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번호 : A1-2008-0081
        자 료 명 : 고위공무원 교육프로그램 평가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고위정책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고위공무원분들의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본 설문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
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의견은 통계처리 및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통
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오니,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자: 진정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연구관련 문의사항
 * jxj198@empal.com
[ 문항체크방법 ]

 본 설문은 총 35개 사례(cas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사례는 하나의 교육훈련과정 프
로그램으로, 5가지 부문별 비중을 수치화한 것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국정철학과 미래비전이 40%, 변화와 혁신적 사고가 
30%, 정책능력과 리더십이 80%, 대외관계와 협상조정이 50%, 삶의 질과 문화교양이 40%
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귀하께서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몇 점의 점수를 주
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으로 고려 후 직접 기입해 주세요.’ 

[예시]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3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4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66 !    점)



[사례 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3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4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8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6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4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9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7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4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10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5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2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1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9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10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6]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3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9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2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5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7]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10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2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70
○ 정책능력과 리더십 5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1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8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5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5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8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6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4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5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2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8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5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60
○ 정책능력과 리더십 5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3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9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3]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2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1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7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2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2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60
○ 정책능력과 리더십 4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8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10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6]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2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6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7]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3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2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1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5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4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6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

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
점)

              (               점)



[사례 1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6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3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5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5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8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2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5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9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30
○ 정책능력과 리더십 4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2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3]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100
○ 정책능력과 리더십 6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1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7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50
○ 정책능력과 리더십 7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8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4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6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4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6]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30
○ 정책능력과 리더십 2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3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7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7]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3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3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6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2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8]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9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50
○ 정책능력과 리더십 5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1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29]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2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1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6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70
○ 정책능력과 리더십 4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7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2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1]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4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50
○ 정책능력과 리더십 2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2]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7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10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3]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3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50
○ 정책능력과 리더십 3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5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10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4]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6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90
○ 정책능력과 리더십 8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6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3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사례 35]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 국정철학과 미래비전 10
○ 변화와 혁신적 사고 40
○ 정책능력과 리더십 50
○ 대외관계와 협상조정 10
○ 삶의 질과 문화교양 80
[질문] 만일 “고위정책과정”교육프로그램의 핵심역량별 비중이 사례와 같을 경우, 귀하께서 

이 교육프로그램을 종합평가한다면,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최하:0점~최고:100점)

              (               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