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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경향이 폭넓어지면서 비영리부문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자원을 확보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 조직에서 유용한 자원으

로 역할을 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에서 차별성을 지니는지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환경NGO는 비제도적 성과에 바탕이 되는 비제도적 활동을 많이 하며, 조

직간 네트워크 규모와 네트워크 동질성이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타 환경NGO는 비제도적 성과에서 자원의 속성을 제외하고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협력강도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유의

성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동질성과 네트워크 협력강도는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

NGO의 조직성과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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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들어 비영리조직은 조직간 협력을 통하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조직 내부에 발생되는 자원과 조직의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자원

만으로는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추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비영리조직은 조직 내･외부

의 자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를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

고 있다. 

Guo and Acar(2005: 342)는 비영리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공동 노력, 공동 자원 및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종 성과물이나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고 밝히고 있다. 비영리조직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원의 활용가능성이 증대되며, 조직

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환경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비영리조직 중 환경NGO 분야에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활

발하다. 왜냐하면 첫째, 환경NGO는 다른 NGO 분야들보다 활동이 가장 활발하며(정정화, 

2005; 도묘현･이관률, 2010), 둘째, 최근 국책사업에서 가장 부각되는 갈등문제가 생태계 보

존으로서 환경NGO의 활동영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시민운동정보센터, 2009). 

환경NGO는 자신들의 환경목적과 효과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암묵적 지식과 신뢰(tacit knowledge and trust)를 형성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환경

NGO는 환경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활동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환경NGO는 협력사업을 통하여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을 감소시켜 활동의 효

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Preissl and Solimene, 2003). 

기존 행정학계의 네트워크 연구들은 정부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가 대부분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간 네트워크 연구로 보기 힘들다(김준기･정복교, 

2007).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거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효과성을 제고

를 위한 전략 및 유형을 분석하는 연구(McGuire, 2002; Considine and Lewis, 2003; O'Toole 

and Meier, 2004; 이주헌･박치성, 2010), 공공관리측면에서 비영리조직간 관계를 사회연결망 

분석을 통해 다룬 연구(Provan and Milward, 1995; 이혜원･우수명, 2005; 박치성, 2006; 김준

기･정복교, 2007; 김언아 외, 2008)가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은 단순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

성만을 기술하고 있으며, NGO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특성에 관한 연구(이민창･김정부, 2002; 

Liebler and Ferri, 2004; Schepers, 2006)도 네트워크의 수단적 역할만 강조할 뿐 네트워크가 

매개체로 하나의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에 주목한 연구는 없다. 그리

고 자원의존연구는 자원의 유형에 관한 연구(Bory and Jemison, 1989; Mahoney, 1995; 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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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2007)와 조직간 자원의존에 관한 연구(Pfeffer and Salancik, 1978; Ulrich and Barney, 

1984; 박길성･이택면 2004)가 있으며, 주로 경영학에서 기업간 또는 기업과 환경과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원의존과 관련된 NGO분야의 연구는 환경NGO의 자원 

특히, 재정을 중심으로 한 연구(이근주, 2000; 정광호･권기현, 2003)가 대부분이다. NGO의 

네트워크를 다룬 연구들은 특정 정책이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효과를 당연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주로 협력의 발생요인이나 성공요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점

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간 네트워크가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환경NGO의 조직의 성

과에 어떠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논의해 봄으로써 기존 행정학계에서 다루어지는 조

직간 네트워크연구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활동이 활발한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

경NGO에서 차별성을 지니는지 비교･분석해보았다. 이를 위해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2008)’에 등록된 환경부 산하 65개 단체, 도 환경부서 산하 109개 단체, 광역시 환경부서 

산하 71개 단체1)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에 포함된 환경NGO는 132개 단체이다. 분석방법으

로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분석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여,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가 환경NGO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 모색하였다. 

Ⅱ.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1. 이론적 논의

조직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유형은 다양하다.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원은 사회조직이 

다른 조직이나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잠재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나 편익을 말한다(Yuchtman and Seashore, 1967). 또한 자원은 조직이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하여 전략을 실행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1)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중 환경부에 등록된 100개 단체(설문회수 48개, 설문불응 17개, 연
구방향과 맞지 않음 15개, 단체가 없어짐 11개, 연락부재 11개), 도 환경부서에 등록된 444개 단체(설
문회수 61개, 설문불응 48개, 연구방향과 맞지 않음 169개, 단체가 없어짐 32개, 연락부재 128개), 광
역시 환경부서에 등록된 283개 단체(설문회수 23개, 설문불응 48개, 연구방향과 맞지 않음 89개, 단
체가 없어짐 10개, 연락부재 109개) 중 연구방향과 맞지 않거나, 단체가 없어지거나, 연락부재 단체

는 연구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여기서 연구방향과 맞지 않은 단체는 첫째, 환경NGO가 환경활동을 하

지 않는 경우, 둘째, 환경NGO가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에 중복으로 등록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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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Grant, 1991).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무형의 자산이 조직의 경쟁우위

를 창출하는데 핵심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비영리조직은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는 자원만으로 존속할 수 없으며, 외부로부터 자원을 획득하거나, 조직간 네트워

크를 통하여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존재하기 힘들다. 

