; 고

경훈･김건위, 2013, 오영균, 2013). 그리고 정책별, 행정기관별로 정부3.0을 추진하기 위

한 방안 및 해결과제를 모색하는 연구(홍선희, 2013; 임성근, 2013; 박성정 외, 2013; 정

종철, 2013; 조준억, 2013; 김형성, 2013), 지방정부3.0을 모색하는 연구(오영균, 2013; 

이영, 2013; 배준구, 2013) 등이 잇따랐다. 

2014년에도 2013년에 이어서 정책별, 행정기관별, 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정부3.0을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졌다(명성준･주상현, 2014; 최선향･신상명, 2014; 임상규, 

2014; 권미경, 2014; 강혜경, 2014; 박용성 외, 2014). 

한편 2015년에는 정부3.0 변화관리와 성과관리에 관심을 보인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김미경, 2015; 조세현, 2015. 박해육･박희정, 2015). 이들 연구는 주로 관련학회 

학술대회와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되거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표

4) 안전행정부. (2014). 2014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추진계획. 

5) 정부3.0의 ‘3대 목표’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2013. 6. 19) 문건에서는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

부’, ‘서비스 정부’를 ‘3대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나, ‘정부3.0 발전계획’(2014. 9. 17) 문건 이후부터는 

‘3대 목표’로 수정함에 따라 본 글에서는 일관성을 위해서 ‘3대 전략’으로 통일하기로 한다. 

6)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정부3.0이 주창되기 전에 명승환･허철준(2012)이 정부3.0의 모형을 제시한 바 

있으며, 반드시 정부3.0이라 명명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유사한 논의들이 이전부터 있었음도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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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 정부3.0의 개념 탐색 연구

오철호 등(2013)은 정부3.0 등장배경을 정보통신환경의 변화, 세계화 등 세계적 변화

의 흐름, 후기 공공관리론에서 찾는다. 방민석(2013)은 정부3.0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

영방식이자 정부개혁 패러다임이라고 규정한 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그는 기존 추진정책에 대한 성찰과 재평가를 거친 뒤, 정부3.0에 대한 

정교한 실행전략을 짜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정부3.0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화 

방법론을 선택해야 하며, 추진성과의 평가 및 분석방법을 모색하고 대국민 홍보활동 등

을 제언한다. 

우윤석(2013)은 정부3.0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불충분하다면서 미국, 호주, EU, 일본

의 정부개혁을 소개한 뒤, 시사점을 제시한다. 정부3.0은 기술적 수준이나 포괄성에서는 

뛰어나지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공공정보 공개,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협

업체계 구축, 맞춤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참여확대 등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3.0에 대한 개념규정을 행정개혁에 찾으려는 연구도 있었다. 우윤석(2013)은 정

부3.0을 행정개혁으로 본 뒤, 해외의 정부개혁에서 정부3.0 추진과제별로 비교하고 있

다. 정주용·하민철(2014)도 정부3.0을 행정개혁으로 규정한 뒤, 집행과정에서 성공의 관

건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무원의 집행수용성이라고 강조한다. 중앙정부에서는 정책모호

성으로 인한 해석체계의 혼선, 부족한 재정지원과 인센티브 부재가 정부3.0의 집행을 가

로막을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정부3.0 집행이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정책 우선순위 

등에 영향을 받으며, 공무원 차원에서는 집행실무진의 잦은 교체로 인한 개혁 관련 맥락

적 지식의 상실, 조직 내 소통 및 협업의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

한다. 정주용(2014)도 정부3.0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반응에 주목해 행정개혁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3. 정부3.0 종합적 평가 연구

정부3.0의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주로 한국정책학

회, 한국행정학회 등 관련학회, 정부3.0추진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 등의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에서 주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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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한국정책학회에서는 2013년 12월에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면서 ‘정부3.0의 

과제’, ‘정부3.0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 ‘정부3.0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학술대

회를 개최했다. 정부3.0 추진전략의 분석과 과제(이정욱, 2013),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의 

성과와 전망(김재일, 2013), 정부3.0의 성과와 향후계획(김성렬, 2013), 정부3.0에서 민

원행정서비스 개선 사례분석(김형성, 2013) 등 정부3.0의 추진현황, 성과, 개선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4년 2월에는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연구원 공동기획으로 ‘신뢰받는 정부3.0 구

현의 확산 전략’이라는 심포지엄을 개최되었는데, ‘투명한 정부’를 집중 조명하였으며, 

그 성공요인으로 공공데이터의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활용정책을 제시했으며, 조기정착

을 위한 제언도 제시되었다.

