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보건학 석사학위논문

감염병 위기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 연구: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2019년 8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문 지 현



감염병 위기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 연구: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유 승 현

이 논문을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보건정책관리학 전공

문 지 현

문지현의 보건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9년 6월

위 원 장 유 명 순 (인)

부위원장 조 성 일 (인)

위 원 유 승 현 (인)



- i -

국문초록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기점으로 꾸준히 국내 감염병 위기관리체계의 

부실함이 지적됨에 따라, 감염병을 비롯한 여러 국가위기관리에 대한 정

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2000년경부터 원헬스를 학문

적 이론으로 한, 다부처·다부문·다학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강조되어오

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중앙 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과 협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중앙 부처 간 협력 사업에 참여했던 공무원들의 경험과 인식 및 태

도를 볼 수 있는 질적 자료를 이용하여 부처 간 협력 사업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자료로는 행정안전부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발간한 협업 우수

사례집과 2019년에 발간한 범부처 행정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을 활용

하였다. 이 문서에 실린 사례 중, 22개의 중앙부처 간 협업사례, 그 중

에서 7개의 위기관리 사례를 선별하였다. 또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협력 

사례로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했던 혹은 현재 

참여하고 있는 직원 총 8명과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질적 자료의 주제 분석을 통하여 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징과 영향

요인, 위기관리 사례의 특징과 영향요인, 감염병 위기관리 사례의 특징

과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중앙 부처마다 해당 정권에 따른 권력 차이가 있는 것이 특

징이고, 이것이 협업의 구조적 요인에 영향을 미쳤다. 협력관계는 부처 

간 의존도로 인해 형성되고, 이를 계기로 협업 수행 중에 신뢰가 형성되

어 다시 협업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주관 부처가 타 기관과의 협력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하여 협업의 필수 과정인 부처 간 갈등을 생산적인 작

업으로 이끌어 내는 데에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위기관리의 특징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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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처 간에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 감염

병 위기관리에서의 특징은 감염병에 대한 이해 및 원헬스 개념의 인식이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협력이 성공하지 못한 사례에 대한 내용이 없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부처 간 권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

서 협력우수사례 자료의 한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다루지 

못했다는 점, 하나의 감염병 사례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지

만 본 연구는 중앙부처 간 협력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기술한 자료

와 면담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현장성 있는 실증적 연구로서 의미

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위한 다부

처 협력 모델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감염병 위기관리, 다부처협력, 질적연구

학번: 2016-25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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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가속화된 국제화, 정보화의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감염병

은 국경을 넘어서는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ever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은 아시아에서 첫 감염사례가 보고되었지만, 전 세계로 빠르게 확

산하여 8,098명의 감염자를 발생시켰고, 77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CDC, 2004). 또한, 2014년 발생한 에볼라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

온을 넘어서 인접 국가인 나이지리아, 말리, 세네갈까지 확산해 서부 아

프리카에 11,323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켜 국제보건 위기에 직면하였다

(WHO, 2016).

우리나라도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경험한 바 있는데, 이는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이다. 당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으로 인해 186명이 감염되었고 38명

이 사망하여 국가적 위기 상황을 경험하였고, 당시 개별적인 손실은 물

론, 상당한 규모의 사회·경제적 손실도 초래되었다(국회, 2015). 당시 전

문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우리나라 공

중보건위기관리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을 주

장하였다.

이렇듯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보건의료의 영역뿐만 아니

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일으키는 국가위기라는 점에서 포

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요구된다(손영수, 2005). 위기관리란 효과적인

국가위기의 예방·대비 및 대응·복구를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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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조정, 통제하는 활동과정으로(보건복지부, 2014), 위기관리에 있어

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

응을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준비

된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원이 활용되고 업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정착되어 있어야 하기에 국가 자원의 정보 및 사

용을 총괄하고 법과 제도적 정비를 수행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철저한 대

비가 필수적이다.

감염병 위기관리의 목표는 감염병 분야 위기에 대한 예방·대비 체제

를 강화하고, 대응태세를 사전에 마련하여 위기를 최소화하여, 감염병 분

야 위기로 인해 예상되는 국민 건강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사

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14). 여기서 감염병

은 사람에게 일으키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진 중앙행

정기관은 보건복지부로, 감염병 위기관리 전 과정에서 주관부처로서 역

할을 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에서 사람 감염이 발생한 후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사람 감염이 발생되기 전에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여 사람 감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며 인

적 피해를 줄이는 방향이다. 감염병의 75% 정도가 동물에서 유래되었고,

해당 동물이나 매개체가 출현하고 활동하기까지는 기후변화 등 다양한

생태계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I. Johnson et al, 2017), 인

체 감염이 발생 되기 전에 충분히 그 위험성을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알려준다. 동시에 이러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위

해서는 사람의 질병에 초점을 두는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만이 해결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보건기구는 이미 수년 전부터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각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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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같은 한 부처에 국한되어 수행될 수 없음을 알고, 다부처 협

력을 성공적인 감염병 관리의 주요한 요소이자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WHO, 2011). 이렇게 다부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는, 보