조직간 관계에서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은 ‘자원의 교환’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자원의존이론에 의하면, 모든 조직은 조직 내부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부족한 자

원의 획득을 위해 외부 조직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Pfeffer and Salancik, 1978; 김준기, 

2000). Pfeffer and Salancik(1978)에 의하면, 조직은 자원 제약을 최소화하면서도 보유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부족한 자원을 보유한 외부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의존의 정도

는 자원의 희소성으로부터 비롯된 중요성과 대체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조직의 외부조직에 대한 자원의존도는 조직 간의 관계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원의존이론과 관련된 비영리조직분야 선행연구들의 대상을 보면, 정부와 NGO간의 자원

교환 관계에 관한 연구(최종원, 1999; 김준기, 2000; 김준기･정복교, 2007), 기업과 NGO간의 

자원교환 관계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Thibault and Harvey, 1997; 장임숙, 2006). 양자의 연구

들은 조직간 관계에서 각각의 조직들이 상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의 자원을 보유하

고 있으며, 자원이 부족할 경우 조직간 상호보완 또는 의존적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밝힐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의 독립변수 중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을 설명할 수 있는 밑거름

이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조직간 네트워크가 하나의 자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자원으로서 네트워크의 자원 개념은 조직간 

네트워크의 특성과 효과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조직간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때 

얻어지는 조직 간의 이득 즉, 무형의 자산인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가시성과 비가시성, 네

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협력강도를 조직간 네트워크의 자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는 조직간 협력을 지칭하는 ‘협력사업’이라는 네트워크 매개체를 통

하여 얻어지는 산물을 자원으로 개념화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는 한 

조직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자원을 조직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자신들의 목표달

성을 위하여 다른 조직과 관계를 맺는(Klijin et al, 1995),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자원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되는 내부

자원과 함께 외부로부터 의존을 받는 외부자원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자원을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원의 확보를 극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원으로서 네

트워크는 조직의 내･외부자원을 ‘1+1’이 2 가 아닌 2 이상의 상승효과를 발생시키는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유발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는 비영리조직

인 환경NGO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환경NGO는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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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조직이 직면하는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회소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

고, 무엇보다도 조직목표 달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Kearns, 2000; 박치성, 2006). 둘째, 

환경NGO는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하나의 조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환

경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Agranoff and McGuire, 2001; 

박치성, 2006). 

환경NGO의 네트워크자원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것은 네트워크의 규모이다. 네트워크

의 규모에 따라서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조직간 

네트워크의 규모는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많을수록 환경NGO의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Meier and O'Toole, 2001; 이민홍, 2002; Provan and Kenis, 2007; 오

상현･김상현, 2008). 네트워크의 가시성과 비가시성은 자원의 흐름을 고려할 때, 유형의 자

원 못지않게 무형의 자원도 중시되어야 한다는 Huang and Provan(2006)연구의 인식에서 출

발한다. 즉, 자원의 속성에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의 확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Huang and Provan(2006)은 비가시적인 무형의 자원을 정보공유, 명성, 영향력, 추천으로 보

며, Provan and Huang(2009)은 영향력, 추천, 명성, 정보, 계약으로 보며, Fombrun(2000)와 

Granovetter(2005)는 명성, Oliver and Montgomery(1996)는 영향력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직

의 기능과 목적이 유사한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수록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

칠 것이라는 전제하에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homophily)을 살펴보았다(Kreps, 1990; 김은

주 외, 1999; Lambert et al, 2002). 마지막으로, 조직간 네트워크의 형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

라 강도에 따라 변화는 연속체로 협력강도가 높으면 조직의 자원이 풍성해지며, 조직 내 보

유자원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김준기･이민호, 2006; 김준현, 2009). 다시 말하면, 자

원으로서 조직간 네트워크의 유형인 규모, 가시성과 비가시성, 동질성, 협력강도가 환경NGO

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환경NGO와 같은 비영리조직은 자체수익활동이나 새로운 재원개발에 성공할수록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Galaskiewicz and Bielefeld(1998)는 상업활동이나 새로운 자원개발에 

성공하는 NGO일수록 전문화와 더불어 정교한 관리전략과 정치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고 논

의하고 있다. 즉, 환경NGO의 내부자원이 풍부할수록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유리하며, 이는 곧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부문실패이론에 따르면, 정부는 자생력이 부족한 비영리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이들 기관들에 대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접근

을 통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Salamon, 1995). 즉, 자원부문

의 시장실패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 매커니즘의 상대적 장점을 활용하여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와 비영리조직간 거버넌스 관계가 확대되면서, 정부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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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재정지원 등이 비영리조직의 자원과 활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하려는 연구

들이 늘고 있다. 첫째, 비영리조직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개

인 기부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있다(Schiff, 1985; Brooks, 2000; 박치

성 외, 2010). 둘째, 정부의 직･간접적인 보조금이 NGO의 기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는 연구들이 있다(Fama and Jensen, 1983; Hansmann, 1985; 이민호, 2008). 셋째,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지원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있다(민현정, 2004; 정광호, 

