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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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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 문제 vs 구조적인 문제

불필요한 논쟁들 : 경기의 저점, 저점통과, W형의 저점, 연착륙?

진정한 고민이 필요한 것 : 인식, 구조와 프로세스, 메커니즘, 시스템

경기적 요소에의 의존심리는 진정한 경쟁력 개선의 기회 상실 초래

지식,서비스산업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취약

걸고 있는 기대

지식서비스산업발전으로 경제 고부가가치화

벤처,신생기업 출현,성장으로 경제 활성화

IT 강국

동북아 중심을 지향하는 금융,물류 강국

반도체,조선,자동차, 철강 등 주력산업 승승

장구

우리의 현실우리의우리의 현실현실

벤처보다는 대기업, 벤처는 ‘위험한 것’

반도체,휴대폰,LCD 등 H/W 중심,일색,

S/W, SI, 솔루션, 서비스 경쟁력 최악

금융산업경쟁력?, 중국에 밀리는 물류경쟁력

양극화 논리로 발목잡는 시장제도,정책방향

대기업은 투자 머뭇머뭇

우리 경제, 인식 구조의 문제(예시)우리우리 경제경제, , 인식인식 구조의구조의 문제문제((예시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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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경제 불안, 경제 양극화, 정책 불신

문제와 처방은 정부, 경제학자보다는 1시간 짜리 TV 특집 프로가 더 생생

경기의 문제와 구조적 문제를 구분해서 국민에게 문제와 대책, 해법 제시를

현재의 구조, 프로세스, 메커니즘이 지속되는 한 민생경제 불안, 경제양극화
의 지속은 불가피

구조, 프로그램의 개선 없이는 정부,공공투자의 성과와 경기 조절효과도 반감
- 추경예산 편성, 한국형 뉴딜 등으로 기대하는 경제적 효과는 ‘계량분석 모델

로만 나타나는 허수’

TV에서도 밀리는 우리당의 경제 해법과 시청자에게 납득 가기 어려운 경제
상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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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제시, 근원에서부터의 접근은 Positive

새로운 국가의 틀, 개혁의 방향 제시

정부, 공공부문의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와 시스템적 개선 노력

국가의 백년대계로서 균형발전

2만불을 향한 국가 로드맵

민생경제에의 관점 집중

눈에 보이는, 그러나 오랫동안 당연시해 왔던 문제들 걷어내기

양극화에 대한 경계

기업도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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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제시로 끝날 문제는 아닐 듯

비전제시에 이은 프로그램, 프로세스의 Remodeling과 Fine Tuning이 필요

‘섬세 조정’의 실패와 간과로는 진정한 개혁의 성취는 있을 수 없어

치밀한 실행전략과 과제, 그리고 실행과 성과관리가 가장 필요한 것

성과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조정을 통해 현재 국가 예산으로 130%의 일도 가능
(R&D, 인프라, 균형발전 등 – ‘평가,자문위원 들의 일관된 목소리’)
현재 문제의 핵심은 비전이 실제 실행의 성과로 나타나는 프로세스,메커니즘, 프로그램
자체의 치밀성에 큰 문제 상존(대통령의 ‘시스템철학’에도 불구하고)

비전

개혁과

프로그램의
성과 부진

프로세스,메커니즘,시스템

프로그램의 치밀성 문제

“성과 창출 및 개선을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거시적 총량적
시스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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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비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치밀성의 허술함이 엿보이는 사례

청년실업 대책 - 청년들도 공감하지 못하는

균형발전 정책 - ‘균특’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치밀성 고려는 간과

금융 구조조정과 금융산업의 선진화 - 금융부처조정 문제에 대한 호된 비판

동북아 중심 - 금융과 물류 부문의 실행프로그램에 대한 회의적 반응

정부부처간의 기능조정과 중복성 배제 - 기업이 염원하고 있는 방향성 외면

IT 정책 - 핵심부품 해외 의존, 소프트웨어취약, 안철수 사장의 ‘분노’

차세대 성장동력산업발전계획 - 선정과정의 어수선함, 프로젝트의 치밀성 부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 - 변변한 국내 전문업체 하나 없는 현실

제조업 공동화 - 쉬쉬하며 이전해 가는 중소기업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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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를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가 엿보이는 실례

경제 상황에 대한 기본 인식

- 곧 걷혀질 문제 vs 구조적 문제

정부위원회간의 역할 조정과 Coordination
- 모든 것 종합하고 조정하고 있다는 정책기획위원회, 납득하지 못하는 국민

당청, 당정간의 국정 협의 메커니즘

- 당의 실질적 필터링을 기대

위원회, 자문기구의 운영 상황과 각 부처 자문관 등의 배치, 활용 현황

- 언론, 국민,  기업은 물론 공무원들도 우려하고 있는데…

국민, 기업의 정책 참여의 형태

- 요식행위, 생색내기, 인터넷 신문고?

