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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정권변화에 따른 부처 간 업무관

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라는 관점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실증분석결과,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는 부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높아졌

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

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은 조직개편 이후 사이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무현 정

부 때에 비해 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에서 보다 중핵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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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한국에서 정부조직개편은 비교적 빈번하게 이루어져 왔다. 정권교체 시는 물론 집권 중․
후반기에도 마치 일상적인 국정운영의 일환인 것처럼 활용되어온 측면이 있다(염재호, 2009; 

박천오, 2011a). 크고 작은 개편을 집계해보면, 정부수립 이후 50여 차례나 된다(행정안전부, 

2008). 이쯤 되면 정부 당국이나 공무원들은 물론 기업인들과 국민들도 혼란과 피로감을 느

낄 만하다. 그런데도 집권자들은 정부조직구조의 ‘새판 짜기’를 그만두려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조직개편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기존의 질서를 어떻게 

바꾸어 놓는 것일까?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라는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에 관한 하나의 답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조직개편 

전과 후에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러

한 분석결과를 해석하여 미래 정부조직개편에 정책적 함의를 주려는 것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정부부처의 편제 또는 조직구성을 정치적･행정적 필요에 맞게 의식적으

로 변화시켜 재배열 또는 재편성하는 것을 말한다(Cohen & Eimicke, 1995; Moore, 1998; 박

천오, 2011a; 2011b). 상당수 선행연구들은 정부조직개편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고(김영평, 

1993; 조성한, 2008; 박천오, 2011a; 2011b) 예기치 못한 부정적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오재록, 2009)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해 왔다. 그렇지만 실증적인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정

부조직개편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오재록, 2009; 박천오, 2011a)는 드물었다.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 전후의 효과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의 변동이라는 관

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연구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자료구득의 한계로 인해 분석대상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 한정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실증연구의 전형적인 절차에 따라 이론적 논의, 연구분석틀, 연구설계, 분석결과의 

순으로 구성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정부조직개편

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크게 정치적 목적과 행정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정치적 목적

은 국정철학의 상징성 확보,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 관료에 대한 통제, 국면 전환 등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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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목적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향상, 관료적 경직성의 해소 등이다(오재록, 2009). 행정

적･관리적 목적을 강조하는 조직경제학에서는 대리인이론이나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조

직구성원들이 상호이익 실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합의를 통하여 기업조직을 만

들고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조직개편을 이해한다(Moe, 1990). 조직효과성을 중시하는 

Caiden(1991)도 조직개편을 절약과 능률의 원칙 하에서 생산적･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은 정부조직개편의 정치적 목적을 훨씬 더 중요시한다. Fain(1977)은 

비용의 절감이나 능률성 향상을 위한 개편이라기보다는 정책도구나 권력재분배 수단을 합

리화하기 위한 구조의 변화로 인식한다. Knott와 Miller(1987)도 이를 정치적 참여자들의 정

치적 산물로 바라보며, 대립과 갈등의 관계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다. 대체로 행정 기능이나 행정사무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한 효과

적 대응이라는 순수 행정적 목적이 겉으로 표방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의

지의 표현으로서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한 색채를 띠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의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라는 행정적 목적보다는, 정권의 개혁의지 표명

과 같은 정치적 목적에 기초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김광웅, 1999; 이창원, 2001; 조성한, 

2008; 박천오, 2011a). 특히, 정권교체와 함께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은 새로운 정부의 수장(대

통령)이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자신의 주요정책의 완성 

도구로 재편성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이론적 배경 없이 정부조직개편의 실태를 소개하는 

경우(박영기, 1987; 이병태, 2001; 민진, 2008), 특정 이론에 입각한 사례 분석(이창신, 1988; 

김우식, 1996; 박대식, 2001), 특정 이론에 입각한 정부조직개편 변천과정 분석(김근세･최도

림, 1996; 염재호 외, 2004) 등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박대식, 2008). 그렇지만 

이 연구들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완벽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박대식, 2008),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조성한, 2007). 상당

수 국외 연구들은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합리적 대안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견지하

고 있는데(조성한, 2008), 조직개편이 ‘예기치 못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를 파생시

킬 수 있으며, 그 효과가 당초 의도한 목표(expected consequences)와는 다른, 전혀 뜻하지 않

은 결과를 파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오재록, 2009).1) 

1)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능률성 

향상 또는 비용절감 주장은 허구일 수 있다. 정치적 결정에 의한 정부조직개편은 얼마간의 비용절감 

효과를 수반하지만, 집권세력의 일정한 의지가 개입되면 오히려 정부지출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며(Conant, 1986), 새로운 정부 간 관계들이 재구축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조직개편의 편익은 다른 비용으로 상쇄된다(Hood & Jackson, 1991). 둘째,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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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별 부처의 변화유형 및 특성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개별 중앙부처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한 모습은, 확대개편, 축소개

편, 신설, 폐지, 현상유지 등 다섯 가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확대개편은 대개 다른 부처로의 흡수통합을 포함하는 조직규모(bureau size)의 확대, 

그리고 그에 수반된 인력규모(personnel size)의 증대, 부처 명칭의 변경 등을 특징으로 한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가 통합된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재정경

제부･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가청렴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행정심

판위원회가 통합된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2)   

둘째, 축소개편은 기존 하부 조직의 이관 또는 기존 기능의 폐지/감축, 그리고 그에 따른 

인력규모의 축소와 함께 (더러는) 부처 명칭의 변경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

의 여성부가 대표적인데, 이때의 여성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이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

되면서 축소개편된 형태였다.3) 

셋째, 신설은 종전에 존재하지 않던 기능을 담당할 부처를 완전히 새롭게 설치하거나, 기

존에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거나 미약했던 기능 등을 하나로 묶거나 확대하여 별개의 부

처로 만드는 경우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방위사업청과 소방방재청이 대표적이며,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임장관실이 여기에 해당한다.

넷째, 폐지는 기존의 부처를 완전히 없애거나 그 기능을 다른 부처에 분산 또는 흡수시켜 

사실상 존재를 멸실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의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 등이 대표적이다. 

‘전면개편’이나 ‘대부처주의’는 적지 않은 부작용이나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 개별 국가의 상황, 
문화, 역사에 부합되게 차분하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조직개편이 전격적으로 한꺼번에 이

루어질 경우 자칫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Ziller, 2006), ‘대부처주의’는 장관의 기능적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부여하게 하거니와 이질적인 업무들을 한 부처에 집적시킴으로써 관리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Johnson, 1971). 셋째, 그릇된 인식에 의한 정부조직개편은 아니함만 못하다. 여러 부

처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기능을 한 부처에 독점시켰을 때 서비스 제공의 완전 실패가 

초래될 수도 있고(Boyle, 1971), 부처들 간의 합리적 연계를 감안하지 않은 무조건적 통합은 최악의 

상황을 불러올 수도 있다(Stanton, 2004)(조성한, 2008; 오재록, 2009).

2) 물론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2008)의 유형 구분은 본 연구

의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이들의 분류가 어디까지나 정치적 필요에 따른 형식상

의 분류일 뿐, 실질적인 개편 사항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에서 비롯된다. 예컨

대, 이들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을 모두 확대개편으로 분류하지 

않고 신설 부처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신설이 아니라 다른 부처(기관)의 흡수통

합에 따른 확대개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여성부는 얼마 후 곧바로 환원되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편제로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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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현상유지는 기존의 편제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감사원, 법제

처,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등 그 명칭과 본질적 기능이 바뀌지 않은 29개 부처가 이에 해

당한다(<표 1> 참조).  