2004; 황종규･노인만, 2005). 주요 연구로 이민호(2008)는 NGO의 성장과 지방정부의 재정지

출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NGO의 설립규모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따라서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보조금 규모가 증가할수록 당해 연도의 NGO 설립규모가 증

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부보조금을 통한 재정지원은 민간의 기부나 사업수익이 충분

히 확보되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서 많은 NGO들이 단체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

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중시된 내부자원과 외

부자원과 더불어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과연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가설설정

환경NGO의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중 네트워크 규모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

와 관련이 깊다. 이민홍(2002)과 오상현･김상현(2008)은 거래 당사자의 수가 많고,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참여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의 선택 폭이 확대되며 유동성이 증가하고 

기대효용이 높아 질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Meier and O'Toole(2001)은 미국의 학교조직

을 분석하면서, 규모의 수준에 따라서 조직의 운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논의

하고 있다. Provan and Kenis(2007)는 조직간 네트워크 규모와 범위가 클수록 네트워크 성과 

및 조직성과가 향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조직간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의 수가 많을

수록 조직의 성과는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조직간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조직간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간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기존 연구들은 자원의 흐름을 파악함에 있어서 가시성

(tangibility)이 있는 자원만을 중시하였다. 즉, 유형의 자원만을 고려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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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성이 있는 물리적 자원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무형의 자원 정보공유, 명성, 영향력, 추

천, 효과에 관한 사항도 자원의 흐름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Huang and Proven, 2006). 

Shrum and Wuthnow(1988)는 보건과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은 명성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Provan 

and Huang(2009)은 공공부문의 네트워크 하위구조에서 자원의 성격(nature of resource)에 따

라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Fombrun(2000)은 명성이 높은 조

직일수록 인적･재정자원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직의 영향력이 높

을수록,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Oliver 

and Montgomery, 1996). 다시 말하면, 비영리조직은 자원의 속성에 따라서 네트워크의 효과

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비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비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homophily)은 조직의 기능이나 목적이 유사한 조직간 네트워크

를 형성하게 되면,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Levine and White(1962)는 보건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조직간 관계는 개별

조직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조직간 과업활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논의하였다. 장

애인복지조직을 대상으로 한 이현주(1988)는 조직형태(복지관, 단체)에 따라서 조직 효과성

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얻었고, 이혜원(2002)의 연구에서도 조직의 유형(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이 서비스의 연계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히고 있다(장연진, 2010). 즉,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경NGO의 환경목표 향상과 전략의 체계화, 이미지의 향상, 연대의식의 강화, 지

속적인 관계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김은주 외(1999)는 조직의 기능과 목표가 유사한 비영리조직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조직

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이 뚜렷해진다고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조직간 목표가 유

사한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평판 효과(reputation)가 생기고, 평판 효

과가 지속되면 기관의 이미지가 향상되는 성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Kreps, 1990). 즉, 환경

NGO간 환경목표가 동일한 조직이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환경NGO의 활용 

가능한 자원이 확대되고, 당해 환경NGO의 평판 효과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Lam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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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2002)는 조직간 네트워크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해당 조직과의 관계는 발전되며 조

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즉, 환경NGO가 환경목표가 유사한 기관과 지

속적이며 장기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해당 환경NGO는 연대의식 향상과 함께 지

속적인 관계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NGO가 비슷한 기능과 목표를 지닌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조직영

역이 유사하여, 조직간 경쟁이 심해져 개별 조직의 활동이 감소되는 부정적인 영향(Warrein, 

1974; Oliver, 1990)도 존재할 수 있다. Althaus and Yarwood(1993)는 영역 유사성이 클수록 

조직간 경쟁과 갈등이 심해지고, 네트워크의 효과가 감소된다고 논의하고 있다. 조직 활동

의 축소는 환경NGO의 조직성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유사한 

기능과 목표를 지닌 조직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서로의 자원을 보충한다는 관점에서 환경

NGO간 네트워크 동질성은 만능의 기제는 아니며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각 

조직은 네트워크 내에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동질적인 조직보다는 자신과는 이질적인 조

직들과 연계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Law, 1992; Lin, 2001). Law(1992)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이질적인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네트워크 협력이 증가된다고 밝히고 

있다. 김준기･정복교(2007)는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를 분석하며, 조직영역이 유사하지 않는 

조직간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협력이 활발한 이질적 자원교환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에 실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동질성이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3-1>: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협력관계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강도에 따른 연속체

(continuum)로 파악된다(Kearns, 2000). 협력의 관계들은 강도가 낮은 정보･의견교환에서부터 

정보 및 의견교환, 업무주선(work referral), 정기모임, 물리･인적자원 공유, 공식계약, 가장 

강도가 강한 조인트 프로그램(joint program)까지 배열된다(박치성, 2006: 362). 

환경NGO의 조직간 네트워크 협력강도는 네트워크내의 협력관계에 따른 구조적 형태를 

규명하는 것으로 협력관계의 단계가 낮은 1단계부터 높은 4단계의 강도 차이로 인해서 조

직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단계가 높아질

수록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자원의 확보가 유리하며, 환경NGO의 조직성과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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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준현(2009)은 지역자활센터의 네트워크 효과를 분

석하면서, 협력관계의 단계를 정보교환 네트워크, 자원교환 네트워크, 공동사업 네트워크로 

세분화하였다. 분석결과, 협력관계의 단계가 높은 공동사업 네트워크의 경우 자활성과에 양

의 관계를 갖는다고 논의하고 있다. 