정부3.0 추진 3년차인 2015년 5월에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

회가 공동으로 정부3.0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정부3.0 성찰과 향후 방향’이라는 주제

로 정부3.0의 현황을 소개하고, 내재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 컨퍼런스는 정부3.0의 현황

과 과제가 소개되고(권기헌·한승준, 2015), 정부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략을 모색

하는 자리가 되었다(명승환, 2015). 그리고 정부3.0 내재화를 위한 변화관리(김미경, 

2015), 협업활성화(조세현, 2015)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정부3.0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위한 지수개발도 시도되었다. 이재호·김윤권·임

성근·허준영·오윤경(2014)은 정부3.0지수 개발을 시도했다. 이들은 일하는 방식, 계획 

달성, 성과 창출의 3개 영역에서 모두 16개의 지표로 정부3.0의 범정부적인 상황을 측정

할 수 있는 지수를 제시했다. 

이상과 같이 정부3.0 관련 선행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종합적

인 분석 및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추진과제별 연구에서도 그동안 ‘투명한 정보’와 ‘유능

한 정부’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는데, 최근에 ‘서비스 정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우리나라 정부3.0 추진계획과 ‘서비스 정부’의 추진과제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서 수립된 계획 중 가장 대표적인 계획이라

고 하면,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정부3.0 발전계획’을 들 수 있다. ‘정부3.0 추진 기

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수립된 것이고, ‘정부3.0 발전계획’은 민간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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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고자 2014년 7월에 출범된 ‘정부3.0추진위원회’가 수립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 

두 개의 정부3.0 추진계획에 담겨있는 ‘서비스 정부’의 추진과제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1. ‘정부3.0 추진 기본계획’과 ‘서비스 정부’의 과제 

먼저,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계획은 2013년 6월 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되었다. 이 계획에는 ‘서비스 정부’와 관련하여서는 네 가지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다. 즉,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

톱 지원 강화’,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

형 서비스 창출’ 이 그것이다. 

위 네 가지 추진과제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첫째,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과제는 ①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②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③민원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④시

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과제는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이력정보 및 경영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범정부적 협

업체계를 구축해 기업 유형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지자체에 허가 전담창구의 설치를 확대하고 ‘기업활동 지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원스

톱 기업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셋째,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과제는 지역주민센터를 복지허브로 개편

해 원스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센터와 우체국간의 협업을 통해서 취약계층에 대

한 복지서비스 확대 등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최접점 민원창구를 확대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및 앱(APP)의 접근성 표준화와 품질인증, 영상수화 상담, 보조기기 

지급 등으로 장애인과 고령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넷째,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과제는 최신 정보기술(전자태

그, 위치정보 등) 기반의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등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스마트 안전귀가’ 서비스 기능 강

화, ‘기업마을 앱’을 통한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도 제공 등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

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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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주요사항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개인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민원24 고도화를 통한 통합생활민원정보 제공
∙ 시스템 연계･통합을 통한 국민불편사항 해소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 맞춤형 창업･기업활동 지원 강화
∙ 원스톱 기업민원 서비스 제공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 주민센터 등 최접점 민원창구 확대
∙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제고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
∙ 모바일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표 1>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의 정부3.0 ‘서비스 정부’ 추진과제  

출처: 필자 정리

2. ‘정부3.0 발전계획’과 ‘서비스 정부’의 과제

다음으로 ‘정부3.0 발전계획’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정부3.0 추진

위원회’가 2014년 9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함으로써 그 내용이 공개 되었다. 이 계획은 

당시 정부3.0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부족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만한 특단의 전략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을 수정, 

발전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3.0 발전계획’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행복 국가’라는 비전과 3대 목표, 8대 핵심

과제, 25개 단위과제를 제시하였다.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서 ‘3대 전략’이었던 ‘투

명한 정부’, ‘유눙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3대 목표’로 변경

되었다. 그리고 ‘서비스 정부’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과제로 ①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

대 해소, ②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③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제시

되었다. 

이러한 ‘서비스 정부’의 세 가지 핵심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2>). 

첫째,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과제인데, 이는 미리 찾아가는 선제적 서비

스를 제공하고,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이제까지 ‘국

민신청-정부승인’ 형태의 서비스 제공방식을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 혹은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정부가 작성해 제시하며, 기

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공공요금 감면과 교육급여 등을 자동으로 신청하며,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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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부모에게 제시하며, 연말정산도 정부가 

보유정보로 신고서를 먼저 작성하고 국민이 보완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복지 및 생활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민간참여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선제적으

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국민 개개인의 수급자격 변동사항, 복지서비스, 생활정보 등이다. 

그리고 새롭게 단전･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사회적 위기정보 연계, 빅데이터 분석, 

복지누락자 등을 발굴하겠다고 했다.