유사, 중복, 연계가능 업무의 부처간 조정(Coordination의 실질적 부재)
- 같은 일로 드나들어야 하는 ‘관청’수는 점점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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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접근법



11

아직도 지속되는 문제들(예시) 
– 정부에서는 well done/doing, 국민,기업은 여전히

정부부처 기능 조정

규제완화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혁신

공무원의 encouragement, empowerment (사공은 줄고 감독관 들만)

금융부처간의 governance와 금융산업발전 구도

기업 기 살리기 해법

넘치는 청년실업, 해법 없는 재학생들

차세대 산업 발전 동력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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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개선과 해결을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에게 납득 가는 제도 개선

국민과 기업의 보편적 인식을 부인하기 보다는 귀 기울이고 논리적 설득을

(민생경제, 양극화는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1년전 부터 심각하게

문제 제기)

경기를 논하기 보다는 ‘경기 둔감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 노력

기업과의 간격 좁히기 (투자 망설임의 원인 : 경제정책방향/정치적 요소?)

티나지 않고 반감을 우려내지 않는 공공 개선 (not 개혁)

결단 보다는 섬세한 tuning과 elaboration

비전보다는 프로그램의 꼼꼼한 개선, 성과지향적 평가

당,정(청)의 활발한 정책 협의와 생산적 대안제시 메커니즘

장기적,구조적 과제와 단기적,프로그램성 과제를 구분해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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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속성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접근도 달리해야

큰 국민적 합의와 Program 개
선의 난이도(기술적 난이도, 많
은 소요재원, 긴 기간 등)가 높
은 과제가 있는 반면(1유형)

국민적 합의까지는 필요치 않
으면서도 Program의 개선이
가능한 다수의 이슈들도 존재
(4유형)

전자와 후자를 구분하여 차별
적, 병행적 추진 전략 필요

低

高

국민적 합의

난이도
소요재원
소요기간

高

문제 해결에 대한 대 국민 홍보도 차별적 전개 필요
- 1유형 문제 단기해결을 과신케 함은 금새 실망과 분노로 회귀
- 4유형에 가까울 수록 능숙한 ‘일솜씨’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 실적을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홍보(1차적인 실력검증은 4유형에서 단기간에 판가름, 1,2,3 유형 추진의 원동력)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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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국민적 합의, 높은 난이도,
소요재원,소요기간(1유형)

- 수도이전

1유형 보다는 낮은 국민적 합
의, 난이도,소요재원,기간
(2,3,4 유형)

- 클러스터, 기관이전, 중앙,지
방정부 협업,분권 등

2,3,4유형의 프로그램의 치밀
성과 섬세함이 발휘되지 못한
채 1유형 문제에 대한 국민, 야
당에 대한 비판으로는 부족

低

高

국민적 합의

난이도
소요재원
소요기간

高

수도이전

●

기관이전

●

중앙,지방정부

협업,분권

●

클러스터화●

1유형3유형

4유형 2유형

예시 : 국가균형발전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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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구상과 분야별 개선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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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을 살려가려면

선진형 산업구조의

도출

국가산업 포트폴리오 지도가 필요하다.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은 조화로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대기업을 풀어야 내수가 풀린다.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풀려야 살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책은 조성(형성)보다도 커질 수 있는 시장제도가 더 중

요하다.

부문간 시너지의

극대화

거시경제정책, 산업,지역,기술 정책은 상호간에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각종 국공립기관들과 출연연구소가 재정투자의 스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인투자는 국내 투자와 전략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

구조조정 사업은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으로는 안 된다.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한 실질적 구조개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시적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실업대책은 마약과 같다. 기업을 통해 고용이 일어

나야 한다.

정책시스템의

성과지향 개선

현재의 위원회-정부부처 간의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정책 평가시스템은 재점검되어야 한다.