<표 1> 환경NGO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

협력단계
정보 및 의견 교환 정기모임 물리･인적자원 공식계약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

약함                                                                강함

 자료: 박치성(2006: 362) 재구성. 

본 연구는 환경NGO 조직간 네트워크 협력강도를 논의함에 있어서, 미국 피츠버그시의 

비영리조직간 협력관계의 단계 유형을 탐색한 박치성(2006)연구를 우리나라 환경NGO에 적

용하여 실증적 타당성을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대표적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녹

색연합, 그린훼밀리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의 사무국장 인터뷰에서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

함에 있어서 업무주선과 조인트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환경NGO의 조직

간 네트워크 협력강도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4-1>: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가 높을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가 높을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연구모형

환경NGO의 자원으로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

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환경NGO의 조직성과는 조직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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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내부자원, 외부환경으로부터 지원받는 외부자원,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생성

되는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환경NGO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

고자 한다. 환경NGO의 활동은 제도성에 따라서 제도적 활동과 비제도적 활동으로 구분된다

(박상필, 2008). 

제도적 성과는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합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한 NGO의 요구나 주장을 개진하는 제도적 활동을 통하여 환경NGO의 환경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도를 말한다. 그리고 비제도적 성과는 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보장된 

절차보다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NGO의 요구나 주장을 개진하는 비제도적 활동을 

통하여 환경NGO의 환경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자원으

로서 네트워크, 내부자원, 외부자원이다. 

자원으로서 조직간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어떠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밝히

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기초분석으로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량과 환경NGO 

등록현황에 따른 집단 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내부자원, 외

부자원 변수들을 동시입력방식(enter)에 따라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주요 환경NGO인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과 나머지 기타 환경NGO로 구분하고, 전체모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의 분석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 설계 및 변수설정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와 비제도적 성과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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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따라서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등록현황’ 중 환경부, 도･광역

시 환경부서에 등록되어 있는 환경NG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0년 8월 1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 226일간 시행했으며, 총 13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

였다.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NGO는 100개 단체이다. 여기서 연구방향과 맞지 않은 단체, 없어진 

단체, 연락부재 단체를 제외하고 65개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48

개 단체에서 회수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도 환경부서에 등록된 환경NGO는 444개 단체이며, 

61개 단체에서 설문이 회수되었다. 광역시 환경부서에 등록된 환경NGO는 283개 단체이며, 

23개 단체에서 설문이 회수되었다. 

2) 변수설정

(1) 종속변수

한국에서 NGO가 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용도, 참여비용, 영향력을 중시

하기 때문에 제도성 여부에 따라서 NGO의 활동양태는 구분된다(정정화, 2005; 박상필, 

2008). 제도적 활동은 정부의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비제도적 활동은 제도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정책행위

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활동으로 본다. 즉, 환경NGO

의 활동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에 따라서 구분되며, 조직성과에 다른 양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NGO는 제도적 활동과 비제도적 활동이 많을수록,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전략을 잘 반영할 수 있다(정정화, 2005; 박상필, 2008). 이는 환경단체가 조직의 환경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함으로서 조직의 성과를 높였다고 볼 수 있다. 도묘현･이관률

(2010)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활동은 정책과정에서 주로 정책행위자들과 관계를 규명하거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압력행사의 대상과 전략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비영리 민

간단체의 활동의 목적은 공익적 가치의 표출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있기 때

문에, 활동이 많을수록 비영리 민간단체는 정책과정의 적극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NGO의 조직성과는 정정화(2005)연구와 박상필(2008)연구에서 활용

된 측정지표를 추출하여 ‘활동의 횟수’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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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환경NGO의 조직성과

구분 측정지표

조직성과

제도적
성과

정부협력회의 참가 횟수(예 환경협의회)

정부(연구기관)위원회 참가 횟수

기업(언론) 협력회의 참가 횟수

토론회･세미나 개최 및 참가 횟수

심포지엄･연석회의 개최 및 참가 횟수

공청회 개최 및 참가 횟수

정부/정당/의회 공식면담 및 공개서한 횟수

청원･항의･의견･진정서 제출 횟수

입법청원 횟수

고발소송･감사청구 횟수

비제도적
성과

집회･시위 개최 및 참가 횟수

항의방문 횟수

기자회견 횟수

성명서 횟수

서명운동 횟수

선언･결의문 횟수

논평 및 보도자료 횟수

캠페인 및 퍼포먼스 횟수

(2) 독립변수

①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본 연구에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는 규모, 가시성과 비가시성, 동질성, 협력강도로 측정된

다. 첫째, 네트워크의 규모는 이동현･김동희(2006)연구와 오상현･김상현(2008)연구에서 활용

된 측정지표를 추출하여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수2)’로 보았다. 둘째, 네트워크의 가시