건학적인 측면에서 사람, 동물, 환경은 경계선이 없고 상호 간 영향을 주

고받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원헬스 관점에서이다. 우리

나라도 다부처 협력을 강조하고 시도해오고는 있지만, 그 목적이나 근거

가 공급자 편의주의적 행정 지양, 공동의 목표 공유, 기관 간 기능 연계

및 자원공유, 효율적인 정책 수행과 시너지효과 창출 같은 주로 행정학

적인 측면에 있다(행정안전부, 2013). 정부에서 부처 간 협력을 강조한

이래로 두 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협력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는 협력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사람의 질

병과 관련된 것은 그 질병의 특성과 무관하게 거의 모든 책임과 역할을

민간영역에서는 의료인에게, 국가 행정기관 중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

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을 강조해오고

있는데(김우주, 2016), 실질적으로 감염병 관리의 다부처 협력을 증진 시

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과정과 특성, 협력에 작용하는 요소

들도 이해해야 하지만, 보건학적인 면에서의 감염병 관리의 특성도 이해

해야지만 협력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특성과

기관 간 협력할 때의 특성은 국가마다 다양하여 해당 국가의 사례를 기

반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간 협력 시 담당 공무원들

의 경험과 인식 및 태도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감이 가능한

중앙부처 간 협력 시 특성과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한 중앙부처 간 협력을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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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기 위해서는 국내 중앙행정기관들이 협력할 때 나타나는 특성과 감

염병 관리를 위한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 그리고 이 기관들의 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발견하여, 협력 주체들이 목적을 달성하고 협력하

는 데에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위한 제언이 필요하다.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협력모델을 제언하기 위해서는 협력 사업에 참여한 담당 공

무원들 및 직원들의 경험과 인식 및 태도가 그 근거가 될 수 있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내 사례의 자료를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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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중앙 부처 간 협력의 이해

와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중앙 부처 간

협력에 대한 이해, 위기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이해, 감염병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의 이해가 필요하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앙 부처들의 협력 현황은 어떠하며,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위기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사업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

엇인가?

셋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 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간 협력 현황과 특성, 그리고 중앙정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

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협력 사업이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의 다부처 협력사례를 찾아내어 해당

사례 담당자 및 업무 수행자들의 협력사례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

고, 특히 감염병 관리 분야에서의 다부처 협력사례에 대해서는 업무 수

행자들과의 심층적인 면담을 통해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염병 관

리 분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지 발견하여, 국가 위기관

리로서의 감염병 관리를 위한 범부처 협력모델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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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한다.

둘째, 위기관리와 감염병 위기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한다.

셋째, 감염병 위기관리에서의 다부처 협력모델 제시를 위한 제안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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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고찰

1. 감염병 위기관리

가. 감염병 위기관리의 이해

감염병(Infectious disease or Communicable disease)은 ‘어떤 특정 병

원체 혹은 병원체의 독성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으로 이 병원체 혹

은 독성 물질에 감염된 사람, 동물이나 기타 병원소로부터 감수성 있는

숙주, 즉 사람에게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전파되는 질환’으로 정의된다

(Rathore et al., 2017). 감염병은 그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그 과정이 눈

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고,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아닌, 불

특정 다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며, 최근에는 신종 감염병의 출현

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등 많은 부문에서 불확실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생명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안전과 건강 영역에서의 불확실

성은 통제력이 낮고 대비가 불가능하며 위험의 정의에 대한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은 고위험으로 분류된다(Freudenburg, 1988). 감염병 노출 영역

이 불특정 다수라는 광범위한 위험은 공포와 불안과 같은 감정을 유발시

키는데(Freudenburg, 1988), 이러한 감정요인은 위험(risk)이 내포한 위

해(hazard)와 결합하여 폭발력을 갖는다(Sandman, 1987; 1989). 이러한

폭발력을 가진 위해요인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이것이 신호탄

이 되어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이 형성되는 등 무리행동이 가능하도록 사

회적 임계(social criticality)의 조건을 양상 시킨다(이진우, 2013). 이와

같이 사회적 혼란과 정권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인 감염병 위기

는 국가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감염병은 국가 위기 중 하나인 재난위기에 포함되며, 재난을 유형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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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했을 때 감염병이 사회재난의 중 하나로서 관리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이재은, 2018). 감염병과 관련된 재난을 국가적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루는 것은, 서로 다른 유형의 재난이라 할지라도 유사한 결과를 초래

한다는 생각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는

보건의료영역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여, 과거 메르

스 사태를 겪은 후에 감염병 관련 재난을 의료인에게만 맡기면 된다는

식의 생각에 대한 반성을 한 바 있다(Wang, 2015). 즉, 유형별 재난이

갖는 특수성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하지만,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이를

재난의 한 유형으로서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

다.