둘째,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제인데, 이는 우선 맞춤형 서비스 통합을 

국민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하

며,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 처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음으로 핵심영역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으로서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

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손안의 정책정보’ 서비

스를 구축하고,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국가직무능력표준

(NCS)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셋째,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과제인데, 이는 정부서비스 설계단계에서부

터 제공 및 평가･환류까지 민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주도의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출처: 정부3.0추진위원회(2014:44)을 필자 수정

 

핵심과제 주요사항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 정부제안-국민확인 방식의 서비스 도입
∙ 사각지대 해소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정보 선제적 제공
∙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 활용하여 숨겨진 사각지대 발굴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개별 부처중심의 서비스 통합사업을 국민중심으로 재설계
∙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 서비스처리 제도 도입
∙ 장애인 지원시스템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
∙ 중소기업을 위한 ‘손 안의 정책정보’ 서비스 구축
∙ 분산된 일자리 정보 통합 및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정보 연계
∙ 민원24를 통한 다양한 생활민원정보 확인 및 서비스 처리
∙ 국민 개인의 수혜 가능 서비스를 통합 확인 및 종합 안내
∙ 정책･서비스 정보 창구를 대한민국정부포털로 통합

‘정부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
달체계 혁신

∙ 민간주도 개방형 서비스 혁신체계 구축
∙ 정부 서비스를 민간포털 등도 직접 제공 가능하도록 연계 추진
∙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강화

<표 2> ‘정부3.0 발전계획’의 ‘서비스 정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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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설계: 자료수집, 기술적 통계, 그리고 분석방법론

1. 자료수집

정부3.0의 ‘서비스 정부’에 대한 인식도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규모(표본)는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정

부부처와 자치단체, 관련부서 소속의 공무원 370명, 학계 및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60

명을 선정했다(<표 3>). 조사기간은 2015년 10월 7일에서 10월 17일까지이었다. 

구 분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

조사대상 전국 20세 이상 성인 남녀
정부부처, 자치단체, 관련부서 
소속의 공무원

학계,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

조사지역 5대 도시 전국 전국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이메일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
/이메일 조사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무작위추출
한국행정학회 회원명부 
무작위 추출

유효표본 500명 370명 60명

<표 3> 설문조사 개요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통계

설문조사에 응답한 일반국민, 공무원,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먼저 일반국민은 연령별로 18.2%, 19.0%, 24.2%, 24.8%, 13.8%로 분포되어 있어서 40대

와 50대가 가장 많다. 성별은 각각 50%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직업에서는 일반사무직

(27.4%),  전업가사(24.0%), 그리고 서비스·판매업(16.2%)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학력별로 보면 대졸 이상이 58.2%로 반절 이상이며 고졸 이하는 32.0%로 1/3에 

해당하는 분포이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거주지는 서울이 55.0%로 가장 많고 부산

(17.0%), 대구(12.2%), 광주(7.4%), 대전(8.4%)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46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500 100.0

연령

29세 이하 91 18.2

30~39세 95 19.0

40~49세 121 24.2

50~59세 124 24.8

60세 이상 69 13.8

성별
남성 243 48.6

여성 257 51.4

직업

전문직 25 5.0

공무원 6 1.2

관리직 14 2.8

일반사무직 137 27.4

서비스·판매업 81 16.2

기술자 12 2.4

기계조작·조립업 9 1.8

단순노무직 9 1.8

전업 가사 120 24.0

무직(취업 준비 포함) 48 9.6

학생 38 7.6

모름/무응답 1 0.2

학력

중졸 이하 43 8.6

고졸 122 24.4

대학재학 38 7.6

대졸 252 50.4

대학원 이상 39 7.8

모름/무응답 6 1.2

거주지

서울 275 55.0

부산 85 17.0

대구 61 12.2

광주 37 7.4

대전 42 8.4

<표 4> 일반국민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5>와 같다. 먼저, 중앙공무원은 

55.6%, 지방공무원(44.4%)으로 지방공무원이 약간 많고, 성별은 6:4 정도로 남성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53.3%로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특별시도, 

광역시도) 25.2%, 기초자치단체 19.3%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공무원의 근속연수를 

보면 20-30년 43.9%로 거의 반절 정도로 분포되어 있으며 30년 이상이 11.9%, 15-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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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7.8%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이 45.9%로 가장 많

고, 대전(20.7%), 광주(15.6%), 부산(11.1%), 그리고 대구(6.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35 100.0