기업중시 산업정책의

효율화

투자 활력과
질 높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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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산업 포트폴리오 지도가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매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이를 직접 챙기는 리
더쉽이 필요 (일회성의 계획 수립은 무의미, 부가가치, 기술수명주기 등 지속적 파악
필요)

* 삼성그룹은 1990년부터 10년후를 고려한 ‘씨앗사업’, 3~5년후의 ‘묘목사업’,        
당장의 매출 및 수익창출이 기대되는 ‘과실사업’, 정리대상인 ‘고목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회장이 직접 챙겨왔음

-정부가 바뀔 때 마다 명칭을 달리하는 국가 장기 전략 산업군의 호칭은 혼란을 초래
(G7, 프론티어, 차세대성장동력 등)

지금과 같은 유행산업/기술/제품을 잡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리더십 확보 곤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정책 역시 대기업 vs.중소기업의 구조가 아니라
기업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Emerging Stage의 기술과 산업영역에서는 대기업에게도 벤처기업 방식의 지원정책
필요

글로벌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신 산업정책 필요

- 일본 제조업의 국내 U-Turn, 해외의 Reshuffling, 해외진출업체의 매몰 현상 분석

및 반성 등

1. 선진형 산업구조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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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조업과 전문서비스업은 조화로운 발전을 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 조차 서비스업에 대해 혼란스러운 정의

- 경우에 따라 달리 적용, 해석

제조업의 경쟁력 중 많은 부분은 지식과 서비스 부문의 지원역량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

- 지식서비스업의 발전 없이 선진국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전무

- 앞으로 글로벌 경제는 제조와 서비스가 융합된 또는 상호 전략적으로 Co-work하는 곳

만이 경쟁력 발휘 가능

국내에는 국제 수준의 지식서비스 업체는 어떤 영역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

- 경영, 정보, 법률, 디자인 등 소프트산업(그러다보니 시장개방 동시에 국내 시장상실)

소프트산업,지식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필요

- 현재는 각부처별로 역량과 리소스 분산

- 대통령 지시, 연두 기자회견, 각 부처별 계획 등에서 강조는 되고 있으나 실행전략은 크

게 미흡(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종전의 상투적 문구 반복)

1. 선진형 산업구조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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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기업을 풀어야 내수가 풀린다.

대기업의 투자 증대를 위한 유연하고 부드러운 환경조성은 경기 활성화의 급선무

- 대기업의 투자활성화가 전제되어야만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활기도 되살아 나는 것이 가능

- 투자에는 여전히 걸림돌을 쳐 놓은 채 경기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

출자총액제한, 기업도시 관련 규제, 연구시설 등 수도권 신증설, 각종 민자사업

관련 규제 등에 대한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

- 현재의 정책 구도하에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보다는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구조화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시스템이 필요

- 우리 대기업도 글로벌 무대에서는 대기업 기준에 많은 경우 미달

-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는 기업의 구조와 전략의 왜곡 초래

2. 기업중시 산업정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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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벤처기업은 대기업이 풀려야 살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벤처기업은 대기업과의 상생의 협력 관계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독자적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 (실리콘밸리,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투자를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한 것에서 그치지 말고 대기업
과 벤처기업의 상생과 Co-Work을 구조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 R&D 아웃소싱, Corporate Fund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 등

대기업의 Spin-off에 대한 적극적 유인책

- 대기업의 창의적 혁신 유발/유인 정책은 실종

- 2000년 전후 대기업의 Spin-off 를 중심으로 한 활력은 완전 상실

벤처의 옥석을 가리기 위한 보다 정교한 시스템 필요

- 2000년 전후의 벤처 거품-사기에 대한 필터링 및 대비책

-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는 결과가 동일할 수 밖에 없어 (벤처캐피탈, 창업지원센터, 

자금지원시스템, 정부의 정책,제도 등)

2. 기업중시 산업정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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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중소기업, 벤처기업 정책은 조성(형성)보다도 커질 수 있는 시장제도가 더
중요하다.

이제까지의 중소, 벤처기업 지원 중 상당부분은 창업지원, 향후 시장제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 최근 많은 정책적 전환이 있어 왔지만 여전히 중소, 벤처기업이 커질 수 있는 시장제도

에 있어서는 많은 개선 필요

-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및 시장 정보제공 등을 위해 민간 종합상사와 KOTRA간의

협업 체계 구축

금융지원은 현재와 같은 담보위주 방식에서 과감한 탈피 필요

- 현재 관행이 지속되는 한 중소,벤처기업은 병들어 가고 정부와 각종 공공 자금관리 기

관은 ‘돈놀이 기관’ ‘사채업자’와 대동소이한 기관으로 전락

경영과 금융관리를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 검토 가능(거버넌스 구조화)

- 독일,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이 중소,벤처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 및 지원

(후견자 역할, 중기,벤처에 투자하는 대기업도 가능)

*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이 경영지원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내실화 미흡

