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가경쟁력’이라는 용어는 사회 젂반에 걸쳐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에 관핚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 몇 년 갂 글로벌화가 급속도

로 짂젂되면서 ‘국가경쟁력’은 흔히 국가갂 숚위 비교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나 이러핚 비교가 엄정

핚 모델과 적젃핚 방법롞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국가경쟁력에 관핚 몇몇 보고서가 발갂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엄정핚 이롞적 바

탕이나 적젃핚 연구방법롞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혼동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책결정자들이나 기업경영자들은 이들 보고서의 결과에 민감핚 반응을 보이며, 종종 현실을 제대

로 반영하지 못핚 결과를 이용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인식핚 산업정책연구원(IPS)과 국제경쟁력연구원(IPS-NaC)은 새로운 평

가 방법에 기반핚 ‘IPS 국가경쟁력연구(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를 2001년부터 발

갂해왔습니다. 본 연구는 선짂국 중심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세계 모든 나라에 적용 가능핚 방법롞

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보고서의 이롞적∙방법롞적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10-2011)’를 통해 국가

경쟁력에 대핚 실질적이고도 싞뢰핛 만핚 최싞 정보를 만나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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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는 측정-붂석-시뮬레이션-실행의 방법롞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붂
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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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IPS 모델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는 국가경쟁력
의 범위(국내, 국제)와 원천(물적요소, 인적요소)
을 포괄적으로 붂석하는 Double Diamond를 
기반으로 핚 9-팩터 모델(IPS 모델)을 통해 젂 
세계 65개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합니다. 

물적요소는 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렦산업, 경영
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적요소는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젂문가로 구성되
어 있습니다. 

IPS모델은 국가경쟁력의 범위와 원천을 하나의 
모델에서 붂석함으로써 대상국의 국가경쟁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핛 수 있고 이를 통해 측정 결과의 싞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분석: 국가그룹  

붂석의 단계에서는 개별 국가의 경쟁력을 보다 
현실적으로 붂석하기 위해 65개 평가대상국을 
규모(대 · 중 · 소)와 경쟁력(강 · 중 · 약)의 정도
에 따라 9개의 국가 그룹으로 붂류합니다.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들은 국가의 규모나 
경쟁력 수준에서 유사핚 점이 많기 때문에 실질
적으로 상호 경쟁하고 있는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별 국가는 그룹 숚위를 통해 자싞의 경쟁력 
위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핚 지향점을 파악핛 수 
있습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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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 
요소 

인적 
요소 

경영여건 

관련산업 

생산조건 수요조건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근로자 젂문가 

국내 다이아몬드 국제 다이아몬드 



젂략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쟁젂략(저원가 젂략, 
차별화 젂략)을 국가차원에 적용하여 개별 국가
의 국가경쟁력 구조를 밝히고 국가경쟁력을 향
상시키기 위핚 젂략을 도출합니다. 

저원가 젂략은 ‘부존자원, 저임금’으로 경쟁하는 
젂략으로서 IPS 모델의 생산조건과 근로자에 높
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차별화 젂략은 ‘고가격, 
고부가가치’를 통해 경쟁하는 젂략으로서 수요
조건과 젂문가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젂략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별 국가는 자국의 국
가경쟁력 구조와 그에 적합핚 경쟁 젂략을 파악
핛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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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젂략 
 TP Matrix 

개별 국가는 경쟁자의 젂략선택(현젂략 또는 최
적젂략)에 따라 저원가 젂략 또는 차별화 젂략을 
취핛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홗용 가능핚 젂략
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
니다. 

- 현젂략 하에서의 저원가 젂략(CS in PS) 
- 현젂략 하에서의 차별화 젂략(DS in PS) 
- 최적젂략 하에서의 저원가 젂략(CS in OS) 
- 최적젂략 하에서의 차별화 젂략(DS in OS) 

주: * Preset Strategy(PS): 현젂략 
      Cost Strategy(CS): 저원가 젂략 
      Differentiation Strategy(DS): 차별화 젂략 
      Optimal Strategy(OS): 최적 젂략 
   ** 최적젂략은 현젂략보다 효율적인 젂략을 의미함. 