구분
중앙공무원 75 55.6

지방공무원 60 44.4

성별
남성 83 61.5

여성 52 38.5

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부처/위원회) 33 24.4

중앙행정기관(청) 39 28.9

특별·광역자치단체 34 25.2

기초자치단체(시·군·구) 26 19.3

모름/무응답 3 2.2

근속년도

5년 이내 6 4.4

5년 이상 10년 이내 15 11.1

10년 이상 15년 이내 15 11.1

15년 이상 20년 이내 24 17.8

20년 이상 30년 이내 59 43.9

30년 이상 16 11.9

모름/무응답 3 0.8

거주지

서울 62 45.9

부산 15 11.1

대구 9 6.7

광주 21 15.6

대전 28 20.7

<표 5> 공무원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먼저, 성별은 남성

(93.3%)이 여성(6.7%)보다 훨씬 많고, 직업은 대학교수(강사포함)가 93.3%로 월등히 많

고,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3.3%), 그리고 공공기관임직원(3.3%)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문가의 전공을 보면, 행정학 전공자가 86.7%로 가장 많고, 정책학(8.3%), 정치학

(1.7%), 법학(1.7%), 경제학(1.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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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60 100.0

성별
남성 56 93.3

여성 4 6.7

직업

대학교수(강사 포함) 56 93.3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2 3.3

공공기관 임직원(공무원 포함) 2 3.3

전공

행정학 52 86.7

정책학 5 8.3

정치학 1 1.7

법학 1 1.7

경제학 1 1.7

<표 6> 전문가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3. 설문항목

1)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

<설문> '정부3.0'에서는 ①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투명한 정부, ②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③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의 3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있어서 이들 3대 전략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3.0' 3대 전략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중요하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중요
하다

⑤
매우  

중요하다

1.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정부를 투명 하
게 한다(투명한 정부).

① ② ③ ④ ⑤

2.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하 여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든다(유능한 정부)

① ② ③ ④ ⑤

3. 국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서
비스 정부)

① ② ③ ④ ⑤

<표 7> 정부3.0 ‘서비스 정부’ 중요도 설문 문항  

본 연구에서는 정부3.0의 3대 목표인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중에

서도 ‘서비스 정부’에 한정해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7>와 같은 3개 

설문항목 중에서 3번째의 설문항목을 통하여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서

비스정부에 대한 설문항목은 “국민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부

3.0’ 정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념을 그대로 활용하여 설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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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비스 정부’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의 만족도

‘정부3.0 발전계획’에서는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로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그리고 ‘정부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3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정

부 주도에서 민간참여로 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과제는 앞의 두 과제에 비해 뒤늦게 추

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

지대 해소’와 ‘개인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과제는 세분하여 4개 항목으로 나눴다. 

즉,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맞춤형 서비스’, ‘통합서비스’7)로 분리하여 설

문에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설문 항목은 아래 <표 8>과 같이 ‘정부3.0 발전계획’에서 규

정하고 있는 개념을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하였다. 

<설문> 정부는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의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심과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⑨
잘 

모르겠다

1. 국민들이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먼저 찾아서 알려주는 찾
아가는 서비스가 확대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2. 중앙정부 및 지자체는 민간참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시
켰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3. 개인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
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4. 여러 곳의 공공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을 
방문하면 관련 공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⑨

<표 8> 정부3.0 ‘서비스 정부’ 과제 만족도 설문 문항  

4. 분석 방법론

먼저 조사대상자 각 그룹 간(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중요도와 수

7) 여기서 ‘통합서비스’는 ‘원스톱서비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백오피스에서 행정시스템이 통합

되어 있어야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고, 원스톱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서비스

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스톱서비스’를 ‘통합서비스’라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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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네 그룹 간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수행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에 따라서 향후 정부3.0의 실천 전략을 

예측해 보기 위하여 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라는 중요도와 달성도

(IPA) 매트릭스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23.0 통계 패키지 프로

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더불어 전문가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IPA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

시하였다. 면접조사의 모집단은 ‘행정자치부 지정 2016년도 정부3.0 전문강사단’(이하 

‘정부3.0 전문강사단’이라 함) 77명으로 하였다. 이처럼 정부3.0 전문강사단을 조사대상 

모집단으로 한 이유는 이들은 정부3.0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인정 받아 행정자치부가 

공식적으로 정부3.0 전문 강사로 지정한 자들이며, 수개월 이상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

으로 정부3.0 교육을 실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3.0 전문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의견 청취를 실시한 결과 유효표본은 총 22명이었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을 활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6년 8월 22(월)에서 8월 25(목)까지 4일

간이었다. 

5. IPA(Important Performance Analysis) 방법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방법은 Martilla와 James(1977)에 의해 처음

으로 시작된 분석방법이다. 수행도(performance)를 대신하여 만족도(satisfaction)의 개

념을 통하여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마케팅 분야

에서 특정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폭넓게 활용되었으

며, 사회복지, 정책학, 그리고 행정학 분야에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다(최영출·이지혜,2014; 김필두·류영아,2014; 김경대·이규

환,2015; 양영철외,2016).