3.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특성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

는 작은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대부처주의(大部處主義)라는 

기본 방향에 따라 부처 간 경계를 허물고 정부부처를 기능 중심으로 재배열 또는 재편성하

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 ‘작은 정부, 유능한 정부, 실용적인 

정부, 섬기는 정부’를 지향하면서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축소한 것이다.4) (앞의) 개별 부처

의 변화 유형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재분류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특성

개편 유형 해당 부처 기관수

확대개편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
복지가족부(임기 초반),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10

축소개편 여성부(임기 초반), 방송통신위원회  2

신설 특임장관실  1

폐지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4

현상유지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
무부, 국방부, 노동부,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
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29

첫째, 확대개편된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

4)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하였다. ② 기존의 산

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연구개발(R&D)정책을 덧붙여 

지식경제부로 확대 개편하였고, 정보통신부를 사실상 축소시키고 이를 기존의 방송위원회와 통합시

켜 방송통신위원회로 재편하였다. ③ 기존의 농림부에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정책을 이관시켜 농림수산식품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④ 기존의 건설교통부에 해양수산

부의 해양개발, 항만건설, 해운물류기능을 이관시켜 국토해양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⑤ 기존의 교육

인적자원부에 과학기술부를 흡수통합 시켜 교육과학기술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⑥ 기존의 보건복지

부에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가족기능을 이관시켜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⑦ 

기존의 행정자치부에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및 정보통신부의 전자정부/정보보호 기능을 이

관시켜 행정안전부로 확대 개편하였다(행정안전부, 2008a; 박천오,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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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10개 

부처이다.5) 둘째, 축소개편된 부처는 이명박 정부 초기의 여성부와 방송통신위원회 2개이

다.6) 셋째, 신설된 부처는 특임장관실 하나이다7). 넷째, 폐지 및 흡수･통합된 부처는 국정홍

보처, 중앙인사위원회, 해양수산부,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로 추려진다.8) 끝으로, 현상유지

된 부처는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

무부, 국방부, 노동부9), 환경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29개 부처에 이른다. 노무현 정부의 46개 부처 가운

데 셋 중 둘은 현상유지된 셈이다. 

4. 정부부처의 기능별 분류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정책기조에 차이가 있다. 노무현 정부

는 김영삼･김대중 정부와 달리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 않았으며, 외형적인 조직개편(하드웨

어 변화)을 최소화하는 대신 정부의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일하는 방식’을 개선(소프트웨어 

변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이창원･임영제, 2009). 그래서 소방방재청과 방위사업청을 신설

하고 철도청을 공사화 한 것을 빼면 큰 틀의 변화는 없었다(행정안전부, 2008a; 박대식, 

2009; 박천오, 2011a). 프로그램 측면에서도 노무현 정부가 경제 또는 산업발전정책보다는 

사회복지정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방점을 두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사회복지정책보다는 

경제 또는 산업정책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상의 차이가 

조직개편과 맞물려 정부부처들의 업무관계 네트워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면 

5) 노무현 정부에서 이들은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 재정경제부(기획

예산처), 농림부(해양수산부 일부),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일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일부), 산업

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 행정자치부(중앙인사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재정경제부 일부), 국가청렴위

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으로 존재했다.

6) 방송통신위원회를 정보통신부의 축소 개편으로 볼 것인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노무현 정부의 방

송위원회가 정규 공무원 70명 안팎에 불과한 미니 부처였고 (다른 많은 기능을 잃었다고는 하나) 정
보통신부가 원래 방송위원회보다 더 큰 규모였고 역사도 더 오래됐다는 점에서 공직 현장에서는 이

미 이를 정보통신부의 축소 개편으로 보는 시각이 강하고 이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었다.

7)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08)나 행정안전부(2008a)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확대개편된 부처를 신설 

부처로 분류하고 있으나, 순수하게 신설된 부처는 특임장관실 하나라는 게 이 논문의 시각이다. 

8) 국정홍보처는 일부 기능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폐지된 것으로 간주되고, 
나머지 3개 부처는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흡수･통합되었다.

9) 2010년에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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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중앙부처들은 단 하나의 정책분야를 담당하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

다(유홍림 외, 2006). 따라서 특정 정권에 따라 특정 부처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

인가 아닌가를 특정 정권의 소수 정책에 한정하여 임의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 연구

에 있어 오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부처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두 정

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부처들의 업무관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함

으로써 그 오류 가능성을 낮추고자 한다. 중앙부처 기능 분류와 관련된 이론적인 연구는 송

하중(1993)과 유홍림 외(2006)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10)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 기능

을 완벽하게 배타적으로 나누기는 어렵지만 큰 틀에서 국가관리, 사회문화, 산업경제 기능

으로 분류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고,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을 기존 질서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이 논문의 성격상, 이러한 분류가 적합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이

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산업경제기능을 하나의 큰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다. 

<표 2>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능별 분류

구분 계 현상 유지 확대 개편 축소 개편

계 41
(100%)

29 (70.7%) 
(100%)

10 (24.4%) 
(100%)

2 (4.9%) 
(100%)

국가관리
기능

20
(100%)
(48.8%)

18
(90%)

(62.1%)

감사원, 경찰청, 관세청, 
국가인권위, 국정원, 국방부, 
국세청, 검찰청, 방사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소방청, 외교부, 조달청, 
통계청, 통일부, 해경

2
(10%)
(20%)

권익위, 행안부
0

(0%)
(0%)

-

산업경제
기능

10
(100%)
(24.4%)

5
(50%)

(17.2%)

공정위,농진청,산림청,
중기청,특허청

5
(50%)
(50%)

국토부, 기재부, 
농림부, 지경부, 
금융위

0
(0%)
(0%)

-

사회문화
기능

11
(100%)
(26.8%)

6
(54.5%)
(20.7%)

보훈처, 기상청, 노동부,
문화재청 ,식약청, 환경부

3
(27.3%)
(30%)

복지부, 교과부, 
문광부

2
(18.2%)
(0%)

방통위,
여성부

 * 괄호 안의 %는 위의 것이 행에 대한 것이고, 밑의 것이 열에 대한 것임.

10) 이외 실증분석에 정부기능에 따른 중앙부처 분류를 시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던 연구들로는 오재록

(2007), 오재록･박치성･이영범(2010) 등을 들 수 있다. 오재록(2007)의 연구에서는 송하중의 연구를 

기반으로 정부기능에 따라 부처를 3분류 한 후, 이를 더 세부적으로 분류하였다. 반면 오재록･외
(2010)의 경우, 송하중의 연구와 정책기능에 따른 분류를 더하여 정부부처 기능을 4가지(국가유지, 
규제, 재분배, 고객기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들은 유홍림 외(2006)에서 나타나듯이 완벽한 분

류가 될 수 없으며, 특히 국가유지, 규제, 재분배, 고객기관의 분류의 경우 많은 부처들의 기능이 동

시에 두 개 이상 겹치기 쉬운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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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는 이명박 정부의 기능별 편제는 조직개편에 따라 어떻게 재편성되는지를 보여준

다. 이를 보면,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대부분 이전 정권과 같이 현상유지된 반

면,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절반(50%)이 확대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확

대개편된 10개의 부처 중 절반에 해당하기도 한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이 확대개편된 것은 눈여겨볼 만하다. 