성과 비가시성은 Huang and Provan(2006)의 연구에 활용된 측정지표와 환경NGO 자원으로서 

네트워크의 개념과 연관시켜 측정변수를 설정하였다. 셋째, 네트워크의 동질성은 김은주 외

(1999)연구에서 활용된 목표의 향상과 전략의 체계화 여부, Kreps(1990)연구에서 활용된 평판 

효과를 통한 이미지 상승여부, Lambert et al(2002)연구에서 활용된 연대의식 상승과 지속적

인 관계발전여부를 측정변수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을 측정한 설문 

4개 문항을 평균하여, 문항 간 신뢰도계수(0.679로 양호)를 측정하였다. 넷째, 네트워크의 협

2)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수는 환경NGO, NGO, 정부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참여기관

을 말한다. 이는 환경NGO와 함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전체 네트워크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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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강도는 Winner and Ray(1994)연구와 박치성(2006)연구의 협력관계에 따른 단계 유형을 측

정변수로 추출하였다. 또한 협력단계의 유형 간에 곱해봄으로써 가중치(weight)를 주었다. 

<표 3>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구분 측정지표

네트워크 규모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단체 수

네트워크
가시성과
비가시성

가시성 연계 협력사업을 같이 수행하고 있는 NGO 수

비가시성

정보공유 협력사업 추진 시 정보공유를 많이 하는 NGO 수

명성 협력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 명성이 높은 NGO 수

영향력 협력사업 추진 시 사업수행에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는 NGO 수

추천 사업수행능력이 뛰어나 협력사업에 추천하고 싶은 NGO 수

효과 협력사업 추진 시 당해 단체의 목표와 전략을 많이 반영하려는 NGO 수

네트워크 동질성

설문1 당해 NGO의 목표가 향상되며 전략이 체계화되는 여부

설문2 당해 NGO의 이미지가 향상되는가 여부

설문3 당해 NGO와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간 연대의식이 강화되는 여부

설문4
당해 NGO와 협력사업을 수행 중인 단체간 지속적인 관계발전이 이루어
지는지 여부

네트워크 협력강도

단계1 비정기적인 정보 및 의견의 교환

단계2 정기모임(현재 당면한 주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

단계3 물리･인적자원의 공유

단계4 공식계약

② 내부자원

환경NGO 조직 자체가 지닌 내부자원은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첫째, 재정자원은 환경

NGO가 보유한 자체재원인 회비수입 및 기타수입 금액, 감사보고서 발간여부와 재정담당자 

확보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된다(김준기, 2000; 박상필, 2001; 정진경, 2002; 노연희, 2003). 

둘째, 인적자원은 회원 수, 상근인력 비율, 상근인력 학력으로 측정된다(김영호, 2002; 정진

경, 2002; 김준기･정복교, 2007). 셋째, 정보자원인 단체의 사업관련 전문가 수는 전문자격증

(환경관련자격증 등) 소지자 수, 사업관련 외부전문가(자문위원) 수, 사업관련 법률전문가 수

로 측정된다. 그리고 정보자원인 정기간행물 발간여부와 홈페이지 개설여부는 더미변수로 

측정된다(Kellogg and Mathur, 2003; 노연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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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내부자원

구분 측정지표

내부자원

재정자원

08년 회비수입 및 기타수입 금액

감사보고서 발간여부

재정담당자 확보여부

인적자원

회원 수

상근인력비율

상근인력학력

정보자원

사업관련 전문가 수

정기간행물 발간여부

홈페이지 개설여부

③ 외부자원

환경NGO의 외부자원을 측정함에 있어서 기존연구(Fama and Jensen, 1983; Hansmann, 

1985; 민현정, 2004; 정광호, 2004; 이민호, 2008)에서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 중앙정부로부

터 지원받은 재원,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과 함께 최근 비영리단체들이 기업, 언론, 

학교,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해당 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업 및 기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으로 보았다. 외부자원을 측정함에 있어서 총수입 대비 지원받

은 재원의 비율로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영리조직 특성상 정부보조금과 사업수행과 관

련된 예산지원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 수로 지원받은 재원을 나누어 지원받은 재원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표 5> 외부자원

구분 측정지표

외부자원

08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 비율

08년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 비율

08년 기업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 비율

(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첫째, 환경NGO의 설립기간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

여 단체의 설립년도를 뺀 값으로 측정된다(이민호, 2008). 둘째, 환경NGO의 법인여부는 더

미변수로 측정된다. 셋째, 환경NGO의 계층화 수준은 단체의 최종의사결정이 몇 단계를 거

치는지 여부에 따라 측정되며, 위원회 조직의 경우는 0으로 코딩된다(노연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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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M SD

단위
중앙 광역 도 전체 중앙 광역 도 전체

종속변수
제도적 성과 65.00 79.91 40.82 56.42 135.53 94.64 40.45 95.30 개

비제도적 성과 40.21 49.70 23.64 34.20 68.55 52.71 25.64 50.61 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규모 149.06 16.87 13.79 63.52 484.82 16.85 18.59 297.92 개