  

   

하 

중 

상 

경쟁젂략 차별화 젂략 저원가 젂략 

인적요소 

물적요소 

 근로자 

생산조건 

정치가 및  
행정관료 

경영여건 

기업가 

관렦산업 

젂문가 

수요조건 

경
쟁
력 

  

   

하 

중 

상 

경쟁젂략 차별화 젂략 저원가 젂략 

인적요소 

물적요소 

 근로자 

생산조건 

정치가 및  
행정관료 

경영여건 

기업가 

관렦산업 

젂문가 

수요조건 

경
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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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DS in 

PS 

DS in 

OS 

CS in 

PS 

CS in 

OS 



 최적젂략 

거시적 측면에서의 최적젂략은 IPS 모델의 8개 
항목별로 개발도상국, 과도기, 선짂국 등 3개 단
계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개별 국가는 최적젂략 매트릭스의 8개 항목에 
IPS 모델을 통해 산출핚 경쟁력 숚위를 적용해 
자국의 현 위치를 파악핚 후, 현 위치 보다 발젂
핚 단계의 항목을 토대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
기 위핚 실행 젂략을 도출핛 수 있습니다. 

 

 

 

 

 Term-Priority (TP) Matrix 

미시적 측면에서의 Term-Priority Matrix는 기갂
과 우선숚위를 고려핚 젂략을 제시합니다. 

개별 국가는 지표별 강점과 약점을 파악핚 후, 
약점지표를 대상으로 기갂과 우선숚위에 따라 
오른쪽 그림의 매트릭스에 배치하여 경쟁력 향
상 젂략을 도출핛 수 있습니다.  

. 

                  발젂    
                  단계 
 항목 

개발도상국 
Developing 

과도기 
Transitional 

선진국 
Developed 

물적 
요소 

생산조건 
부존자원 

Resource-based 
제조 

Manufacturing-based 

지식 
Knowledge-

based 

경영여건 
보호주의 

Protectionism 
효율성 

Efficiency 
경쟁 

Competition 

관련산업 
물적 기반시설 

Physical 
Infrastructure 

산업클러스터 
Industrial Cluster 

지역통합 
Regional 

Integration 

수요조건 
양 

Quantity 
질 

Quality 
세렦도 

Sophistication 

인적 
요소 

근로자 
저임금 
Cheap 

의욕 
Motivated 

숙렦 
Skilled 

정치가 및  
관료 

주도 
Facilitation 

지원 및 규제 
Support & Regulation 

조언 
Advice 

기업가 
위험감수 

Risk Taking 
효율성 증짂 

Efficiency Developing 
가치창조 

Value Creating 

젂문가 
관리(감독) 

Operational 
경영 

Managerial 
젂략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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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최적젂략 & TP Matrix 

국가경쟁력 거시적 측면의 최적 젂략(Optimal Strategy)과 미시적 측면의 Term-Priority Matrix)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핚 올바른 정책을 도출핛 수 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장장기 

상 

중 

하 

우
선
순
위 

기갂 



209개 항목 순위 및 그룹별 
순위 

209개 항목의 지수화 

9개 부문과 23개 하위부문의 
순위 및 그룹별 순위 

(참고 데이터 10개는 제외) 

경쟁 젂략 순위 

국가경쟁력 종합순위 및  
그룹별 순위 

현젂략 下  
저원가 및 차별화 젂략 순위 

최적 젂략 下  
저원가 및 차별화 젂략 순위 

생산조건 
수요조건 
관련산업 
경영여건 
근로자 
정치가 및 행정관료 
기업가 
젂문가 
기회요인 

각 나라별 종합순위 추이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발갂하는 통계자료 사용 
KOTRA의 해외무역관과 국제
경영학회의 학자를 통해 65

개국의 설문자료 수집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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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도출과정 

107개의 통계자료 102개의 설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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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조건(19) 

       수요조건(20) 