세 가지 기능 중 이명박 정부 들어 축소개편된 것은 사회문화기능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는 노무현 정부 여성가족부의 가족 기능이 이명박 정부(임기 초반)의 보건복지가족부에 흡

수되었기 때문에, 사회문화기능 전반의 순증이나 순감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방송통

신위원회의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의 정보통신부에서 통신기능이 방송기능과 결합되면서 산

업경제기능이 지식경제부로, 국가관리기능이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사회문화기

능의 순감이 있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Ⅲ.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논의 및 연구분석틀

1. 업무관계 네트워크 분석의 유용성

업무관계 네트워크라는 틀로 중앙정부 조직개편을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유용

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조직개편은 행정수반의 중점시책 혹은 국정과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처들 간

의 업무관계를 변화시킬 소지가 크기 때문에, 업무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정부조직

개편 분석을 한결 용이하게 해줄 수 있다. 모든 부처는 기본적으로 배타적이고 고유한 독점

적 정책분야를 효과적으로 담당할 목적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실에서 특정 정책이 특정 부처 

하나에만 귀속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의 정책은 상호의존적인 복합적 관계구조 속에서 

추진되는 게 상례이며, 부처 간 정책관계는 상보적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경쟁적인 모습

을 보인다(김영평, 2008). 이때 정책과정상의 상충관계나 갈등관계는 특정 시기의 정치적 맥

락에 따라 조율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정부운영체계는 행정수반의 통제가 강력한 ‘제

왕적 대통령제’를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정용덕, 2003), 업무관계 조율이 행정수반의 정책의

지에 의해 좌우될 공산이 크다. 더구나 이질적인 이념성향을 가진 정치세력 간에 정권교체

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조율 양상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도 있다. 실제로 토건과 하드웨어 

그리고 재벌(대기업)을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해 기획재정부, 국토해양

부, 지식경제부 등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키웠고, 그 결과 중앙부처들 간의 업무관계 조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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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가 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이 점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업무협력 관계를 문서

교환 관계로 대별하여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조직구조론에 따르면) 문서화된 정도를 뜻하

는 것이 공식화(formalization)이므로, 부처 간의 공식적인 업무관계는 문서교환 관계에 의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의 2008년 ‘신성장동력 확보정책’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고 할 수 있

다. 산업자원부 시절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라는 유사정책이 추진된 바 있지만, 행정수반

의 새로운 정책의지를 투영 받은 지식경제부는 기존 사업에 기술간 융합이나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 이슈로 추가하여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창출하였다. 즉, 관련 부처와

의 의견교환이나 공동프로젝트 추진 등의 빈번한 협의를 필요로 했는데, IT･BT･NT 등 기술

간 융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이나 의약보건산업의 육성, 교육서비스 선진화 등을 관

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전자정부 구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국방산업 분야 IT와 관련된 

국방부, 도시건설 등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의약품 개발･승인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교

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프로젝트 기획･선정･평가, 규제 개

선 등에 관해 공문서(전자문서)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필요로 했는

데, 이로 인해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한 전자문서 교환 빈도 및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

게 되었다. 이는 지식경제부의 네트워크 중심도가 그만큼 높아지게 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은 그 자체로 업무관계 패턴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

다. 현대사회의 행정수요 확대 및 불확실성 증대는 정부기능의 복잡화를 가져왔고, 부처 간 

업무관계는 단편적인 특정 업무관계로는 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기해졌다. 

한국의 경우 40개가 넘는 정부부처들 상호 간의 관계를 정보교환이라는 하나의 관계로만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최대 1,560개의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를 분석기법 없이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단순한 정보공유나 업무협조로부터 고도의 협력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관계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분석기법이 동

원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수의 행위자들이 복잡하게 관련되어 형성되는, 숨은 구조적 

패턴(hidden patterns)을 분석하는 데는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sserman & Faust, 1994). 

2. 선행연구 분석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상당수 존재하지만 네트워크의 시각에서 실증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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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시도한 연구들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다.11) 중앙부처간 관계를 분

석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정책분야에서 정책관할권의 중첩, 부처이기주의, 정책가치에 대한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갈등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소수 부처들이 관련

되는 특정 정책들에 대한 단일사례분석인 경우가 많다(박순애･박치성, 2008: 211).  

둘째, (소수 부처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다수의 부처들을 함께 다룬 연구들이다. 이들 

연구에는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절차가 수반되는데, 그 선구적 시도는 조석준

(1976; 1977)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는 중앙부처 간의 상호관계를 정기보고 및 위원회 참석 

빈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최근의 실증연구들은 사회네트워크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

창길, 2007; 박순애･박치성, 2008)와 이론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한 탐색적 연

구(오재록, 2008; 2011b)로 다시 나누어진다. 이들은 국무회의 안건 자료(이창길, 2007), 공무

원 인식조사 자료(박순애･박치성, 2008; 오재록, 2008), 전자문서 유통현황 자료(오재록, 

2008, 2011b) 등을 활용하였는데, 이 중 부처 간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것은 전자문서 

유통현황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부처 간 문서수발이 2004년 이후 완전히 전자화되어 부처 

간 업무관계가 명백한 수치로 집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보고 및 위원회 참석빈도(조

석준, 1976; 1977) 및 국무회의 안건 자료(이창길, 2007)에 비해 정보의 양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인식조사 자료가 결여하는 자료의 객관성까지 담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객관성을 담보하는 대안적인 자료들(부처 간 전화통화량, 상호방문 빈도, 대면회의 

빈도 등)이 이보다 더 낫다고 보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분석틀

관청형성 모형에 따르면 정부 관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수단으로서 자신들

이 소속되어 있는 부처의 업무영역을 가능한 한 최대화하려고 한다(Dunleavy, 1991). 이런 

의미에서 행정수반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정부조직개편은 어쩌면 관료들에게 하나의 기회

가 될 수 있다. 조직개편에 따라 자신들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 이를 다른 부처들과의 업

무관계 변화를 통해 확인하려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예컨대, A부처가 B부처의 업무영역을 

이관 받아 그 기능을 확대하였다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또는 이와 비슷한) 업무와 연계되어 

있던 C부처와의 새로운 업무협조관계를 추가하여 얹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A부처는 확

11) 거버넌스 측면에서 중앙부처를 포함한 정부 및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네트워크를 분석한 

연구들은 상당수 있지만, 이 연구들은 이 논문의 주제인 중앙정부 조직개편 효과와는 상이한 이론

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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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편 이전보다 다른 부처들과의 관계를 더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축소개편의 경우에

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가설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업무가 확대(또는 축소) 개편된 부처는, 개편 전과 비교하여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또는 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상태가 변화되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의 부처별 위상을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두 가지 측정방법을 이용한다. 

첫째, 네트워크 내 행위자의 위신(prestige)을 측정하는 기법이다. 위신은 보통 내향중심성

(in-degree centrality) 측정을 통해 분석한다(Wasserman & Faust, 1994). 내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대상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다른 행위자

들로부터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행위자의 위신 또는 명예라고 부

른다(손동원, 2002; 오재록, 2011). 위신이 가지는 의미를 친구관계에서 살펴보면, 자신이 친

구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외향중심성), 친구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많이 가진 사람이

(내향중심성) 실제적으로 더욱 친구가 많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친구관계에 있어 그러한 

사람의 위신 또는 명예가 더 높다는 뜻이 된다. 이를 정부부처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로 

확장해보면, 내향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른 부처들이 특정 부처에 대하여 업무의존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이 부처의 위신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에 있어서 위신이 가지는 의미는, A

부처가 조직개편 이전보다 관할 업무영역을 확장하고 그로 인해 다른 부처들로부터 더욱 

더 많은 업무협조 또는 업무연락을 받게 되어 그만큼 위신이 올라간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정부부처의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 특정 부처가 담당하는 매개자(broker) 

혹은 다리(bridge) 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기법이다. 예컨대 A, B, C부처 중 A와 C가 오직 

B를 통해서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우, B부처는 A와 C 사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정자 

또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손동원, 2002; 오재록, 2011b). 이는 주로 사이중심

성(betweenness centrality) 측정을 통해 분석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확대개편된 부처들이 그렇

지 않은 부처들에 비해 업무조정 능력에 있어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한다. 즉, 주요 국책사

업 등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조직개편 이전과 비

교하여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동시에, 정부부처 간 정책조정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커질 것

이라는 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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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두 가지 측정방법을 적용하려면, 가설1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위 가설로 세분

화될 수 있다.

가설1-1. 확대개편된 부처들은 개편 전과 비교하여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내향중심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가설1-2. 확대개편된 부처들은 개편 전과 비교하여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사이중심성이 더 향상되었을

것이다.

한편, 단순히 조직개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서, 정부조직개편에 있어 이명박 

정부가 갖는 맥락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중점시책 혹은 국정과

제와 관련이 깊은 부처들이 조직개편 이후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그 역할이 어떻게 구조

적으로 변화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기조

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경제정책 및 산업발전정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보아 다음

과 같은 가설도 제시한다.