나. 한국의 감염병 위기관리 주체

‘국가위기관리’는 ‘국가위기를 효율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발생 시에는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가용 자원을 기획. 조정. 통제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이재은, 2006). 이러한 정의에 포함된 요소들

을 살펴보면, 국가위기관리의 주체, 목표, 자원, 계획, 조직화, 통제의 내

용을 알 수 있다. 이 중 관리의 주체에 대한 정의와 역할을 이해하는 것

은 감염병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며, 주

체에 따른 목표, 자원, 계획 등의 내용은 그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

국가위기관리의 주체는 국가로서 중앙행정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기관리 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등이 모두 포함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그리고 국가위기관리에 있어서 국가는 민간부문의

기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협력적 연계 활동을 전

개한다. 이들의 목표는 국가위기를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

비하며,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함으로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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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 및 회복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자원은 인적, 물적, 정보 및 문

화자원 등 국가 내부 혹은 외부에서 동원 가능한 유형 자원 뿐 아니라,

무형 자원들까지도 모두 의미하며,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국가는 각급

조직으로 하여금, 수준별. 기능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이러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권위를 배분하고, 작업을

분할하여 업무수행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식적인 기구들을 설치하고 조

정하며 개편할 수 있다. 또한 각급 기관 및 조직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

가함으로써 통제하면서 국가위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가위기관리 중 하나인 감염병 관리는 민간부문과 거버넌스를 구축

하여 협력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주체가 국가임을 알 수 있다. 그중

에서도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위기 혹

은 재난관리에 있어서 주관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앙정부는 위기관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가장

여러 가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소유 뿐 아니라 강제력과 합법적으

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활동 주체이자,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이

갖고 있지 못한 기술적 전문성을 요구하는 자원들도 가지고 있다. 중앙

정부는 직접적 활동 주체로서 만이 아니라 지원 기관으로서 역할까지도

수행한다. 이러한 대규모의 자원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중앙정부가 위기

관리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활동은 위기관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국내 국가위기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의 유형별로

그 주관 중앙부처를 <표 1>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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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교 육 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과학기술
정보통신
부
　
　
　

1. 우주전파재난

2. 정보통신사고

3.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혼신

4. 자연 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외 교 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법 무 부 법무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국 방 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 정
안 전 부
　
　
　

1. 정부 중요시설 사고

2. 공동구 재난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

3. 내륙에서 발생하는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4. 풍수해(조수는 제외)·지진·화산·낙뢰·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문화체육
관 광 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농림축산
식 품 부
　

1. 가축 질병

2. 저수지 사고

산업통상
자 원 부
　
　
　
　

1. 가스수급 및 누출사고

2. 원유수급 사고

3.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4. 전력사고

5.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보 건
복 지 부
　

1. 감염병 재난

2. 보건의료사고

환 경 부
　
　
　
　

1.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 식용수(지방 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3.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4. 조류 대발생 (녹조에 한정한다)

5. 황사

고 용
노 동 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사고

국 토 1.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표 1> 재난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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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부
　
　
　
　
　
　
　
　
　

2. 고속철도 사고

3.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4. 도로터널 사고

5. 식용수(광역상수도에 한정한다)사고

6. 육상화물운송 사고

7. 지하철 사고

8. 항공기 사고

9.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10.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해 양
수 산 부
　
　
　

1.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2. 조수

3. 해양분야 환경오염 사고

4. 해양 선박사고

금 융
위 원 회

금융 전산 및 시설사고

원자력안
전위원회
　

1. 원자력안전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은 제외한다)

2.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사고

소 방 청
　

1. 화재·위험물 사고

2.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문화재청 문화재 시설 사고

산 림 청
　

1. 산불

2. 산사태

해 양
경 찰 청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사고

(비고: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행정
안전부 장관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한다.)

다. 한국의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위기관리 관련 규정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8.9.18., 법률 제15764호)을 기본법으로 하고,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18호)’을 근거로 하여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모

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난 분야별로 소관 부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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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관련 법령을 근거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위기관리 활

동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2004년 3월에 제정되었고, 재난에 한정된 국가적 위기를 관리하는 체계

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감염병과 가축전염병은 사회재난으로 분류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른

국가적 위기 관리체계를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

무를 총괄하고 있고,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과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행

정안전부 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

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및 복구를 총괄하고, 각 시·도지

사는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두어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

다. 국가안전관리계획은 국무총리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한 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고 이에 따라서 각 기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

한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감염병의

경우 주관기관이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그 업무를 수행하

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단계별

로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기본법과

더불어 국가위기관리의 기본이 되는 문서로는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

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모든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가 되고 있고, 국

가위기관리의 개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손영수, 2005). 각종 실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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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국가 위기관리 기본지침’을 근거

로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 및 위기 유형에 따라 표준 매뉴

얼, 실무 매뉴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염병의 확산 등을 위한 위기상황 발생 시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감염병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그리고 ‘감염병 분야 현장 조

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위기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이때 주관부처로서

보건복지부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된다.