- 미국도 벤처 캐피탈이 중소 및 벤처기업 경영에 깊숙이 간여

2. 기업중시 산업정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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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거시경제정책, 산업,지역,기술 정책은 상호간에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거시경제, 산업, 지역, 기술 등 정책간의 연계는 여전히 큰 문제, 메트릭스
구조로 상호 긴밀히 엮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현재와 같은 개별 부처 중심의 업무 체계로는 추진에 한계(모든 업무에 충돌)
(문광부 디지털 컨텐츠, 산업자원부 디지털컨텐츠)

* 삼성전자의 경우 신사업/제품 개발을 위해 마케팅,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생산,    
디자인 부문의 전문 인력이 수개월씩 합숙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30% 미만인 것이 현실

- 청와대, 총리실, 각종 위원회 등의 역할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

일례로 차세대성장동력산업 사업의 경우 기술 Project로 전락

- 산업, 기술, 지역 등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Initiative를 달성하는 ‘정책의 종합 구

조화’가 미흡

전반을 이해하는 산업전문가의 국가적 양성도 필요

- 잦은 순환 보직 등으로 정부 내에서도 전문가 실종, 단편적, 단견적 시각 팽배

- 구체적/실질적 성과 창출보다는 새로운 agenda 개발만 집착

- 산업전문가(공무원)의 Career Track 관리가 매우 중요

3. 부문간 시너지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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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업과 대학, 연구소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간의 협력은 20년 전부터 강조되어 온 일

- 그럼에도 여전히 협력보다는 제 각각

- 보고서 상으로는 크게 활성화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별반 진전 없음

산업협력의 신모델 필요

- R&D 특구, 기업도시 등에 있어서까지 제각각의 Play로 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

- 시스템적 개선이 없이는 각각의 이기심이 작용될 수 밖에는 없어

정부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 등에 산학연 협력의 정도를 크게 반영

- 기본적으로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협업성과에 대한 엄격한 평가 필요

- 이는 내부 반성과 시스템적 재편을 위한 전제 조건

- 산학연 협력의 자발적 추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학부설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

소의 보다 과감한 시스템적 개선이 필요

대학의 경우 사업추진의 PM을 과감히 외부로부터 수혈하는 것이 필요

- 일부 대학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 추진 필요

3. 부문간 시너지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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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각종 국공립기관들과 출연연구소가 재정투자의 스폰지가 되어서는 안된다.

R&D, 지역개발 등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사업 주관을 하고 있는 각종 공공기관
과 출연연구소 등이 자체 흡수

- 국공립기관에 대한 근친상간적 지원 및 우대 현실

- 이들 기관은 많은 경우 공공혁신의 대상에서도 열외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정부 재정 투자가 기대하는 궁극의 효과를 달성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고용창출 및 유지적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혁신 및 성과지향 관점 (혁신창출을 위

한 민간시장적 관점)에서는 과감한 개혁과 혁신이 필요

- 국공립연구기관과 출연연구소들의 거버넌스 구조도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국공립, 출연 기관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

특히 국공립기관들이 효율성 제고, 수익창출이라는 명분하에 민간과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 경쟁 증대를 통한 효율성 제고 보다는 저 원가 우위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성장기반
저해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의 시장 원칙에도 어긋나
- 국공립기관과 출연연구소의 경우 독립된 경제행위의 추구보다는 산업과 기업의 공유

자원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 하는 것이 필요

3. 부문간 시너지의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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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외국인투자는 국내 투자와 전략적인 결합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외국인 투자 따로 국내 투자 따로

- 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고도의 국내외 투자 퓨전 전략에 기초

- 외국인 투자와 국내 기업 투자는 대립적, 적대관계

투자 유치 금액 위주의 실적과 성과를 따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큰 문제 유발

- 왜곡된 국가경제 및 산업 구조로 귀결될 우려

- 투자 유치실적 채우기를 위해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 차별하는 각종 특혜 남발

투자 유치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집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국가적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

- 현재는 개별 기업을 주 타겟으로 한 무차별 투자유치 방식(실리콘밸리 경험)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유치는 경제적 관점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적 관

점이 결합된 전략적 기반의 검토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외교,안보적, 국제 경제적 가치 강조(영국, 아일랜드, 스웨덴 등)

4. 투자 활력과 질높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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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구조조정 사업은 사회복지정책적 관점으로는 안된다.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한 실질적 구조개편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산업의 구조조정 문제는 산업의 병리 현상이 아니라 발전 단계에 따른 자연스