가설2.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경제 및 산업발전정책)에 해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여타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보다 조직개편 이후 업무관계 네트워크에 있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을

것이다.

가설2 역시 가설1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두 가지 측정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하위 가설로 세분화될 수 있다.

가설2-1.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경제 및 산업발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노무현 정부의 편제와

비교하여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내향중심성이 더 높아졌을 것이다.

가설2-2. 이명박 정부의 중점정책(경제 및 산업발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노무현 정부의 편제와

비교하여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사이중심성이 더 향상되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1>과 같은 연구분석틀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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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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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설계

1. 연구대상 및 분석단위

이 논문의 분석대상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전체 중앙행정기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제외한 차관급 이상의 모든 부, 처, 원, 위원회이다. 정규

공무원 100명 이하의 기관이나 한시조직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 부처를 망라한다. 시간적 

범위는 노무현 정부 후반 2년(2006~2007년)과 이명박 정부 초반 2년(2008~2009년)으로 한정

한다. 개편 전후 단 1년씩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2년간씩으로 하는 것이 특이사항에 의

한 자료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12).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에서는 총 92

개(46개 부처×2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총 82개(41개 부처×2년) 부처가 실제 연구대상기관으

로 선정되었다. 

2. 변수의 정의

중앙부처들 간 문서교환 건수는 종이문서 교환 건수와 전자문서 교환 건수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겠지만, (앞에서 밝혔듯이) 2004년 이후 부처 간 문서교환이 사실상 전자화되었

기 때문에13) 이 논문의 시간적 범위(2006~2009) 상 전자문서 교환 건수만으로 변수구성은 

12) 3년치로 하지 않은 것은, 조사시점 현재 이명박 정부 자료가 2년치만 생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3) 전자문서를 통한 중앙부처간 업무연락체계 구축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수작업 위주였던 정

부의 사무관리제도는 1991년 대통령령인 ｢사무관리규정｣ 제정과 함께 전산화･자동화 체제로 변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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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다. 분석에 사용된 원 자료는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 즉 “중앙행정기관 

간 전자문서 유통 현황”(엑셀자료)이다. 

전자문서로 교환되는 문서들은 과제관리, 지시사항, 회의관리, 일정관리, 메모보고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며 이 시스템은 ‘온-나라시스템’으로 불린다. ‘온-나라시스템’은 각 부처의 목

적별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는데, 2007년까지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국무총리실), 정부통합

지식관리시스템(행정안전부), 기록관리시스템(국가기록원),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e-사

람(행정안전부), 전자통합평가시스템(국무총리실)이 연계되었고, 이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기획재정부), e-감사(감사원), 통합정보공개시스템(행정안전부), 정부입법정보시스템(법제처)

까지 연계되었다(행정안전부b, 2008: 115-119). 부처 간 단순 업무협조에서부터 정부업무평가

와 인사, 예산회계, 정보공개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업무협력관계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전자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처 간에 교환되는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전자

문서 교환 건수는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를 충분히 대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

다14)15).

아울러 이 논문은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앞에서 밝혔듯이) 내향중심

성과 사이중심성을 활용한다. 내향중심성은 A부처가 다른 부처들로부터 문서를 얼마나 많

이 받는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문서교환에 있어서 특정 부처에 대한 다른 부처들의 업무의

존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Wasserman & Faust, 1994). 사이중심성은 어떤 정책업무와 관

련하여 A와 C 부처와 업무협조를 하는 데 있어 B부처가 이들 간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거

나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준다.

었으며, 특히 1996년이후 2003년까지에 걸쳐 전자결재와 전자문서유통근거 마련, 전자문서의 보안 

및 전자서명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전자문서를 통한 중앙부처 간 업무연락이 일반화되었다. 2004
년부터는 정부 문서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화에 맞도록 재설계하였고 2006년 이후 업무관리시스템 

도입과 행정정보시스템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졌다. 나아가 현재는 행정기관의 전자유통범위가 행정

기관 외의 기관 및 단체 등까지 확대되었다(행정안전부b, 2008: 13-17). 

14) 부처의 업무성격에 따라 다른 부처와의 업무관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부처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부

처들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즉, 문서교환 네트워크 또는 문서교환의 양이 의미하는 것은 특정 

부처가 다른 부처에 비하여 중요한 업무 또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시적인 수준에서 특정 부처의 업무특성에 따른 업무협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아

니라, 정부조직개편 전후에 있어 개편에 따른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나는가를 분석

하는 것임에 유의하자.  

15) 그러나 이러한 전자문서 교환 건수라는 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즉 특정 정책과 관련된 협력사항에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적 업무연락인지 등에 따라 업무관계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문서연락관계를 총합적으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질

인 차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 이 논문은 현재 획득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시론적 분석을 한 

것이 목적이었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자료의 특성에 따른 문서교환 건수의 차별화를 통한 네

트워크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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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변수의 재코딩) 및 분석방법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9년까지 중앙부처 간 전자문서 

교환 건수는 <표 3>과 같은 기술통계량을 갖는다. 2009년의 경우 41개 부처가 평균적으로 

639건의 문서를 주고받았으며, 표준편차는 2,410건 정도로 상당히 컸다. 중앙값이 평균보다 

상당히 작았고 비대칭도 역시 꽤 큰 것으로 보아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로 여겨진다. 이러

한 분포의 특성은 다른 2006~2008년도에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표 3> 2006~2009년 중앙부처 문서교환 기술통계량
(단위: 건수)

년도 부처 수 평균 표준편차 중앙값 비대칭도

2006 46 292.93 1031.17 119 26.34

2007 46 438.82 1766.07 171.5 25.93

2008 41 425.11 1568.00 128 20.19

2009 41 638.50 2410.44 186.5 21.45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의 특성 가운데 하나는 값이 매우 큰 소수 극단값(outlier)이 존재

한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평균값보다는 중앙값이 대표값으로 더 바람직하다. 이점을 감안

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처 간 네트워크 분석에 중위수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절

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년도 중위수보다 작으면 0, 크면 1로 재코딩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면, 각 년도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의미 있는 문서교환 관계가 있는

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특정 분야의 소수 부처들 간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문서교

환(극단값)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16) 이로 인한 전체 구조의 왜곡을 피할 

수 있게 해준다. 즉, 특정 분야의 소수 부처들하고만 유별나게 많은 관계를 갖는 특수한 부

처들이 부각되는 것을 막고, 여러 분야의 다양한 부처들과 일정 수준 이상 의미 있는 관계

를 맺는 부처들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문서교환 관계를 통하여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를 파악하고자 하는 

구조적 시각을 견지한다. 이를 위해 첫째, UCINET을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Borgatti, Everett, 

& Freeman, 2002)을 실시한다. 네트워크 분석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 분

석과 가설검정을 위한 변수 산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사용한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산출된 구조적 변수들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한다. 

16) 예를 들면 법무부와 검찰청 두 부처 사이의 문서교환은 다른 부처들 간의 문서교환과 비교하여 매

우 큰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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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분석결과

1. 기술적 분석결과: 네트워크 분석

전자문서 교환관계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전체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기술통계량은 

<표 4>와 같이 나타났으며, 이는 다음 세 가지로 분석된다. 

<표 4> 문서교환 네트워크의 기술통계분석(중위수 기준 네트워크)

구  분 2006 2007 2008 2009

부처 수 46 46 41 41

문서교환 관계 총수 1037 1035 823 820

1 부처당 관계 수* 22.54(9.41, 12.4) 22.5(9.30, 12.20) 20.07(9.00, 11.21) 20(8.85, 11.75)

네트워크 밀도** 50.1% 50% 50.2% 50%

연결중심성 네트워크 집중도 지수*** 44.20%, 51.01% 48.84%, 51.11% 51.06%, 51.06% 51.25%, 51.25%

사이중심성 네트워크 집중도 지수 10.86% 10.52% 7.76% 9.47%

* 괄호안은 표준편차. 외향관계의 표준편차가 앞이고 내향관계의 표준편차가 뒤임.
** 네트워크 밀도란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관계의 수와 현재 존재하는 관계 수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4개의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존재 가능한 총 관계는 12개(4*3)인데, 실제로 6개
의 관계만이 존재한다면, 이 네트워크의 밀도는 0.5(6/12)가 되는 것임.