2. 원헬스 관점에서의 감염병 위기관리

최근 역 20년간 세계적으로 인간에게 보건 위해를 끼치고, 막대한 사

회 및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인수공

통 또는 매개체 관련 감염병이다(김우주, 2016).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

감염병의 약 60%를 차지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2003년 사스코

로나바이러스, 2009년 H1N1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012년 중동호흡

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 등으로 각각 사향고양이, 돼지 및 낙타

등이 숙주로 작용하여 사람 감염을 초래하였다. 이렇게 숙주로 작용하는

동물 혹은 매개체는 환경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기도 하여 여러 가지 환

경 요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사람과 동물, 환경이 서로 연결되

어 그 영향을 주고받으며 결국엔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가 되는 감

염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병의 특성으로 인해, 감염병 재난관

리를 각 국가의 보건부에서만 담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

다. 질병이라는 측면만 보면 보건부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만,

감염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물 혹은 매개체, 환경의 변화를 살펴봐야

만 한다. 이 분야는 각 국가의 농림부나 환경부가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

이 협력이 없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14 -

이와 같이 원헬스 관점에서 감염병 위기관리를 하려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물, 인간, 환경, 건강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감염원과 감염경로보다는 숙주나 환경요인 같은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을 살펴보고, 과학기술, 의학, 수의학의 논의 뿐 아니라, 권력관계와

사회관계의 변화를 꾀하는 정치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회

와 정치가 거세된 채 생태학, 수의학, 의학이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면 상

식적인 수준에서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제3세계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제1세계 중심의 논의로 여기고 있다(이상윤,

2017). 즉 논의된 내용이 실효성을 발휘하고, 각 사회의 실정에 알맞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의 맥락을 파악하고, 원헬스 관점의 감

염병 위기관리 체계가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구성 요소들을 이해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의 주체 중 하나인 정부의

부처 간의 협력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원

헬스 관점에서의 감염병 위기관리가 한국사회에 원활하게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고안해보고자 한다.

3. 위기관리과정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감염병은 재난으로 분류되고, 이중 사회재난에 속

한다. 재난은 국가위기의 한 부분으로서, 재난관리는 위기관리의 한 부분

으로 여겨지며 수행하고 있다. 위기(crisis)란 그 정의상 불안정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정의와 범위가 넓어서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부터,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 그리고 사이버테러까지 모두 포함하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불안정한 상태와 상황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이다. 과거

재난과 같은 국가 위기는 어쩌다가 한 번씩 발생한다고 하여 시스템에

대한 외생변수로 여겨졌다면, 근래에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에 상

존하는 동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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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체계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의 예방 및 대비, 위기 발생 이후

의 대응 및 복구의 단계로 구성된다(이재은 외, 2006). 예방(prevention)

단계는 위기 발생 전에 발생 요인을 미리 제거하거나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및 예방하는 활동 단계이고, 대비(preparedness)단계는 위기로 인한

생명을 보호하고 손해를 감소시키기 위한 위기대응계획을 만드는 단계이

다. 여기에는 특정지역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사용할 중요한 자원들을

확인하고 지역내외의 대응기관들의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이 포함된다.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지역 간, 조직 간에 조정과 협력을 이루

는 것이고, 자원의 신속한 배분을 위한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Zimmerman, 1985). 대응(response)단계는 위기 발생 시 위기대응계획을

집행하는 단계이다. 여기에는 원조를 제공하고 제2차 손해 발생가능성을

감소시키며, 복구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포

함된다. 이때 고려해야 할 점으로 각 위기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마

다 위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대응을 달리해야 한다

(Kasperson & Pijawka, 1985). 마지막으로 복구(recovery)단계는 위기상

황 발생 후 그 발생 이전의 정상상태로 회복시키는 단계이다. 개인의 회

복과 공동체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도록 인간생활에 필요한 직접적인 지원

을 제공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어떤 위기이든 예기치 못한 경제적, 재

정적 위기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물가 상승, 부동산가치 하락, 세

수입 감소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야 한다.

위기관리의 전 과정에 있어서 위기관리체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대응단계일 것이다. 아무리 예방과 대비를 철저하게 했을지라도

그 시스템이 대응단계에서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았다면 그 원인을 찾고

수정 및 보완을 해야 할 것이고, 대응단계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

라서 복구의 수준과 내용도 달라질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재난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경험한 국민들은 언론과 함께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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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었는지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가지 형태와 경로의 재난위기는

정책 결정자들의 위기관리 대응이 성공적일 경우 그 피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각도로 이루어진다. 이는

1차적 위기관리 대응이 실패할 경우 그 위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며 이

는 삶과 죽음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입안과 집행에 있어서 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다(Boin et al, 2005).

하지만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는 대응단계에서 그 진가를 발휘할지는 몰

라도, 대응단계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위기관리 단계별 설명에

서 언급되었듯이, 위기관리체계에서 대응기관 및 조직 간 조정과 협력을

이루고 자원배분의 계획을 완성하는 단계는 대비단계이다. 또한 협력이

라는 것이 체계만 갖춘다고 해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협

력이 이루어지려면, 또한 협력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하고 그로인한 신속한 의사결정

이 가능해야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응단계에서의 협력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상시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

다.(Jacobsen,, 2016) 그렇기 때문에 협력의 구조는 대응단계의 조직의

형태와 기능을 파악해야만 그 시사점을 알 수 있겠지만, 조직간 협력관

계가 원활하고 협력으로 인한 순기능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응단계

전의 협력관계를 파악하고 그 관계를 알맞게 조정해야지만 가능하겠다.