IPA 방법은 일반적으로 평균값을 통하여 4사분면의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기법이다. 그런데 평균값을 통하여 만족도와 중요도를 측정할 경우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 점수가 50점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4사분면으로 강제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의 평균이 50점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다는 50

점을 기준으로 4사분면을 나누어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양영철 외, 2016), 또한 중요도

와 만족도(성취도)를 측정하여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A의 분석방법은 일반적으로 정책의 만족도에 그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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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 만족도와 중요도를 매트릭스화 하면서 만족도와 중요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추진방법을 재고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의 

만족도 및 체감도 조사는 우선순위를 평가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반면 IPA분석방법은 

정책의 추진과제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

먼저,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설문하여 각각의 

정책 및 제도에 대하여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한다. 측정한 중요도와 만족도는 각각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도식화한다.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도식화된 도면은 4사분면으

로 표시되고, 각 4사분면의 위치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한다(Martilla, J. A. and 

James, J. C., 1977). 

<그림 1>과 같이 그래프에서 제시된 4사분면의 분포에 따라 정책의 의미가 각각 다르

게 부여된다. 제1사분면(유지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높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

요하다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어야 한다.

높
음
↑
중
요
도
↓
낮
음

제2사분면 제1사분면

집중영역(Concentrate here)

높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유지영역(Keep up the good work)

높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제3사분면 제4사분면

저순위영역(Low Priority)

낮은 중요도-낮은 만족도

과잉영역(Possible Overkill)

낮은 중요도-높은 만족도

낮음                          ← 만족도 →                         높음

<그림 1> IPA 분석(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IPA)의 도식화 

출처 : 최원희(2013)와 문수열(2015)을 재정리.

제2사분면(집중영역)은 중요도는 높은데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다고 

평가하고는 있지만 반면에 그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영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

은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제3사분면(저순위영역)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모두 낮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지 않

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만

족도가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하지만, 중요도가 낮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는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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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밀리게 된다. 

제4사분면(과잉영역)은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는 높은 영역이다. 정책을 중요하지 않

다고 평가하지만, 그 정책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른 정책에 더 노력을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최원희, 2013:48-49; 문수

열, 2015:59-60).

본 연구에서는 IPA 분석에서 응답자들의 정부3.0 ‘서비스 정부’ 4개의 핵심과제의 중

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공무원,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들의 차이를 분석

하고자 한다.  ‘서비스 정부’ 4대 핵심과제의 중요도와 만족도의 접점 기준은 평균값, 표

준편차, 중앙값, 임의적인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각 그룹 간의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4분면을 도식화하여 분석하였다. 

IPA 분석방법은 정부가 ‘서비스 정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세부과제의 추진전

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떠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제2사

분면), 어떤 과제는 현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며(제1사분면), 어떠한 과제는 만족

도가 낮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에 낮은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제3사

분면), 마지막으로 만족도가 높은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정책과제(재4사분면)는 

이미 과잉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순위에서 뒤로 해도 된다. 이와 같이 IPA 분석방법 세부

과제를 유형화하여 유용한 추진 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Ⅴ. 분석결과

1.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

1)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

‘서비스 정부’에 대한 만족도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

가들이 ‘서비스 정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4.31), 다음으로 지방공무원

(4.17), 중앙공무원(4.14), 그리고 일반국민(3.96)의 순이다.

일반국민들은 서비스 정부에 대하여 공무원들(4.14, 4.17) 보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인

식하고 있지 않다(3.96)고 인식하고 있으며, 4개의 그룹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3.0의 3대 전략 중에서 ‘투명한 정부’(4.18)와 ‘유능한 정부’(4.24)에 비하

여 ‘서비스 정부’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4.02). ‘서비스 정부’보다는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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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부’와 ‘투명한 정부’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평균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 4.14 4.17 3.96 4.31 4.02

과제별 
서비스
정부의 
만족도

찾아가는 서비스 3.39 3.62 2.66 3.00 2.85

사각지대 해소 3.33 3.49 2.71 2.86 2.86

맞춤형 서비스 3.58 3.47 2.67 2.80 2.85

통합 서비스 3.49 3.45 3.07 3.21 3.17

<표 9>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평균

     

2) 과제별 ‘서비스 정부’의 만족도

‘서비스 정부’의 과제별 만족도는 중요도에 비하여 낮으며, 특히 일반국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과제의 평균이 2점대에 머물고 있다. 한편, 공무원의 

과제별 만족도는 3.5점대로 중간 이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 서비스의 제공자인 공무원과 수혜자인 일반국민 간 차이가 있음

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무원 간 차이를 보면 현장에서 서

비스의 수혜자와 면대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은 ‘찾아가는 서비스’와 ‘사각

지대 해소’의 만족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다. 반면 중앙공무원은 ‘맞

춤형 서비스’와 ‘통합 서비스’의 만족도는 현장의 행정서비스에 비하여 비교적 높게 평

가하고 있다. 