*** 네트워크 집중도(network centralization)란 네트워크 내에 모든 조직들이 단 하나의 조직에만 관계를 의
존하는 네트워크와의 비교를 하는 것임. 즉 별모양 네트워크(star network)의 집중도가 1이며, 모든 조직
이 다른 모든 조직과 관계를 가졌을 때를 0인 상태로 놓고, 얼마나 하나의 조직에게 다른 조직들이 관
계를 의존하는가를 나타내는 지수임. 왼쪽이 외향(out-degree) 집중도, 오른쪽은 내향(in-degree) 집중도
임. 여기서 외향(out-degree)은 문서발신을 의미하며, 내향(in-degree)은 문서수신을 의미함.

첫째,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2007년과 비교할 때,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09년에

는 부처 수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문서교환 건수가 감소했다.

둘째, 한 부처당 문서교환 수의 표준편차는, 이 논문의 측정지표인 내향중심성, 즉 문서를 

받는 관계가 문서를 내보내는 관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부처들 간의 편차가 문

서를 받는 관계, 즉 내향중심성에서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문서를 더 많이 수

신하는 부처가 위신이 높다고 할 때, 위신이 높은 부처와 낮은 부처들 간의 차이가 내향중심성

에서 보다 더 뚜렷하다는 것으로, 이는 본 연구가 채택한 내향중심성의 타당성을 말해준다. 

셋째, 네트워크 밀도는 4개 년도에 걸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 간의 

일상적인 업무관계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결중심성과 사이중심성 각각에 대하여 네트워크 집중도 지수를 측정한 결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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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다음 세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2006~2007년에는 내향중심성(문서수신) 집중도가 외향중심성(문서발신) 집중도보다 

조금 더 높았던 반면, 2008~2009년에는 그 차이가 없어졌다. 

둘째, 내향중심성 집중도의 경우 두 정부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즉, 특정 분야의 소수 

부처들이 전체 네트워크의 내향중심성의 과반을 차지한 것이다. (부록의 표1과 같이) 행정자

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2006~2007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2008~2009년)에 대한 다른 

부처들의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셋째, 사이중심성 집중도의 경우 2006~2007년보다 2008~2009년의 지수 크기가 상대적으

로 줄어들었다. 소수 특정 부처들이 가교 역할을 하는 정도의 비중이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약 11% 정도17)였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약 8% 정도로 낮아진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

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2006~2007년)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2008~2009년)보다 업

무조정 역할을 하는 정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는 문서교환 네트워크를 시각화한 소시오그램이다. 여기서 동그라미는 부처, 선

은 관계를 나타내는데, 선의 화살표는 발신･수신 방향을 가리킨다. 중심부(core)에 위치한 부

처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수신관계를 가지며, 주변부(periphery)에 위치한 부처들은 적은 수신

관계를 갖는다. <표 5>는 가시성이 떨어지는 <그림 2>를 보완하기 위해 중심부와 주변부 

부처들을 나열한 것이다. 

<표 5> 중심부-주변부 분석결과

연도 중심부(Core) 주변부(Periphery)

2006
(24개)
(22개)

감사원 홍보처 기예처 법제처 건교부 과기부 교육
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문광부 법무부 복지부 
산자부 외교부 재경부 정통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
부 경찰청 병무청 조달청 인사위

국정원 보훈처 여성부 통일부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진청 검찰청 문화청 방사청 산림청 
소방청 식약청 중기청 통계청 특허청 해경  
공정위 인권위 청렴위 금감위 

2007
(24개)
(22개)

감사원 기예처 건교부 과기부 교육부 국방부 노동
부 농림부 문광부 법무부 복지부 산자부 외교부 
재경부 정통부 통일부 해수부 행자부 환경부 경찰
청 검찰청 병무청 조달청 인사위

국정원 보훈처 홍보처 법제처 여성부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진청 문화청 방사청 산림청 
소방청 식약청 중기청 통계청 특허청 해경  
공정위 인권위 청렴위 금감위 

2008
(24개)
(17개)

보훈처 법제처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노동
부 농림부 문광부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지경부 
통일부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검찰
청 병무청 조달청 통계청 권익위

감사원 국정원 여성부 기상청 농진청 문화청 
방사청 산림청 소방청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해경  공정위 인권위 금융위 방통위 

2009
(26개)
(15개)

보훈처 법제처 교과부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 노동
부 농림부 문광부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지경부 
통일부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검찰
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권익위

감사원 국정원 여성부 기상청 농진청 문화청 
방사청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해경  공정위 
인권위 금융위 방통위

17) 11%의 의미는, 전체 각 부처들이 조정 역할을 하는 정도의 전체 크기를 100이라고 했을 때, 소수 

부처가 11 정도의 크기를 담당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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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부처 간 문서교환 네트워크 연도별 소시오그램 (중위수 기준)

노
무
현

정
부

2006년 
(46개 부처)

2007년 
(46개 부처)

이
명
박

정
부

2008년 
(41개 부처)

2009년 
(41개 부처)

이를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중심부-주변부 부처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나(52%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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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명박 정부 때는 중심부 부처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08년 58.5%, `09년 

63.4%).

첫째, 4년 동안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는 총 16

개18), 주변부 역할을 하는 부처는 총 13개19)로 나타났다. 

둘째, 노무현 정부 때는 주변부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중심부로 역할이 바뀐 부처는 5

개(국가보훈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국민권익위원회)였다. 기획재정부 소속기관인 국세

청, 관세청, 통계청은 기획재정부의 위상 강화에 따른 여파라고 볼 수 있고, 국가보훈처는 

국가 전반의 우경화경향 여파, 국민권익위원회는 확대개편과 대통령 최측근(이재오)의 보임 

여파로 볼 수 있다. 

셋째, 노무현 정부 때는 중심부였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주변부로 역할이 바뀐 부처는 2

개(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정보통신부의 축소개편에 따른 

여파라고 볼 수 있고, 감사원의 경우에는 (불분명하지만) 대통령의 권력기관 활용법과 관련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20)

그밖에 같은 정부 안에서 중심부와 주변부를 오간 부처들이 있는데, 이 중 비교적 분명한 

해석이 가능한 곳은 검찰청이라고 할 수 있다. 검찰청은 2006년 주변부에 있다가 2007~2009

년 중심부로 이동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중반 움츠러들었던 검찰이 정권 말기에 활동을 강

화하고 이어 새 정부 초반에는 권력의 도구로서 충실히 움직인 결과에 따른 방증이 아닌가 

생각된다. 

2. 통계적 가설검정: 정부조직개편 전후 비교분석 결과

1)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비교분석 결과

노무현-이명박 정부 내에서 각각 유지, 확대, 축소, 폐지된 부처 간 내향중심성과 사이중

18) 교과부(과기부+교육부), 국방부, 국토부(건교부), 기재부(기예처+재경부), 노동부, 농림부, 문광부, 법
무부, 복지부, 외교부, 지경부(산자부), 행안부(행자부+인사위), 환경부, 경찰청, 병무청, 조달청.

19) 국정원, 여성부, 기상청, 농진청, 문화재청, 방사청, 식약청, 중기청, 특허청, 해경, 공정위, 인권위, 금
융위. 여기서 국가정보원이 주변부로 나타난 것은, 이 논문의 측정변수가 ‘공식적 문서’인 데 따른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말이 있듯이, 비공식적인 활동이 여

기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본다.