이와 같이 위기발생 시점과 그 이후인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필요하고

활용이 되는 요소이지만, 사전 단계인 예방 및 대비 과정에서 갖춰지고

준비되어야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협력’인 것이다. 즉, 위기 대응에

있어서 다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성공적인 대응을 결정하는 요인

이라면, 위기 대응 시점에 어떤 구조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협력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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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평시에 해당 위기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들

이 어떻게 협력관계를 맺으며 협력하여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수행을 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감염병 위기에서는 불

확실성이 큰 감염성 질병일수록 이와 같은 공중보건 역량이 강조된다고

이야기한다(WHO, 2005). 2005년 글로벌 인플루엔자 대비 계획(WHO

global influenza preparedness plan)에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권고

하는 5가지 작업은 다음과 같다: (1)계획 및 협동 (2)상황 모니터링 및

평가 (3)예방 및 봉쇄 (4)보건 시스템 대응 (5)커뮤니케이션. 이 다섯 가

지의 작업은 분절적으로 나누어 수행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기관리 주체 중 하나인 국가의 역할이 다섯 개의 작업 전체에 요구되고,

모든 작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부처 간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원헬

스 관점에서의 위기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위기관리체계의 가장 기초적인 구성요건은 위기의 유형, 이해관계자, 위

기관리조직, 그리고 위기발전단계를 들 수 있다(Mitroff & Anagnos,

2001). 협력은 위기관리조직에 따라서 정부 간 협력과 민관협력으로 나

눌 수 있고, 정부 간 협력을 중앙정부 간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간 협력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간 협력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해 고려할 요소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위기의 유형

은 감염병 위기에 초점을 두고, 이해관계자와 위기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이들의 협력관계를 바라보고자 한다. 더불어 위기관리체계가 해당 사회

에서 기능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위기의 유형과 특성뿐 아니라 해당사

회의 구조적 특성, 제도, 규범적 맥락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경로로 갈라지

기 때문에(정병은, 2015) 해당 사회에서 어떤 영향요인이 있을지 먼저 파

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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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및 공공부문 협력 특성과 영향요인

가.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협력

WHO는 위기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동시에 건강위기재난

관리(Emergency and Disaster Risk Management for Health, ERMH)지

침을 통해 다분야간의 연계, 범정부 및 범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있다.

통합은 조직간 협력의 가장 상위수준의 형태로, 원헬스 관점에서는 이러

한 통합된 형태의 조직 협력을 요구한다(I. Johnson et al., 2017). 하지만

통합된 수준의 협력의 구색을 갖춘다고 해서 협력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

고, 해당 국가와 사회의 맥락에 맞게 점층적으로 협력의 수준을 높여가

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합 수준의 협력을 지향하되 현 실정에 맞게 협력

수준을 높여나가고 점차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의 본질은 바로 난제의 등장에 있다. 난제란 혼자서 해결하지 못

하는 문제로서 한 부처, 한 기관으로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김

윤권, 2014). 난제는 해결안이 옳은지 잘못인지 파악할 유일한 기준이 없

고, 하나의 문제는 전체 문제에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 등 뚜렷한 정의나

기준 설정이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Ramalingam et al, 2014).

‘협력‘은 조직학자들에 의해 주로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조직이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부분으로 분화하거나, 분화된 기능을 통합해

야 할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Axelsson & Axelsson, 2006). 조직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내부의 분화와 통합을 지속할 때, 변화되는 환경

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내·외의 일치된 노력들이 어떻게 이

루어지느냐에 따라 협력의 질이 결정된다(Lawrence & Lorsch, 1967).

즉, 한 부처가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의 등장으로 인해 부처 간 협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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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고, 협력에 참여하는 조직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위

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재난과 같은 위기관리에서 협력이란 위기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

해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의 주

체에 따라서 정부 간 관계, 정부와 민간부문, 민간과 민간 간의 협력을

모두 포함한다(Donahue & Joyce, 2001). 이처럼 위기관리 협력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다양하며(Comfort, 1985; Comfort et al., 2010), 그

협력의 수준은 위기관리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다(김영주 & 문명재,

2015). 재난과 같은 위기관리에서 협력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

강조되어왔고, 이후 재난관리 과정상이 협력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

적 근거들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들의 공통점은 한정된 자원을 최적

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위기대응 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의사

소통이 중요하고(Comfort, 1985; Comfort et al., 2012), 위기의 불확실성

과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합적 의사결정을 통한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협력(Kapucu & Garayev, 2011)이 효과적인 위기관리의 필요조건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학에서의 ’협력‘은 지역사회 보건 영역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협

력을 두 개 이상의 조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를 맺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협력 주체들의 상호 이익성, 그러기 위한 명확한 역

할과 목표가 규명된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Mattesich, Murray-Close &

Monsey, 2005). 협력은 그 정도에 따라서 해당 주체의 주요 역량이 강화

된다고 보면서, 협력에 관해 연구한 문헌에서는 협력을 그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분류한다. 정도에 따라 분류 시 기준은 지속성, 협력의 기간,

공식성이고, 정도가 낮은 순서대로 networking, cooperating,

coordinating, collaborating으로 나뉘며, 그 내용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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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속적

단기간

비공식적

지속적

중장기간

공식적

소통

(networking)