런 것

- 경우에 따라 특정 업종의 제조업 해외 이전을 우리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음

사회복지적 관점과 경제적 관점을 반드시 구분하여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필요

- 어정쩡한 회색 정책은 구조적 왜곡을 심화

- 심지어 산업단지의 경우도 지역간의 형평성, 균등성을 강조하는 경우 국가적으로 큰 왜
곡 초래 우려

금융정책과 산업정책의 보다 긴밀한 연계와 협업 강화 필요

- 금융정책과 산업정책간의 괴리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

구조조정 추진의 신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

- Bad Bank적 사고 위주의 정책으로는 한계

- 구조조정 대상산업 및 기업을 상시 흡수하여 선 순환적 관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구조적 메커니즘 필요

4. 투자 활력과 질높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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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시적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실업대책은 마약과 같다. 기업을 통해 고용이
일어나야 한다.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한 정부의 직접적 실업구제 대책은 선진국에서도 예외적 상
황에서나 쓸 수 있는 초비상 수단

- 현재와 같은 투입 구조는 실업률의 일시적 지탱책, 투입이 중단되면 즉시 원위치로 복귀

각종 통계치가 이를 뒷받침(자료:노동부)

- 2004년 중(1-11월) 연령별 일자리 감소 : 15세-19세(12,000개 감소), 20-29세(12,000개 감소), 
30-39세(5,000개 감소)

- 실업급여 신청자수 증가 : ’00년(26만명), ’01년(34만명), 02년(29만명), 03년(37만명), 04년(42만명)

실업 대책은 ‘공공 근로형의 사업’보다는 최대한 기업을 통해 고용의 수요가 일
어나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차라리 차세대 미래산업 영역의 기업 또는 연구기관으로 인력을 흡수하여 공적 지원을 통

한 미래 인력 양성 등 전향적, 국가전략적 관점 검토 필요

미래 산업 구조에 적합한 새로운 고용 패턴에 대한 연구 필요

- 비정규직은 노동시장의 유연성 유지 관점에서 윤활적 역할(실리콘밸리의 Agile한

Mobility)
- 미래 노동시장의 특성을 결정 지을 문화, 정서적 측면과 세대별 가치관의 변화 연구 필요

4. 투자 활력과 질높은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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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재의 위원회-정부부처 간의 메커니즘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위원회 구조와 메커니즘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

- 언론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은 Trade-Off

-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Redundancy 개선 필요

- 위원수의 축소, 예우 절하, 필요

- 관련 부처와의 협업 메커니즘도 재 확립 필요(파견 공무원 등)

방향성을 잡고 학제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조정 역할을 할 취지에서 만들어
진 각종 위원회의 정체성이 갈수록 모호해 지고 있음

위원회간의 조정기능 개선도 필요

-위원회간의 거버넌스가 확립되지 못할 경우 일반 부처는 위원회에 ‘치여’ 정상적 업무

추진이 불가능(각 위원회에서 독립적, 개별적으로 행정부처에 자료, 회의참석, 보고 등

요구)

5. 정책시스템의 성과지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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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정책 평가시스템은 재 점검되어야 한다.

Excel Sheet로 보고하고 보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평가 요소, 체계, 시스템의 정교화 필요

형평성만을 강조한 자원배분은 대부분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역선택(Reverse 

Selection)을 초래하여 사업성과 창출 가능성을 봉쇄

- 아무도 정책적 책임을 지지 않은채 공정성, 형평성 만을 강조

-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한 정책 평가는 더 큰 문제 유발

정책과 사업 평가에 있어서 ‘역사성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과거를 기억 못하는 사업의 기획과 평가는 원점에서만 맴돌기, 성과창출과는 무관

평가시스템의 재검검 등 기치에도 불구하고 최근 채택된 구체적 방안은 눈가림

- 제대로 된 정책 평가 전문기관마저도 존재하지 않아

5. 정책시스템의 성과지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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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해야 할 이슈와 체크리스트(예시)

리딩(주력)업종

글로벌경쟁력

해외이전,공동화

지식서비스산업발전

정책이슈(예시)정책이슈정책이슈((예시예시))
정책.제도정책정책..제도제도

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체크리스트

벤처,신생기업발전

IT,SI기업 경쟁력

전통산업,

중소기업경쟁력

기업지원금융제도

법령법령법령 규제규제규제 주관부처주관부처주관부처 사업사업사업

메트릭스 구조의 진단,평가

개선방향 제시

기타 : 경기 활성화, 청년실업, 외국인투자, 지역균형발전, 공공개혁, 산업구조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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