20)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 달리 권력기관들을 통치에 적극 활용하였다. 임기 초반 김황식 감사원

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61회에 달하는 독대보고 자리를 가졌다. 이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

문회 과정에서 공개되었는데, 당시 감사원은 KBS(정연주 사장)에 대한 표적감사 등 권력의 도구 역할

에 순응했다. 이 당시 감사원은 각 부처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요구와 균형 잡힌 문서수신 등을 통

한 일상적 감사보다는 상부의 지시에 따른 감사활동에 더 무게를 두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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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의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모든 F값의 유의확률이 0.01 수준에서 유의미, 

<표 6>). 내향 중심성에 있어 노무현 정부는 페지>확대>축소>유지 부처의 순서로 나타났으

며, 이명박 정부는 확대>유지>축소 부처의 순서로 나타났다. 사이중심성의 경우, 노무현 정

부는 폐지>확대>축소>유지 부처 순서로 나타났고, 이명박 정부는 확대>유지>축소 부처의 

순서로 나타나 그 차이가 확연했다. 이를 사후분석(Scheffe 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두 정부 

내의 차이에 대하여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두 정부별/조직개편 유형 간 내향･사이중심성 지수 비교

구  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유지 확대 축소 폐지 유의
확률

유지 확대 축소 유의
확률N 58 22 4 8 58 20 4

내향 
중심성

평균  40.31 66.47 61.11 70.00 
.000

41.85 80.63 16.88 
.000

SD 22.169  18.820  36.492  22.506  21.998  24.250   8.750 

사이 
중심성

평균  0.649   1.602   1.221   3.331 
.002

  0.680   3.275   0.008 
.000

SD  0.980   1.745   1.345   5.106   1.095   2.956   0.011 

 *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결과를 기준으로 재분류한 것임.

첫째, 노무현 정부의 경우, ① 확대개편21)의 경우 유지부처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높은 

위신(내향중심성)을 유지하고 있었고(0.01 수준에서 유의), ② 폐지된 4개 부처의 경우, 유지

부처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내향중심성을 보였다(0.01 수준에서 유의). 즉, 확대부처와 폐지부

처는 내향중심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고, 축소부처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문서교환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이중심성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폐지부처들이 다른 부처들과 유의미하게 차이 나는 정도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 조정 역할을 하던 부처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지, 확

대, 축소 개편된 부처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경우, 확대개편된 부처들이 유지 및 축소개편된 부처들에 비해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위신을 가지는 부처들로 바뀌었으며(0.01 수준에서 유의미), 이는 사이중심

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확대개편된 부처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내향중심성이 높은 부처들이었지만, 업무조정

에 있어서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기보다 다른 부처들과 비슷한 정도의 조정 역할을 하였고, 

특히 폐지된 부처들과 비교했을 때는 업무조정능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처

21)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 결과를 기준으로 볼 때 ‘확대부처’라는 뜻이며, 유지, 축소, 폐지 부처도 마

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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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에 따라 확대개편된 부처들은 다른 부처들, 즉 유지와 축소개편된 부처들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위신과 조정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명박 정

부의 조직개편이 중앙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를 일정 수준 변화시켰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두 정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정권별 차이분석을 실시하

였으며(<표 7>),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표 7> 조직개편에 따른 정권별 내향 및 사이중심성 지수 차이 비교분석

구분 중심성 정부　 N 평균 표준편차 F 유의확률*

유지

내향중심성
노무현정부 58 40.307 22.169

   0.009 0.926
이명박정부 58 41.853 21.998

사이중심성
노무현정부 58  0.649  0.980

   1.476 0.227
이명박정부 58  0.680  1.095

확대개편

내향중심성
노무현정부 22 66.465 26.364

   0.843 0.364
이명박정부 20 80.625 24.205

사이중심성
노무현정부 22  1.602  1.745

   6.241   0.017***
이명박정부 20  3.275  2.956

축소개편

내향중심성
노무현정부 4 61.111 36.492

  42.956   0.001**
이명박정부 4 16.875 8.75

사이중심성
노무현정부 4  1.221  1.345

6331.746   0.000**
이명박정부 4  0.008  0.011

 * 유의확률: Levene 동분산 F 검정,  ** 0.01수준에서 유의, *** 0.05수준에서 유의

첫째,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와 동일한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부처는 조사대상 41개 부처 가운데 총 28개에 달한다. 이들 부처는 

조직개편 전후에도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관계에 있어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즉, 유지부처들의 경

우 부처 간 업무관계에서 특기할 만한 변화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와는 대조적으로 확대개편된 부처들은 사이중심성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업무관계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향중심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확대개편된 부처의 경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중점 국책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로 전화하면서 업무관계의 두 가지 측면 중 조정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부처의 위신 역시 커지기는 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뚜렷한 것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셋째, 축소개편된 2개의 부처는 업무관계 능력이 유의미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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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편된 부처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비중이 상당 수준 감소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조직개편 전후, 부처기능별 비교분석 결과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87개 부처들을 정부기능별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두 정권별 비교분석을 추가로 실시해 보

았다. 정부부처의 기능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국가관리기능, 산업경제기능, 사회문화기능 등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정부부처 기능에 따른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 있어서 두 정부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 가지 정부기능별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의 차이를 

<표 8>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표 8> 두 정부별/정부부처의 기능 간 내향･사이중심성 지수 비교

구  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유의
확률

국가관리 산업경제 사회문화 유의
확률N 46 26 20 40 20 22

내향 중심성
평균 50.628 46.581 53.222 

.696
52.000 47.250 49.205 

.823
SD 26.201 28.971 26.010 25.963 32.756 30.063 

사이 중심성
평균  1.516  0.818  0.674 

.185
 1.414  1.555  0.786 

.411
SD  2.695  0.809  0.604  2.283  2.353  1.097 

두 정부 각각에 있어 세 가지 기능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노

무현-이명박 정부에 있어 정부기능에 따라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었다. 다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평균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두 정부 간 패턴 비교는 가능하다.

첫째, 내향중심성의 경우 노무현 정부는 사회문화>국가관리>산업경제 기능의 순서로 높

게 나타난 반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관리>사회문화>산업경제 기능의 순서로 패턴이 변화하

였다.22) 

둘째, 사이중심성의 경우 노무현 정부는 국가관리>산업경제>사회문화 기능의 순서로 높

게 나타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산업경제>국가관리>사회문화 기능의 순로 패턴이 변화하였

22)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회복지가 포함된 사회문화기능의 비

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반면,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관리기능이 사회문화기능을 앞선 것은 눈

여겨볼 만하다. 이는 분배 및 형평의 패러다임보다는 통제와 질서 등 성장과 안정의 패러다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상황을 적절하게 대별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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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 조달청, 통계청 등 부처 간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부처들, 즉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조정 역할을 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식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사이중심성 평균이 다른 기능을 하는 부처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업무조정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

서 본 연구에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노무현, 이명박 두 정부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표 9>와 같이 정부별 차이를 부처

기능별로 다시 분석해 보았다. 

<표 9> 부처기능별/정부별 내향중심성 및 사이중심성 지수 차이 비교분석

기능 중심성 정부별　 N 평균 SD F값 Sig

국가관리

내향
중심성

노무현 정부 46 50.63 26.20 
 0.046 0.830 

이명박 정부 40 52.00  25.96 

사이
중심성

노무현 정부 46  1.52  2.69 
 0.282 0.597 

이명박 정부 40  1.41  2.28 

산업경제

내향
중심성

노무현 정부 26 46.58 28.97 
 2.066 0.158 

이명박 정부 20 47.25 32.76 

사이
중심성

노무현 정부 26  0.82  0.81 
14.888  0.000* 

이명박 정부 20  1.55  2.35 

사회문화

내향
중심성

노무현 정부 20 53.22 26.01 
 0.913 0.345 

이명박 정부 22 49.20 30.06 

사이
중심성

노무현 정부 20  0.67  0.60 
 3.055 0.088 

이명박 정부 22  0.79  1.10 

 * 0.01수준에서 유의

그 결과,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에 해당되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두 

정권 간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면, 내향중심성, 즉 위신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지만, 업무조정 능력을 의미하는 사이중심성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만이 유의미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이 업무조정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해 국가관리기능, 즉 정권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부처들은 다른 부처들과의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무현 정부 당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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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정책적 비중이 두어졌던 사회문화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의 경우 내향중심성

은 약간 감소한 대신, 사이중심성은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감은 아니었다.23) 

이상의 분석결과, 즉 1) 확대개편된 부처들의 경우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뚜렷한 

역할 변화가 감지되었고, 2) 산업경제기능을 하는 부처들 역시 비교적 뚜렷한 역할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동시에 살펴보기 위해 산업경제기능을 하는 부처들 중 확대개편

된 부처들만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부처들과 내향 및 사이중심성 평균 비교를 좀 더 실시

해 보았는데, <표 10>은 그 결과를 보여준다.