연계 14.58 7.09 7.34 9.93 32.46 9.68 10.59 21.39 개

정보공유 2.00 1.61 1.21 1.57 1.92 0.94 0.76 1.37 개

명성 1.04 0.17 0.49 0.64 1.40 0.39 1.37 1.30 개

영향력 1.13 0.83 0.56 0.81 2.15 0.89 0.59 1.42 개

<표 6> 통제변수

구분 측정지표

설립기간 2008년을 기준으로 단체의 설립년도를 뺀 값 

법인여부 단체의 법인여부

계층화수준
단체의 최종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단계, 위원회 형식일 경우 0
으로 측정

Ⅳ. 분석결과 및 가설검증

1. 기초분석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와 비제도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분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분석하였다. 환경NGO 등록현

황에 따른 집단 간 분산분석(ANOVA) 결과 종속변수 제도적 성과, 비제도적 성과와 독립변

수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변수들은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내부자

원과 외부자원 일부 변수들3)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주안

점을 두는 독립변수는 자원으로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전체모형의 분석은 적합한 수준으

로 판단된다. 그리고 환경NGO는 단체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자원 확보 전략이 다르기 때문

에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7> 기술적 통계량

3) 내부자원 중 회원 수(F=＊＊＊ ), 상근인력비율(F=＊＊ ), 외부자원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비율(F=＊ )이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1, ** p <.05, *** 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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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0.54 0.35 0.56 0.52 0.62 0.78 1.38 1.06 개

효과 1.35 0.52 0.44 0.79 4.28 0.73 0.72 2.66 개

동질성 3.78 3.54 3.59 3.65 0.46 0.33 0.59 0.51 개

협력강도 1.15 1.13 1.20 1.17 0.36 0.34 0.48 0.41 0-4

내부자원

회비기타수입 1,809.43 1,380.78 713.55 1,228.31 3,490.60 1,407.72 870.21 2,302.68 십만원

회원 수 3,392.68 674.91 376.56 1,525.39 14,346.38 704.65 393.66 8,718.78 명

상근인력비율 0.01 0.03 0.01 0.01 0.01 0.07 0.02 0.03 %

상근인력학력 0.05 0.15 0.06 0.07 0.13 0.30 0.15 0.18 %

전문가 수 26.92 16.04 8.56 16.54 75.30 16.58 9.70 46.83 명

외부자원

중앙정부 0.70 2.89 1.41 1.41 1.74 13.01 8.30 7.85 십만원/명

지방정부 0.14 0.40 0.36 0.29 0.58 0.59 1.03 0.82 십만원/명

기업기타기관 0.43 0.99 0.41 0.52 1.57 2.48 1.30 1.65 십만원/명

통제변수
설립기간 10.27 12.70 8.54 9.89 7.57 8.00 5.09 6.74 년

의사결정단계 2.94 2.61 2.31 2.59 0.63 0.50 0.67 0.69 개

종속변수

독립변수

제도적 성과 비제도적 성과

β t β t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규모 -.130 -0.685 .423 2.986***
가시성(연계) .379 1.981* .044 0.312
비가시성(정보공유) .002 0.015 -.051 -0.652
비가시성(명성) .090 0.948 .094 1.330
비가시성(영향력) .029 0.307 .024 0.343
비가시성(추천) -.093 -1.123 -.060 -.961
비가시성(효과) -.136 -1.639 -.085 -1.377
동질성 .813 2.196** .146 2.337**
협력강도 .112 1.360 .197 3.200***

내부자원
회비기타수입 .036 0.313 .028 0.322

재정담당자 -.023 -0.200 .073 0.848

 주: 환경부 산하 환경NGO N=48, 광역시 환경부서 산하 환경NGO N=23, 도 환경부서 산하 환경NGO N=61.

2. 전체 환경NGO의 분석결과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모두를 동시에 투입하여 조직성과 유

형별로 분석하였다.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중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변수는 네트워크의 가시성 자원 ‘연계’와 ‘네트워크 동질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

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동질

성’, ‘네트워크 협력강도’로 확인되었다.

<표 8> 전체 환경NGO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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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053 0.622 .074 1.166
회원 수 .352 1.847* .525 3.702***
상근인력 비율 .411 2.583** .503 4.239***
상근인력 학력 .131 1.476 .076 1.143
전문가 수 .031 0.304 .076 1.143
홈페이지 -.153 -1.594 -.037 -0.514
정기간행물 .195 1.820* .173 2.166**

외부자원
중앙정부 재원 비율 .118 1.336 .169 2.568**
지방정부 재원 비율 .018 0.217 -.085 -1.367
기업기타기관 재원 비율 -.019 -0.213 -.109 -1.682*

통제변수
설립기간 -.075 -0.803 -.030 -0.429
법인여부 .014 0.147 -.165 -2.372**
의사결정단계 -.008 -0.084 -.190 -2.641***

모형요약
N=132
R2=.442

F=3.525***

N=132
R2=.690

F=9.914***

주: * p <.1, ** p <.05, *** p <.01

네트워크 규모는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규모가 클수록 사업의 가치는 더욱 증가하고, 참여자의 효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이민홍, 2002; 이동현･김동희, 2006; Provan and 

Kenis, 2007)의 결과가 환경NGO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경

NGO의 제도적 활동에서는 유의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환경NGO의 제도적 활동은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보장된 절차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쟁점화 시키고 해결하려는 수단으

로서 이슈에 참여하는 기관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NGO의 비제도적 활동

에서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트워크 규모(이근주, 2000) 즉, 환경이

슈에 참여하는 단체 수가 많을수록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많은 단체의 참여 자체가 중

요한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고 반면, 가설 1-2는 기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비가시적 자원 어느 하나도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무형의 자원보다는 유형의 자

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가시적 자원 ‘연계’는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NGO의 제

도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정 환경이슈를 공론화함에 있어서 제도적 활동인 공청

회, 토론회, 세미나 등의 개최와 참여가 유형의 자원을 확보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고 반면, 가설 2-2, 2-3, 2-4는 기각된다. 