2.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

1)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

먼저 공무원과 일반국민 및 전문가와의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서비스 정부의 중요도에 대해

서는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국민과 전문가간의 인식 차

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평균 차(I-J)를 보면 일반국민에서 전문가 간의 서비스 정부

의 중요도를 뺀 결과가 -.349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가 ‘맞춤형 서비스’의 중요

성을 일반국민 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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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서비스 정부 중요도

중앙공무원 .032 -.179 .170

지방공무원 -.211 .138

일반국민 .349*

<표 10> 서비스 정부의 그룹 간(I-J) 중요도(ANOVA분석) 

 유의수준 : ***≦0.001<**≦0.010<*≦050 

2) 과제별 ‘서비스 정부’의 만족도

(1) 찾아가는 서비스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 간 ‘찾아가는 서비스’의 만족도는 차이가 있으며, 또한 지방공

무원은 일반국민, 전문가 간의 ‘찾아가는 서비스’의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음이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0.000, 0.021)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일반국민 간의 차

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일반국민과는 달리 ‘찾아가는 서비스’의 만

족도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그것도 지방공무원(.960))이 중앙공무원(.732)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그룹간 평균 차이(I-J)를 보면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와의 

차이는 0.732, 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와의 차이는 0.960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에 비하여 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들

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사각지대 해소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 전문가 간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으

며, 또한 지방공무원도 일반국민, 전문가 간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

가 있음이 유의확률 0.000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가 일반국

민과 전문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유의확률 0.000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사각지대 해소’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

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일반국민과는 달리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만

족도에 긍정적이며, 그것도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

고 있다. 그룹간의 평균 차이(I-J)를 보면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과의 차를 보면 0.624로 

차이가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과의 차이를 보면 0.78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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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중앙공무원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하지 않으며, 지방공무원과는 ‘사각

지대 해소’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여(0.007) 지방공무원이 전문가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룹간의 평균 차이(I-J)를 보면 지방공무원과 전

문가와의 차이를 보면 0.629로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만족도도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같

이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갭이 매우 크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3) 맞춤형 서비스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 전문가 간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으

며, 또한 지방공무원도 일반국민, 전문가 간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

가 있음이 유의확률 0.000, 0.004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가 일반국민과 전문가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맞춤형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

이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일반국민과 전문가와는 달리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이며, 그것도 지방공무원이 중앙공무원에 비해서 더 긍정적이었

다. 네 그룹 간의 평균 차이(I-J)를 보면 중앙공무원과 일반국민, 전문가와의 차를 보면 

각각 0.905과 0.779로 차이가 있으며, 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 전문가와의 차를 보면 각

각 0.796과 0.670으로 나타났다.

            I
   J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전문가

찾아가는 서비스 만족도

중앙공무원 .228 -.732* -.389

지방공무원 -.960* -.617*

일반국민 .343

사각지대 해소 만족도

중앙공무원 .158 -.624* -.152

지방공무원 -.782* -.471*

일반국민 -.629*

맞춤형 서비스 만족도

중앙공무원 .158 -.905* -.779*

지방공무원 -.796* -.670*

일반국민 .126

통합 서비스 만족도

중앙공무원 -.036 -.412* -.280

지방공무원 -.376* -.243

일반국민 .133

<표 11> 서비스 정부의 그룹 간(I-J) 만족도(ANOVA분석) 

  

 유의수준 : ***≦0.001<**≦0.0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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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

한 만족도와 같이 공무원과 국민들 간의 갭이 매우 크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4) 통합 서비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 간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

음이 유의확률 0.025, 0.090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모두가 

일반국민과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공무원과 일반국민 간의 

‘통합 서비스’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상이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다른 서비스의 내용과 같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은 일반국민과 달리 ‘통합 서비스’

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이다. 공무원과 일반국민 ‘통합 서비스’의 만족도 평균 차이(I-J)

를 보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과 일반국민과 차를 보면 각각 0.412과 0.376으로 차이

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통합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도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같이 공무원과 일반국민(전문가 제외) 간의 갭이 매우 크게 인식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IPA의 분석결과

1) 그룹 간 IPA 분석의 결과

현 정부가 정부3.0을 통하여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그리고 ‘서비스 정부’를 지

향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형 서비스의 본격적인 제공을 목표로 ‘서비스 정부’를 추구하

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그리

고 전문가 간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드러났다.

이러한 각 그룹 간의 차이를 보다 더 구체화하여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를 통하여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살펴보고 전략을 제시해 보고자 한

다.