       관련산업(78) 

       경영여건(31) 

        근로자(16) 

       정치가 및 행정관료(17) 

       기업가(11) 

       젂문가(15) 

1.1 에너지 자원 
1.2 기타 천연자원 

4.1 시장의 크기 
4.2 시장의 질 

3.1 교통/물류 
3.2 통싞 
3.3 금융 및 주식시장 
3.4 교육 
3.5 과학 기술 
3.6 클러스터  
3.7 생홗 홖경 

2.1 젂략 및 구조 
2.2 글로벌 마인드 
2.3 기업 문화 
2.4 해외 투자 

5.1 양적 규모 
5.2 질적 경쟁력 

6.1 정치가 
6.2 행정관료 

7.1 개인 역량 
7.2 사회 여건 

8.1 개인 역량 
8.2 사회 여건 

※ ( )앆은 9개 요소 별 평가 지표 개수 

       기회요인(2)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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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지표 

1 

2 

4 

3 

5 

6 

7 

8 

9 

물적요소 

인적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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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자료의 예 

설문자료의 예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11-2012 

보고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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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arge, S: Small, s: strong, i: intermediary, w: weak 

* L: Large, S: Small, s: strong, i: intermediary, w: weak 



경쟁젂략별 순위 

(Different Rankings with Different 

Strategies) 

 상이핚 경쟁홖경 하에서 경쟁젂략(저원가 vs. 

차별화)의 선택에 따른 숚위 변화를 확인핛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 국가 고유의 경쟁력 특성을 

파악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젂략

을 도출핛 수 있습니다. 

연도별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 

(Overall Performance) 

 개별 국가의 경쟁력 종합숚위 변화를 확인

핛 수 있습니다. 

경쟁력 구조  

(National Competitiveness Structure) 

 IPS 모델을 통해 각국의 경쟁력 구조를 붂석

하고, 해당 국가와 그룹 내 Top 국가갂의 경

쟁력 비교를 용이하게 하여 개별 국가의 강·

약점을 쉽게 파악핛 수 있습니다. 

 

국가 정보  

(Country Info) 

 각 국의 주요 정보와 최근 현황을 핚 눈에 

파악핛 수 있습니다.  

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11-2012 

캐나다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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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국가경쟁력연구 2011-2012  

IPS NATIONAL COMPETITIVENESS RESEARCH 20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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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가 필요한 기관 구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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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NaC (The Institute for Policy &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 국제경쟁력연구원)은 재경부 산하기관으로 

2001년부터 매년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를 발갂해 오고 있습

니다. 2001년 대통령 주재 ‘산업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본 보고

서를 발표, 국가차원의 경쟁력 강화 방앆을 제시핚 바 있으며, 

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젂략수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

다. 또핚, 2004년 말레이시아 국가경쟁력 컨설팅, 2009년 두

바이 경쟁력 컨설, 2010년 아제르바이잒, 2011년 중국 광동성

을 비롯핚 다수 국·내외 정부 컨설팅을 통해 국가 또는 지역경

쟁력 향상 방앆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IPS (The Institute for Industrial Policy Studies, 산업정책연구

원)는 1993년 산업자원부 산하 연구 기관으로 설립되어, 세계 

각국의 산업 정책에 대핚 학술 연구 및 정부 기관에 대핚 정

책 자문과 일반 기업에 대핚 젂략 수립, 그리고 정부 관리와 

기업 경영자에 대핚 교육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

핚 홗동 이외에도, 각 붂야의 젂문가들로 구성된 연구 네트워

크를 통해 정부 기관과 기업 조직의 혜앆이 되고 있습니다. 

IPS는 1993년 핚일산업정책비교연구를 필두로, 핚국의 국가

경쟁력 및 도시경쟁력 붂석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2003

년부터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지역산업정책대

상을 선정하여 국토 균형 발젂을 통핚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

바지 하는 등 산업∙지역∙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핚 올바른 

정책 수단과 수립 젃차를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Institute  
for Policy & Strategy  
on National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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