네트워크 동질성은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와 비제도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환경NGO간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면 좋은 평판효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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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환경NGO간 이미지가 상승하고, 좋은 이미지를 통하여 연대의식이 강화되며, 지속적인 

관계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김영종･이재호, 2002).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환경NGO간 업무특성과 환경목표가 유사하면, 경쟁과 대립이라는 갈등관계를 유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환경NGO는 협력사업을 통한 연대활동보다는 단독활동이 많기 때문

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설 3-1과 3-2는 채택된다. 

네트워크 협력강도는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비제도적 활동 과정에서 환경NGO의 네트워크 협력관계는 강도가 낮은 1단계의 자

원보다는 높은 4단계의 자원이 확보될 때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더 힘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대 환경이슈를 불러온 새만금간척사업에서 환경NGO의 제도적 

활동(53회)보다는 비제도적 활동(695회)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정화, 2005). 비제

도적 활동과정에서 환경NGO는 정부와 계속적인 갈등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환경NGO연대연합체를 구성하여 계속적으로 자원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가설 4-2

는 채택되고 반면, 가설 4-1은 기각된다. 

<표 9> 연구결과표

구분 가설 결과

네트워크
규모

1-1: 조직간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1-2: 조직간 네트워크의 규모가 클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네트워크
가시성과비가시성

2-1: 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3: 비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 비가시적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네트워크
동질성

3-1: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2: 조직간 네트워크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네트워크
협력강도

4-1: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가 높을수록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4-2: 조직간 네트워크의 협력강도가 높을수록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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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환경NGO 기타 환경NGO

종속변수
독립변수

제도적 성과 비제도적 성과 제도적 성과 비제도적 성과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규모 .305 .900** -.213 .704***

가시성(연계) .208 -.350 .494 -.229

비가시성(정보공유) -.302 -.163 .090 .037

비가시성(명성) .015 -.078 .126 .165

비가시성(영향력) .051 .120 .036 .018

비가기성(추천) .009 -.057 -.173 -.055

비가시성(효과) -.148 -.073 -.127 -.023

동질성 .410** .122 -.039 .170**

협력강도 -.083 .080 .162 .169**

내부자원

회비기타수입 .442 -.069 .137 .060

재정담당자 .246 .245 -.036 -.059

감사보고서 .195 .043 .108 .015

회원 수 -.057 .681 .241 .359*

상근인력 비율 .337 .520 .448* .409**

상근인력 학력 .004 .036 .087 .133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못지않게, 내부자원 중 ‘상근인력비율’, ‘회원 수’, ‘정기간행물 발간

여부’는 환경NGO의 제도적 성과와 비제도적 성과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외부자원 중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원’과 ‘기업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원’은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하게

도, 환경NGO는 중앙정부로터 재정을 지원 받으면서, 정부 환경정책에 대립각을 세우는 비

제도적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경NGO가 기업 및 기타기관으로부터 

자원을 지원받게 되면 비제도적 활동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환경NGO가 비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의사결정단계가 단순할수록 비제도적 성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의 분석결과  

환경NGO의 활동은 단체의 규모, 지역, 조직특성에 따라서 자원을 확보하는 전략과 수단

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든 환경단체를 고려한 분석은 실제적으로 환경활동을 많이 하는 환

경단체의 조직성과를 상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 할 수 있다.

<표 10>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의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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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수 .102 .147 .005 .059

홈페이지 .030 -.030 -.102 -.018

정기간행물 -.107 -.014 .138 .170*

외부자원

중앙정부 재원 비율 .022 .040 .179 .127

지방정부 재원 비율 .091 -.015 -.053 -.142

기업기타기관 재원 비율 .218 -.019 -.045 -.118

통제변수

설립기관 -.175 .029 .016 -.058

법인여부 -.628*** -.548*** .091 -.028

의사결정단계 -.117 -.494*** -.099 -.080

모형요약
N=47

R2=.772
F=3.105***

N=47
R2=.881

F=6.785***

N=85
R2=.462

F=2.149***

N=85
R2=.714

F=6.250***

주: * p <.1, ** p <.05, *** p <.01

또한 환경활동이 적은 환경NGO의 경우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요 환경NGO인 환경운동연합 및 녹색연

합4)과 이를 제외한 기타 환경NGO를 전체모형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중 ‘네트워크 규모’, ‘네트워크 동질성’, ‘네트워크 협력강