협조

(cooperating)

조정

(coordinating)

협력

(collaborating)

상호이익을 위한

정보교환 같은

비연속적이고 간

헐적인 협력관계

불필요한 사업 중

복을 줄이면서 업

무수행을 하기 위

한 단기간의 비공

식적인 협력관계

특정 목표나 사업

에 대해 상대적으

로 중장기적이고

공식적인 협력관

계

독립적인 참가 기

관들이 협력을 위

해 새로운 운영체

계를 수립하고 공

동의 자원을 확보

하여, 보다 더 지

속적인 관계형성

을 이룬 협력체계

<그림 1> 정도에 따른 협력의 구분

(Butterfoss, 2007; 유승현, 2009). 보건학에서 협력은 건강증진을 위한 필

수 영역이자 주요 전략으로 일컬어지고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요소로서

개발에 힘쓰고 있다.

행정학 분야에서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복잡다기해진 행정·정책 수요

에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국정 운영방식을 논하며 조직적 협력을 주목하

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협력과 개념적으로 의미를 동일시하는 용어는 ’

협업‘이다(김태은, 2014). 이명석(2013)의 연구에 의하면, 협업은 1)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2)자율적인 정부 부처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의 정부 부처의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

운 공공가치를 창조하며, 3)공공문제 해결, 즉 공공가치와 관련된 상호작

용을 의미한다. 또한, 4)정부 부처 간의 단순한 의사소통 이상의 것으로,

정부 부처 간의 인력이나 재원 등 가시적인 자원과 전문지식 등과 같은

비가시적인 것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5)정부 부처 간의 정보공유

협약, 공동활용 협약, 기구설립 협약 등 공식화된 상호작용과 비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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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준의 협업을 포함한다. 이상의 논의를 살펴봤을

때, ’협업‘에서 이야기하는 ‘협력’을 공동의 자원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관

계를 추구한다는 점, 부처의 경계를 초월하여 일시적 목표 달성뿐 아니

라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협력을 일직선의 스펙트럼으

로 봤을 때 collaboration에 가깝다.

위와 같이 협업은 높은 수준의 협력 강도를 요구하는 협력이지만, 현

실에서는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모습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국내외적으로 행정협업에의 관심이 높아지고, 활발하게 논의되어 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각종 정책 수행에 있어

서 ‘부처 이기주의’, ‘칸막이 현상’등이 지적되어 오면서 성공적인 행정협

업에 실패하고 있다(매일경제, 2019) (동아일보, 2013).

상기한 바와 같이 협력의 수준은 위기관리의 성패까지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간 협력관계를 살펴보면서,

협력이 어느 수준의 협력인지 협력 스펙트럼 상에서 진단해보고, 협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내어 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선행

되어야 하는 것,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나. 협업 영향 요인

협업은 이론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되어 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협업 활성화 요

인에 주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Alberta Health Services, 2011).

2014년 한국행정연구원 보고서에서는 국가적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의 효

과적 운영을 위한 협업의 진단을 위해 협업 활성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협업 활성화 요인을 <표 2>와 같이 정리하였다(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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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활성화

요 인
내용

구

조

적

요

인

거 버

넌 스

협업 참여 조직의 행동 및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규칙과 가

이드라인. 즉, 협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보유하는 자원과 기술

을 어느 수준에서 조합할 것인지, 공동의 문제 해결을 제대

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협업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운영지침의 제정, 효율적인 업

무분장

관 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참여자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신축적이고 지원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정(social coordination)” 메커니즘.

예. 협업 파트너 기관 간 회의를 통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

과

정

적

요

인

의 사 결

정 과 정

합 의

수 준

구성기관 간 협업으로 달성할 목표에 대한 합의수준 및 어떤

방식(참여자 역할, 책임, 의사결정 권한 등)으로 목표를 달성

할 것인가에 대한 동의수준.

예. 협업행동 및 참여자 간 관계를 규정하는 규칙의 체계

조 직

자 율 성

협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독립된 조직으로써의 개별적 이해를

추구할 자율성. 이러한 자율성이 야기하는, 개별적 이해관계

와 협업체계의 이해관계 간의 갈등 정도.

상 호

관 계 성

상호의존성에 기반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 조직이 협업에 참

여하게 되는 관계성.

예. 자신의 목표달성에 타 조직의 기술이나 자원이 필요한

경우의 상호작용

신 뢰

호혜성을 바탕으로 협업에 참여하는데, 자신과 마찬가지로

상대 조직도 기꺼이 협업에 헌신할 것이라는 것, 정직하게

행동할 것,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

는 장시간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고, 이를 바탕

으로 협업이 지속됨.

협업에서의 신뢰는, 참여자 간 지속적 정보공유 및 협업을

위한 진정한 노력이 투입될 때 가능. 우선 향후 협력관계를

형성할 만하다는 기대감 조성이 필요.

리 더 십 협업체계를 통해 일이 되도록 하는 메커니즘. 협업체계의 공

<표 2> 협업 활성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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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공유, 계약결성 등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 최종책임을 지는 역할 보다는,

이질적인 참여기관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고 조정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의미.