<그림 2>에서 <그림 5>까지의 그림은 각 그룹 간의 IPA 분석결과이다. 먼저 중앙공무

원은 ‘사각지대 해소’와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핵심과제에 대하여 만족도는 낮고, 중요

도도 비교적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통합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중요도 모두 높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공무원 입장이라면 정부3.0을 통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매우 애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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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족도는 낮지만 중요도 또한 낮은 ‘사각지대 해소’와 ‘찾

아가는 서비스’도 당장 필요한 과제가 아니라는 인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요도가 높은 

‘통합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가 이미 만족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핵심과제들도 강력하게 추진하기도 애매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공무원

의 인식 패턴을 통하여 본다면 정부 3.0에 대한 핵심과제에 대한 추진은 답보 상태로 

남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공무원과 다른 

인식의 패턴을 갖고 있다. 우선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중요도가 모두 낮다

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맞춤형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만족도와 중요

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과제에 대해서

는 중요도가 높은데 만족도가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패턴을 통하여 볼 

때 지방공무원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핵심과제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4>의 일반국민은 ‘통합 서비스’는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가 높은 과제로 인식

하고 있어서 지나치게 과잉투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일반국민

들은 그러한 ‘통합 서비스’보다는 중요도는 높은데 일반국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통합 서비스’에 

대해서 모두 중요도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각지대 해소’는 만족

도가 낮으며, ‘찾아가는 서비스’와 ‘통합 서비스’는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가 낮다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집중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앞으로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핵심과제로 지방공무원

은 ‘사각지대 해소’를, 일반국민은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전문가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들(중앙/지방)은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만족도가 낮은 ‘맞춤형 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를 좀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과제로 인식

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공무원들과 일반국민, 전문가들과의 인식의 차이

가 어디서 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정부 서비스의 고객인 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정부3.0의 핵심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중요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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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지만 만족도는 높은 ‘통합서비스’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지나친 투자보다는 다른 세

부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2> 중앙공무원의 IPA 분석결과 <그림 3> 지방공무원의 IPA 분석결과

<그림 4> 일반국민의 IPA 분석결과 <그림 5> 전문가의 IPA 분석결과 

  

2) 그룹 간 종합적인 IPA 분석결과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반국민, 그리고 전문가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평균을 

기준으로 IPA 종합 분석결과를 <그림 6>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2>부터 <그림 5>까

지는 각 그룹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지만 <그림 6>에서는 4 그룹의 평균을 

기준으로 중요도와 만족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전반적으로 일반국민과 전문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정부의 구현을 위

한 4개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평균 이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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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들(중앙/지방)은 모든 핵심과제에 대하여 만족도가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중앙/지방)은 만족도와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맞춤 서비스’를 인식하고 있

다. 

반면 중앙공무원은 ‘찾는 서비스’와 ‘사각지대 해소’의 핵심과제에 대하여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직접 고객인 일반국민들을 상대하기 때문

에 이들 세부 과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지방공무원은 ‘통합 서비

스’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데 비해서 중앙공무원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

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서로 정부3.0 서비스정부의 구현을 위한 입장의 차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그룹 간 IPA의 종합 분석결과

공무원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고, 일반국민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이라는 차

원에서 <그림 6>를 살펴본다면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만족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에 집

중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통합 서비스’에 대하여도 점진적인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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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정책적 함의와 연구의 한계

1. 정책적 함의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에 대해 IPA분석결과와 면접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정

책적 함의를 찾고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일

반국민, 그리고 전문가 간의 정부3.0 서비스 정부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의 차이(gap)

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과제별 서비스 내용을 그룹 간 입장에서 

출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1) 그룹 간 정책에 대한 입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서비스의 수혜자인 일반국민들과 서비스의 공급자인 

공무원들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결과이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IPA 결과가 공무원과 일반국민에 있어서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

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면접조사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찾아가는 서비스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은 특히 지난 2년간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바,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중요도와 만족도 모두가 높게 체감된 것이라 판단

된다.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 공무원은 만족도가 높으나, 

일반 국민들은 만족도가 떨어진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 해석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공무원들이 만족하는 것은 핵심과제 수행에 대한 만족도이고, 일반국민이 만족하는 

것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일 것이다. 이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정부가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그동안 핵심 사업으로 추진

해 왔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을 가능

성이 언급되었다. 한편, 일반국민의 입장에서는 특히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경우 피부

로 느낄만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과제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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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3.0의 난해성

다음으로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이 설문조사 결과 확인되었으며, 그런 문제가 안고 

있는 심각성도 정책 과정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은 현장에서 

혼란 야기, 국정과제의 비효율적 추진가능성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전문가에게 어려운 개념이라면 일반국민들에게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

적도 하였다. 

정부3.0이 추진된 지 3년째인 현재도 공무원 응답자의 53.9%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 

응답자의 42.6%가 정부3.0 개념이 어렵다고 응답한 것을 놓고 볼 때, 정부3.0의 개념

의 불명확성 또는 모호성이 상당 부분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면서 국정과제가 비효율

적으로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 정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정부3.0’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리 만무하다. 