도’는 환경NGO의 비제도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

체 모형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변수가 주요 환경NGO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주요 환경NGO가 전체모형의 자원으로서 네트워크를 설명하고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를 비교하면 첫째, 네트워크 규모는 두 그룹모두 비제도

적 성과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제도적 활동에 있어서 

여전히 네트워크 규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NGO

의 짧은 역사와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인해서 네트워크 가시성 자원과 비가시성 자원 모

두 두 그룹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주요 환경NGO는 제도적 성과에서 기타 

환경NGO는 비제도적 성과에서 네트워크 동질성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두 그룹의 활

동5) 차이에서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넷째, 네트워크 협력강도는 기타 환경NGO의 비제도

4) 주요 환경NGO로 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을 선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 환경부에 

등록된 단체로 지역조직을 둔 규모이어야 한다. 둘째, 환경NGO의 제도적 활동과 비제도적 활동이 

많은 단체이어야 한다. 셋째, 환경NGO간 협력사업과 연대활동이 많아서 네트워크 형성이 풍부한 단

체이어야 한다(정정화, 2005).

5) 주요 환경NGO의 제도적 활동 평균은 58.9, 비제도적 활동 평균은 36.3이다. 그리고 기타 환경NGO의 

제도적 활동 평균은 48.7, 비제도적 활동은 평균은 50.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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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과에서만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자원이 부족한 기타 환경NGO는 높은 단계의 자원이 

확보 될 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제도적 활동이 증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원

이 어느 정도 확보된 주요 환경NGO에서는 내부자원과 외부자원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

지만, 자원이 부족한 기타 환경NGO에서는 제도적 성과에 ‘상근인력비율’, 비제도적 성과에 

‘회원 수’, ‘상근인력비율’, ‘정기간행물 발행여부’가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즉, 자원이 부족

한 기타 환경NGO는 내부자원 중 인적자원과 정보자원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해 볼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은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과연 환경NGO 조직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역할을 하여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 향상에 중요한 자원으로 영향요인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환경NGO는 조직성과에 바탕에 되는 비제도적 활동을 더 많이 하며, 조직간 네트

워크 규모가 하나의 중요한 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타 환경NGO

는 비제도적 성과에서 자원의 속성을 제외하고 규모, 동질성, 협력강도 모든 변수들이 유의하

게 분석되었다. 그리고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유의성을 발휘하는 네트워크 동질성과 협력강

도는 주요 환경NGO와 기타 환경NGO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을 통하여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환경NGO의 조직성과 향상에 방향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첫째,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유의

미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체 환경NGO와 주요 환경NGO의 분석결과처럼 네트워크의 규

모가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동질성이 강점으로 발휘

되기 위해서는 환경NGO간 협력사업 수와 참여단체 수를 늘려야 한다. 환경NGO와 기타기

관의 협력사업 수가 환경NGO간 협력사업 수보다 무려 7배가 많으며, 협력사업에 참여한 

단체의 98%가 환경NGO와 기타기관이다. 셋째, 우리나라 환경NGO의 협력단계 강도는 평균 

1.16으로 상당히 낮으며, 협력단계의 강도를 높여 더 많은 자원이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자원의 속성을 고려함에 있어서 유형의 가시적 자원 못지않게 무형의 

비가시적 자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NGO는 유형의 가시적 자원만을 중시하

고 있다. 다섯째,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유의성을 지니는 내부자원인 인적자원과 정보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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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보가 요구된다. 2008년 현재 환경NGO 회원 수의 평균은 1,525명으로 1999년 1028명

(이근주, 2000) 보다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미약한 수준이다. 환경NGO가 능동적으로 환경활

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수납하는 회원 수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을 발간하는 환경NGO가 서울･경기지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격차가 없는 정보자원

의 고른 분포가 요구된다. 여섯째,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활동의 제약성을 피할 수 있다면, 

기업 및 기타기관의 재정지원은 환경NGO의 자원을 풍부하게 만들어 조직성과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조직간 네트워크를 하나의 자원으로 보고, 비영리조직인 환경NGO를 분석하여 

자원으로서 네트워크 유형별로 조직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환경NGO의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을 측정함에 있어서 1개년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자원으로서 네트워크가 조직성과

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보다 많은 경험적 연구가 축적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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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s of Networks as Resources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NGOs

Soungwan Kim

The tendency to secure resources by forming networks between nonprofit 
organizations has appeared as the governance trend has spread wide. This study 
performed an empirical analysis of whether networks can play a role as useful 
resources in environmental NGOs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addition, the study considered how networks differed between the 
main environmental NGOs where network activity is activated and other 
environmental NGOs. The analysis revealed that Korean environmental NGs 
concentrate on non-institutional activities that become the foundation of 
non-institutional performance and that homogeneity and the scale of the network 
among organizations play important resource roles. In particular, for other 
environmental NGOs, all variables excluding resource properties such as scale, 
homogeneity, and cooperation strength were significant for non-institutional 
performance. It was found that network homogeneity and cooperation strength, 
significant for the organization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NGOs, gave positive 
effects on both the main environmental NGOs and other environmental NGO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political proposals for enabling networks to improve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environmental NGOs as resources are suggested.

【Key Words: Network as a resource, Resource dependence, Environmental NGO,

NGO activ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