예. 참여기관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역량

현, 2014). 성공적인 협업을 위해서는 협업 활성화 요인을 바탕으로 그러

한 요인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성공적인 협업의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업 활성화 요인은 크게 구조적 요인과 과정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협업을 활성화하는 ‘구조’는 제도적·문화적으로 다르고, 문제에 대한 인

식 및 기대수준에 차이가 존재하는 각 참여 조직 간 협력의 어려움을 보

완하기 위한 것이다. 구조적 요인 중 거버넌스는 협업에 필요한 규정으

로, 협업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는 실제로 협업을 실행하

기 위한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이다.

과정적 요인으로서 의사결정과정의 합의수준은 목표에 대한 합의, 목

표달성 방식에 대한 동의수준을 말하고, 조직 자율성은 조직이 독립된

조직으로써의 자율성, 상호관계성은 자신의 목표 달성에 타 조직의 기술

이나 자원이 필요한 경우 생기는 것이다. 신뢰는 기꺼이 협업에 헌신할

것, 정직하게 행동할 것,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고, 협력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적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과정적 요인에 속한다.

이 외에도 협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협업의

선행조건과 행태 및 상호성 요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를 정

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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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영향요인 내용

선 행

조건

권력균형 협업 주체간 권력 불균형

자원 상호 의존성 협업 주체간 상호 자원 의존성

정치.행정적 지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치.행정적 지지와 지원

비용편익 분포 파

악 (자발성여부)
협업의 비용편익 분포

행 태

및

상 호

성

요인

공동체 의식 및 자

발적 협력문화
조직, 사회의 협력문화

신뢰 공직자간, 정부 부처간, 사회 주체간 신뢰 구축

리더십 협력 리더십 구현

<표 3> 협업 선행조건과 행태 및 상호성요인

Ansell and Gash (2007)은 협업 거버넌스의 통합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위한 초기조건으로는 권력-자원-지식의 비대칭을 제시하였고,

Emerson et al. (2011)이 제시한 협력 거버넌스 통합모형에서는 자원조

건과 그로인한 관계적 요소와 정치 및 행정적 지지요소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이 외에도 비용편익으로 인한 자발성 여부가 선행조건으로

제시되었다(Van Dijk & Wike, 1994). 행태 및 상호성 요인으로는 공동

체 의식 및 자발적 협력문화(Eek & Garling, 2006), 신뢰와 믿음(Smith

et al., 1995), 리더십(Egufluz et al., 2005)을 제시하고 있다.

위의 협업 영향요인은 조세현(2014) 연구에서 도출된 협업 활성화 요

인과 연결되는 것들이 있다. 선행조건으로서의 권력균형은 과정적 요인

의 의사결정과정 합의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이고, 정치 및 행정적 지원은

과정적 요인의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원 의존성과

비용편익 발생여부는 과정적 요인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포함

관계가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행태 및 상호성 요인 중

신뢰와 리더십은 조세현 연구에서의 과정적 요인으로서의 신뢰와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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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소 내용

구조적

요 인

거버넌스
협업 참여 주체의 행동 및 의사결정 방

식에 대한 규칙과 가이드라인

관리
참여 주체들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

문화적

요 인

공동체의식 및 자발적

협력문화

협업에 대한 문화적 특성, 개인주의 및

집단주의 문화, 이러한 문화를 반영하는

제도적 특성

과정적

요 인

주체 간 권력균형 의사결정과정 파악

조직 자율성
협업 참여 주체들이 독립된 조직으로써

의 개별적 이해를 추구할 자율성

상호관계성
자원의존성 협업 주체간 상호 자원 의존성

비용편익 협업의 비용편익 분포

신뢰

상대 조직도 기꺼이 협업에 헌신할 것이

라는 것, 정직하게 행동할 것, 기회주의

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이는 장시간 참여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리더십

협업체계를 통해 일이 되도록 하는 메커

니즘. (정치적, 행정적 지원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침)

<표 4> 협업 활성화 요인 정리

과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한 연구들에서 도출한 협업 활성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이상의 협업 활성화 요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부처 간 협력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에서,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협력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후 해당 요인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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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정부의 협업

협업을 강조하기 시작한 이래로 정부 부처 간 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사회 문제의 복잡성 증가, 부처 이기주의

및 칸막이 현상 병폐를 지적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2013년에 협업행정 매뉴얼을 발간하여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을 도모하였다.

협업 행정에서 제시하는 핵심 구성요소로 수요자관점, 공동의 목표,

기관 간 협력, 새로운 가치창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3.0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설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협업

매뉴얼에서는 협업행정의 추진절차를 준비단계, 실행단계, 사후관리단계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준비단계에서는 협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타

당성을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할 것, 실행단계에서는 관계기관 간 정보

수집에 대해서 검토하고 기초적인 협의를 진행하며 기관별로 내부 검토

를 실시하고 추진 여부를 확정 지을 것, 또한 기관 간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효과성에 대해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

하고 제3의 조정자를 두어 상호협의에 주력할 것, MOU를 작성하고 홍

보방안도 계획하여 MOU체결 및 실행매뉴얼 공동 제작, 운영시스템 구

축, 협업 실행을 위한 각종 제도와 기술 및 자원 활용, 관련 법 제·개정

및 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사후관리로는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홍보