<표 10> 산업경제기능 부처들의 정권별/개편유형별 내향･사이중심성 비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산업경제 & 
확대개편

나머지 부처 유의
확률

산업경제 & 
확대개편

나머지 
부처 유의

확률
N 10 82 10 72

내향 중심성
평균 57.778 49.106

.889
70.750 47.222

.907
SD 29.350 26.489 31.359 27.133

사이 중심성
평균  1.149  1.134

.355
 3.054  1.033

 .058*
SD  0.823  2.101  2.587  1.859

 * 0.1수준에서 유의함

<표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확대개편된 산업경제기능의 5개의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과 그렇지 않은 부

처들과의 사이중심성 평균에 있어서의 차이뿐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다른 부처들과 비

교하여 네트워크에서 조정능력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이들 부처가 정부조

직개편 이후 괄목할 만하게 조정능력이 향상된 것은 눈에 띄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기획재정부의 경우 예산권과 경제정책조정권이 함께 주어지면서 다른 부처들이 기획재정

부의 협조 없이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평가가 있다(오재록, 2009; 

박천오, 2011b). 이를 반영하듯, 기획재정부의 내향중심성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 2007

년 8, 12위(재정경제부)에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2009년 1, 2위로, 사이중심성은 7, 17

위에서 2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23)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사회문화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은 정권변화와 관계없

이 현재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수요가 현저히 높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를 수수방관하

지 못한 채, 적어도 이전 정부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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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의 경우에도 4대강 사업을 주관하면서 권력의 크기가 기획재정부(1위)에 버금

갈 정도로(4위) 커진 것으로 평가된다(오재록, 2011). 이를 반영하듯, 국토해양부(건설교통부)

의 내향중심성은 2006~2009년 사이 7위→7위→5위→7위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사이중심성

은 6위→6위→4위→4위로 미세하나마 확연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참조). 

또한 옛 정보통신부 기능 중 상당 부분을 흡수하여 그 역할이 비약적으로 커진 지식경제

부, 그리고 옛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을 이관 받아 금융･자본시장의 컨트롤 타워로 등극한 

금융위원회, 아울러 옛 해양수산부의 상당 기능과 식품관리 기능을 이관 받고 한미 FTA 쇠

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 초기에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한 바 있는 농림수산

식품부 등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지식경제부의 내향중심성은 15위→18위→11위→12위, 

사이중심성은 6위→6위→9위→10위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농림수산식품부의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은 모두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를 나타내 보였다(내향중심성: 23→11→10→9위, 

사이중심성: 24→18→10→9위).

Ⅵ. 논의 및 맺음말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노무현-이명박 정부 간 정권변화에 따른 부처 간 업무

관계 네트워크 구조의 변동 양상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정부부처 간 업

무관계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음이 확인되었다. 부처 수의 감소만큼 문서교환 

수의 전반적인 감소가 나타났고, 소수 특정 부처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가

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노무현 정부의 경우 국가관리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중앙인사위원

회와 행정자치부)에 대한 네트워크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명박 정부에

서는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에 대한 집중도가 두드러지게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

이다. 특히, 산업경제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들(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

회, 농림수산식품부)은 사이중심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짐으로써 괄목할만한 업무조정능력 향

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 중에서도 기획재정부의 경우, 내향중심성과 사이중심성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여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부처 간 네크워크 구조에서 보다 중핵적

인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구조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음을 확인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는 이질

적인 이념세력 간의 정권교체에 따라 수반되는 정책기조의 변화에 대하여 정부부처들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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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하고 있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자칫 ‘정부의 업무는 개별 부

처들의 고유기능에 따라 정치적 영향에 덜 민감해야 한다’는 행정의 정치적 중립 준수 원칙

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로부터 추가적인 논쟁

적 이슈들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보편타당한 해답은 존재하지 않지만, 조직개편이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는지에 대한 효과분석은 미래의 조직개편에 중요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

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부처주의’가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에 실제적으로 어떠한 영향

을 끼쳤는지, 그리고 공직 내부에서 인정하는 경제부처의 영향력 증가가 경험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등이 일정 정도 확인된 측면이 있다. 또한 정책기조의 차이와 조직개편, 

그리고 실제 부처 간 업무관계 네트워크 변화와 영향력의 차이로 이어지는 인과관계에 대

한 확인은 미래의 정부조직개편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겉으로는 ‘대

대적인’ 개편이 표방되지만 실제로는 미미한 변화에 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듯이(41개 부

처 중 28개 부처 현상유지; <표 7> 참조), 순수 행정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조

직개편이, 뚜렷한 편익도 확인되지 않은 채 고비용과 국민 불편(혼란과 피로감)을 수반해가

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

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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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순위 부처 점수 07순위 부처 점수 08순위 부처 점수 09순위 부처 점수

1 중앙인사위 100 1 중앙인사위 100 1 행정안전부 100 1 행정안전부 100

1 행정자치부 100 1 행정자치부 100 1 기획재정부 100 2 기획재정부 95

3 정보통신부 91.1 3 외교통상부 95.6 3 외교통상부 92.5 2 보건복지부 95

4 외교통상부 88.9 4 정보통신부 93.3 3 보건복지부 92.5 4 외교통상부 92.5

4 국정홍보처 88.9 5 보건복지부 91.1 5 국토해양부 87.5 5 문화체육부 90

6 문화관광부 86.7 6 문화관광부 88.9 5 문화체육부 87.5 5 국민권익위 90

7 건설교통부 84.4 7 건설교통부 84.4 7 조달청 85 7 국토해양부 87.5

8 재정경제부 82.2 8 조달청 80 7 국민권익위 85 7 조달청 87.5

9 조달청 77.8 9 교육자원부 77.8 9 교육과학부 82.5 9 농림수산부 85

9 교육인적부 77.8 10 노동부 73.3 10 농림수산부 77.5 10 교육과학부 82.5

11 노동부 73.3 11 농림부 71.1 11 지식경제부 75 11 환경부 75

12 보건복지부 71.1 12 재정경제부 68.9 12 법무부 70 12 지식경제부 72.5

13 환경부 68.9 13 법무부 66.7 13 통계청 67.5 13 법무부 70

13 통계청 68.9 13 통계청 66.7 14 환경부 65 13 병무청 70

15 산업자원부 66.7 15 환경부 64.4 15 경찰청 62.5 15 노동부 62.5

16 해양수산부 62.2 16 기획예산처 62.2 15 검찰청 62.5 16 경찰청 57.5

17 기획예산처 57.8 16 법제처 62.2 17 노동부 57.5 17 검찰청 55

18 국방부 55.6 18 산업자원부 60 17 병무청 57.5 17 통계청 55

18 법무부 55.6 19 해양수산부 57.8 19 국방부 50 19 국방부 52.5

20 법제처 53.3 20 국방부 53.3 20 법제처 47.5 19 소방방재청 52.5

21 과학기술부 51.1 20 과학기술부 53.3 21 소방방재청 45 21 국가보훈처 42.5

21 소방방재청 51.1 22 소방방재청 51.1 22 국세청 37.5 21 법제처 42.5

23 농림부 46.7 23 경찰청 48.9 22 통일부 37.5 23 관세청 37.5

23 산림청 46.7 23 병무청 48.9 22 국가정보원 37.5 24 산림청 35

25 병무청 44.4 25 국정홍보처 46.7 25 관세청 35 24 해양경찰청 35

25 검찰청 44.4 26 검찰청 44.4 25 국가보훈처 35 26 국세청 32.5

27 관세청 42.2 26 관세청 44.4 25 산림청 35 26 통일부 32.5

27 국가보훈처 42.2 28 통일부 40 25 해양경찰청 35 26 식약청 32.5

29 경찰청 40 29 산림청 37.8 29 식약청 30 29 중소기업청 30

29 국가청렴위 40 30 국가보훈처 35.6 30 기상청 27.5 30 특허청 27.5

31 통일부 37.8 31 해양경찰청 31.1 30 방송통신위 27.5 31 국가정보원 25

31 여성가족부 37.8 31 국가청렴위 31.1 32 특허청 20 32 문화재청 22.5

33 중소기업청 31.1 31 국가정보원 31.1 32 금융위원회 20 33 공정거래위 20

33 국가정보원 31.1 34 국세청 28.9 32 방위사업청 20 33 방송통신위 20

부 록

<표 1> 년도별 부처간 내향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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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순위 부처 표준화