정부3.0 개념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어렵다고 한다면, 일반국민

들은 당연히 정부3.0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 

이러한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이 정부3.0이 포괄하는 정책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내부에서 숙성되어 나온 전략과 정책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앙부처라는 한 단계를 더 거쳐 내려온 과제이기 때문에 정부3.0 추진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3.0 개념이 어렵다는 공무원(53.9%)이 전문가들(42.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당초 정부3.0 개념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에서 시작되었

다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글로벌 정부혁신 트렌드(폐쇄형 혁신->개방형 혁신)가 반영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공직사회에 정부3.0의 이해도와 체감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중앙추진부처는 매

우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반해 다른 기관들(특히 지자체)들은 정

부3.0을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서부터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의견을 참고할 때 정부3.0 개념의 난해성은 신속히 해소되어야 할 부분이며,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정부3.0의 포괄 범위

와 추진전략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62 ｢행정논총｣ 제55권 제2호

3) 정부3.0의 전략의 모호성

면접조사를 통한 정부3.0의 문제점으로 정부3.0 전략의 모호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정부3.0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 보니 정부3.0이 아닌 것이 없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었

다. 

정부3.0의 전략(맞춤형서비스,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의 명확한 개념정의와 논리

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관성 없는(예: 2013년 10대 핵심과제로부터 2014

년의 8대 핵심과제로의 변경) 예시 중심으로 논의되면서 현장 실무자들이 정부3.0 관

련 업무의 가이드 또는 해석도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공급자인 공무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 너무 많다. 대다수의 공무원이 클라우

드와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결국 공무원 주도적 사업이 아니라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3.0 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등장했던 개념이 결국은 ‘이것도 저것도 알고 보니 전부 정부3.0이네’로 희석

돼 버렸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정부3.0의 개념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애매한 점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급자

나 수혜자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으며, 정책의 희화화되거나 추진력을 잃

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책은 명확성과 구체성을 잃을 때 효과도 매

우 반감될 수 있고, 추진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3.0의 개념 규정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본다.

4) 공급자 위주의 정책 추진

정부3.0의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서두르다보니 오히려 기관 간 반감이 생기고, 

정부3.0 관련 장기적 인프라 건설에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

다. 또한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공급자 중심이 되어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도 지적되었다.

3~4년 만에 정부3.0의 가시적 성과를 얻기 위해 서두르는 것은 추진주체와 그 외 기

관 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문제가 축적되는 상황이라 판단

된다. 

정부3.0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도와는 달리 결국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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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결과적으로 공급자 측면을 강조하게 되어 소비자 입장에서의 체감도가 상대적

으로 낮다는 것이다. 

정부3.0은 관이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고 국민의 주도하는 방식인데, 여전히 공무원들

은 관이 주도하여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정부3.0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정부3.0의 정책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다보니 일반 국민에 까지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

전하는데 한계가 노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지방정부 

및 일반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선회할 필요

가 대두된다.

2. 연구의 한계

이상과 같은 정부3.0 서비스 정부의 핵심과제 IPA분석 결과와 면접조사의 결과는 향

후 정부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보완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특히, IPA분석이 보여 준 일반국민과 공무원 간의 차이는 공무원이 공공서

비스의 공급자이고, 일반국민은 수혜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반국민의 인식이 정부3.0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러한 본 연구는 인식조사를 토대로 분석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상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인식 조사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지방공무원이나 일반국민들의 조사는 원천적인 한계가 있음이 본 

논문의 가장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인터뷰를 통한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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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Using IPA Analysis

Sung-Geun Lim, Soon-Chang So & Chang-Sub Le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set Government 3.0 as its new paradigm for 

government operations and is the basis for pushing for key government tasks. The authors 

aimed in this study to diagnose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 Government' initiative 

among the three major goals of Government 3.0.

To clarify the analysis, the major tasks of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were 

categorized as 'visiting service,' 'elimination of blind spots,' 'tailored service,', and 

'integrated service' before asking questions. An IP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importance and satisfaction of the four items as perceived by the respondents.

The IPA analysis confirmed there is a gap in perceived importance and satisfac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public officials, the general public, and experts. 

The difficulty of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Government 3.0 needs to be resolved quickly, 

and it seems necessary to adjust the scope and strategy of Government 3.0 while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in charge of implementing respective 

policy.

The results of the IPA analysis on the key tasks of the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are expected to provide numerous implications when considering potential complementary 

measures required to implement Government 3.0 'Service Government' in the future. The 

IPA analysis shows, in particular,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l public and 

government officials should be resolved so that the public's general perceptions are reflected 

in Government 3.0 policy when seen from the perspective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suppliers of public services and the public is the beneficiary.

【Keywords: Government 3.0, IPA analysis, Service Govern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