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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OECD, 정부신뢰 제고 공동연구 보고서 발간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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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정부신뢰 제고’를

주제로 공동연구한 보고서1) 발간을 기념하는 세미나를 개최, 주요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함.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을 비롯한

OECD

회원국들의 대정부 신

뢰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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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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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회·경제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는 정부신뢰가 중요하다는 공감
하에 지난 3년간 공동연구를 수행, 그 결과를 세미나에서 소개

1)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A case study for policy action(한국의 정부
기관 신뢰 제고 요인 이해: 정책과제를 위한 사례 연구)’

□ 공동연구진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준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2016년 초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천명 대상 설문
을 실시한 결과2), 국민의 54%가 ‘정부는 공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문항에 부정적(33%)이거나 중립적(21%)인 의견이
며 신뢰수준은 정부 및 정치적 기관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음.
측정하고자

○ 공공보건 및 학교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뢰는 높은
반면, 국회가 가장 낮은 신뢰도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공공기관별 국민 신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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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정부의 혁신능력

,

공공서비스 제공능력 등 ‘역량’ 요인과

정부의 청렴성, 개방성, 공정성 등 ‘가치’ 요인이 정부신뢰 제고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두 측면에서 정책적 제언을 제시
2) 조사대상 및 방법: 20세 이상 한국 성인 남녀 3,000명, 응답결과에 대한 지역, 성별, 연령 등 그룹별 비교 분석 실시
조사기간: 2016. 1. 20 ~ 2. 22(약 1개월)
3) ‘다음의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사회 최대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로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의 평균
값(0-전혀 신뢰하지 않음; 10-완벽히 신뢰함)

2

-

역량 관점에서는 정치주기(대통령의 임기)를 초월한 장기적 국가
우선과제 정립, 위험관리를 통한 정부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 공
공부문 혁신문화 육성 필요 등을 고려

-

가치 측면에서는 정부기관의 신뢰성 및 정통성 제고를 위한 청렴
프레임워크 개선, 정책개발 과정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참여 보장,
사회집단 및 지역 간 부담·기회·보상 배분 과정에서의 불공정 인
식 해소 필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임.

□ 세미나는 공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결과와 정책권고 사항 등을 ‘정부
신뢰 제고 관련 정책’과 ‘정부신뢰 연구 방법론’ 두 세션으로 나눠
발표하고 실질적인 정부신뢰 제고 방안을 논의할 예정

□ 최정표 KDI 원장,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송상
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
력처장, 스테판 제이콥존 OECD 공공부문개혁과장 대행, 김순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산티아고 곤잘레즈 OECD 정책분석관
등 국내외 정부 및 공공기관, 대학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함.

❖ 첨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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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개회식

13:30~13:50
(20분)

개회사 최정표 KDI 원장
환영사 마르코스 본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국장
축

사 송상락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

세 션 1. 정부신뢰 제고 관련 정책
발 표 1. 정부신뢰도 제고 공동연구의 주요 정책 권고사항
스테판 제이콥존 OECD 공공부문개혁과장 대행
13:50~15:20
(90분)

발 표 2. 한국 사례의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김순희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토

15:20~15:40
(20분)

론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
국내외 정부관계자, 학계 등 전문가

휴 식
세 션 2. 정부신뢰 연구 방법론

15:40~17:00
(80분)

발 표 1. 신뢰 측정 방법론 및 계량경제학적 방법:
신뢰도 및 웰빙 측정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의 연계
산티아고 곤잘레즈 OECD 공공거버넌스국 정책분석관
발 표 2. 한국의 정부신뢰 조사 방법론 및 후속 트렌드 분석
임원혁 KDI국제정책대학원 연구협력처장
전문가 토론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