점수
07

순위 부처 표준화
점수

08
순위 부처 표준화

점수
09

순위 부처 표준화
점수

1 중앙인사위 11.8 1 중앙인사위 11.4 1 행정안전부 8.85 1 행정안전부 10.5

2 행정자치부 6.78 2 행정자치부 6.43 2 기획재정부 7.16 2 기획재정부 7.21

3 외교통상부 4.85 3 외교통상부 4.65 3 외교통상부 4.55 3 외교통상부 4.28

4 조달청 2.54 4 정보통신부 2.42 4 국토해양부 4.14 4 국토해양부 4.20

5 정보통신부 2.36 5 조달청 2.32 5 보건복지부 3.61 5 보건복지부 3.31

6 건설교통부 2.34 6 건설교통부 2.27 6 조달청 3.40 6 조달청 3.19

7 재정경제부 1.72 7 법무부 1.84 7 법무부 2.64 7 법무부 2.34

8 문화관광부 1.56 8 기획예산처 1.72 8 교육과학부 2.44 8 대검찰청 1.99

9 산업자원부 1.52 9 대검찰청 1.60 9 지식경제부 2.29 9 농림수산부 1.95

10 국방부 1.35 10 보건복지부 1.57 10 농림수산부 1.83 10 지식경제부 1.76

11 노동부 1.29 11 문화관광부 1.55 11 대검찰청 1.78 11 문화체육부 1.58

12 법무부 1.25 12 노동부 1.25 12 경찰청 1.66 12 경찰청 1.49

13 대검찰청 1.14 13 교육인적부 1.12 13 국방부 1.20 13 국방부 1.36

14 환경부 1.09 14 산업자원부 1.09 14 문화체육부 1.16 14 병무청 1.17

15 보건복지부 .955 15 국방부 1.04 15 국민권익위 1.12 15 환경부 1.17

16 교육인적부 .912 14 환경부 1.04 16 병무청 .998 16 교육과학부 1.16

17 해양수산부 .856 17 재정경제부 1.02 17 환경부 .93 17 국민권익위 1.15

18 병무청 .778 18 농림부 .941 18 노동부 .634 18 노동부 .887

19 기획예산처 .737 19 경찰청 .848 19 국세청 .433 19 관세청 .416

20 과학기술부 .686 20 병무청 .835 20 관세청 .306 20 국세청 .261

21 경찰청 .678 21 과학기술부 .778 21 해양경찰청 .172 21 통일부 .234

35 식약청 28.9 34 기상청 28.9 35 중소기업청 17.5 35 기상청 17.5

35 기상청 28.9 36 식약청 26.7 35 공정거래위 17.5 35 농촌진흥청 17.5

37 해양경찰청 26.7 37 중소기업청 24.4 35 농촌진흥청 17.5 37 감사원 15

38 국세청 20 38 여성가족부 22.2 35 문화재청 17.5 38 방위사업청 12.5

38 문화재청 20 39 문화재청 20 39 국가인권위 15 39 국가인권위 10

40 특허청 17.8 39 농촌진흥청 20 40 감사원 12.5 40 금융위원회 7.5

40 감사원 17.8 41 특허청 17.8 40 여성부 12.5 40 여성부 7.5

40 농촌진흥청 17.8 42 방위사업청 15.6 　 　 　 　 　 　

43 방위사업청 11.1 43 감사원 11.1 　 　 　 　 　 　

44 금융감독위 6.67 44 국가인권위 8.89 　 　 　 　 　 　

44 국가인권위 6.67 45 공정거래위 6.67 　 　 　 　 　 　

46 공정거래위 4.44 45 금융감독위 6.67 　 　 　 　 　 　

<표 2> 년도별 부처간 사이중심성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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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허청 .62 22 해양수산부 .624 22 통계청 .158 22 해양경찰청 .203

23 관세청 .577 23 관세청 .547 23 소방방재청 .128 23 중소기업청 .11

24 농림부 .562 24 법제처 .534 24 통일부 .116 24 소방방재청 .1

25 국정홍보처 .505 25 특허청 .467 25 법제처 .111 25 산림청 .097

26 산림청 .44 26 소방방재청 .28 26 산림청 .098 26 국가보훈처 .085

27 통계청 .284 27 통일부 .259 27 식약청 .062 27 법제처 .084

28 통일부 .279 28 국세청 .234 28 농촌진흥청 .054 28 특허청 .065

29 법제처 .271 29 문화재청 .224 29 특허청 .051 29 식약청 .056

30 국가청렴위 .231 30 산림청 .221 30 기상청 .05 30 통계청 .028

31 문화재청 .203 31 국가청렴위 .198 31 국가보훈처 .047 31 농촌진흥청 .023

32 소방방재청 .197 32 해양경찰청 .194 32 국가정보원 .039 32 국가정보원 .019

33 국가보훈처 .157 33 국가보훈처 .128 33 중소기업청 .031 33 문화재청 .017

34 해양경찰청 .116 34 국가정보원 .095 34 방송통신위 .024 34 기상청 .016

35 국세청 .096 35 기상청 .092 35 공정거래위 .023 35 감사원 .014

36 중소기업청 .082 36 농촌진흥청 .079 36 감사원 0.02 36 방송통신위 .007

37 국가정보원 .076 37 통계청 .063 37 금융위원회 .016 37 공정거래위 .005

38 여성가족부 .074 38 식약청 .059 38 문화재청 .007 38 금융위원회 .004

39 식약청 .072 39 중소기업청 .051 39 방위사업청 .004 38 방위사업청 .004

40 기상청 .071 40 방위사업청 .043 40 국가인권위 0 40 국가인권위 0

41 농촌진흥청 .042 41 공정거래위 .041 40 여성부 0 40 여성부 0

42 감사원 .017 42 여성가족부 .039 　 　 　 　 　 　

43 국가인권위 .016 43 금융감독위 .02 　 　 　 　 　 　

44 공정거래위 .014 44 국정홍보처 .016 　 　 　 　 　 　

44 금융감독위 .014 45 감사원 .015 　 　 　 　 　 　

46 방위사업청 .012 46 국가인권위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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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Empirical Study of Nation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 Focus on Changes in the Network Structures of Formal 

Document Exchanges between the Roh and Lee 

Administrations

Chisung Park, Jaerok Oh & Ju-Hyun Nam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s usually influenced by the (new) 
president’s policy orient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resident. This 
study proposes to investigate the impacts of these changes empirically between the 
Roh Administration and the Lee Administration, focusing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s. This study applies social network analysis to research structural changes 
in inter-governmental co-working networks using formal document exchanges among 
organiz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 network structure changes following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al. In particular, ministries with economic 
functions in the Lee Administration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apability as a broker 
in the network compared to during the Roh Administration.

【Key Words: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ter-governmental

co-working network, Network analy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