하고 환류 및 확산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현재 협업행정 매뉴얼에서는 협업의 범위 및 분야에서 정보공유에서

부터 공동 정책 수행까지 언급하지만 어느 수준의 협력인지는 유추하기

힘들다. 이에 앞서 살펴 본 협력의 스팩트럼 상에서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까지의 협력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행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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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공동 활용 및 공동 사업 수행을 제시하며 높은 수준의 협력을 지

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업 활성화 요인 중 구조적 요인으로 작

용할 제도개선, 협의 활성화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

으나, 상호간 신뢰를 위한 방안 등 상호적 요인을 활성화 시킬 방안에

대해서는 기술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정부 부처 간 권력의 균형을 위한

문제 해결, 문화적 요인으로 장애가 발생 시에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

로 보이며, 정부 및 행정적 지원의 여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해당 매뉴

얼을 참고하더라도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협업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의 내용에는 융합행정 과제를 적극 발굴

하고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규

정, 협업을 위해 협의체 구성 및 업무협약(MOU)체결을 활용할 수 있다

는 규정, 사후관리를 행정안전부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하고, 행정기관 장은

협업 과제를 분석 및 관리해야하며, 행정안전부가 필요 시, 협업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주로 법적인 강제력이 행사되기 보다는 가

능성이 명시되어 있어, 협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가 생길 시 추가적

인 논의 및 행정절차가 필요하여 시간적 소요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

협업행정 매뉴얼이 발간되어 있지만 각 정부는 실제로 협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실제로 협업을 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한

것을 찾아내고 작용하는 다른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에 의미가 있

다.

5. 국내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연구 동향

국내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감염병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지

적되면서 이후 다수의 연구가 행해졌다. 먼저 감염병 재난을 국가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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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본 시각에서 행정학, 법학 분야에서 위기관리행정 및 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박동균 외(2016) 연구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

민들의 낮은 신뢰감, 초동대응에서 신속성문제, 위기관리체계에서 콘트롤

타워 부재, 응급실과 문병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박동균 & 장철

영, 2016). 조숙정(2016)은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의 경험적 사례

를 정보프로세스 관점에서 정부의 대응을 비교 및 평가하였는데, 메르스

의 경우, 감염병 행정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고, 정부가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및 협업을 이루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도출

했다. 인수공통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법적문제를 다룬 연구에서는, 관련

부처의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업무를 총괄 및 조정할 기구가 부재하여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이 국내에 발생할 경우, 각 부처 간의 실질적인

업무 협조의 부재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윤익준, 2018).

보건학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담당자들의 메르스 위기대응

인식과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질적연구를 통해 모두가 감염병 담당 업무

혹은 감염병 부서를 기피하게 되고, 그 이유로 업무의 특수성, 인력부족,

그 밖이 부가적, 상황적, 맥락적 요인을 발견하였다(이수경 외, 2018). 메

르스 발생에 적절한 대비와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과 극복방안으

로 초기 진압 실패와 정확한 정보 공개의 지연 등 정부 주도의 공중보건

위기대응의 미흡함이라는 지적도 있다(Shon & You, 2016). 감염병 관리

에 대한 문제점 발견하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 및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기도 하였다(최재욱

외, 2015; Jeong, 2017; Park, 2015).

메르스 사태 이후로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주로 문제점 발

견과 지적에 대한 내용들이었고, 이에 맞춘 행정적 개선을 제안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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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행정학 분야에서 협업에 대한 연구도 다수 있었지만, 감염병 관

리를 위한 원헬스 시각으로 바라본 연구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질적 연

구를 통해 협업 주체 기관 직원들의 경험과 인식을 연구한 현장성 있는,

현실 적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한 연구는 소수였다. 또한, 진행된 연구들

에서 부처 간 협력이 여러 차례 개선방안으로 지적이 되었지만, 현재 감

염병 관리에서의 부처 간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떠한 특

성이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주는지 제안하는 논

문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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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
을 알기 위한 자료

방법: 2차자료 수집
자료: 2013년-2017년 협업우수사례

집 및 범부처 행정한류 우수 콘
텐츠 소개집 (행정안전부 발간)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을 알기 위한 자료

방법: 1차자료 수집
자료: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사업 참여 

부처 관계자 심층면담

중앙부처 협력사례 정보 감염병관리 중앙부처 협력사례 정보

자료수집

방법: 주제분석
 →중앙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징과 협력 영향요인 도출
 →위기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협력 시 나타나는 특징 도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간 협력에서의 특징 도출

자료분석

감염병 관리의 특성을 고려한 중앙부처 간 성공적인 협력에 대한 제안점 도출
결과종합

<그림 2> 연구설계 

Ⅲ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로서의 감염병 관리 인프라로서 중앙 행정

기관 간의 협력모델 구축의 근거마련을 위해,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의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과 협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감염병

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에서 보이는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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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한 자료로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발간하는 ‘협업

우수사례집’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이

협력하여 수행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한 인

력들을 심층 면담하여 수집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두 자료 모두 협력사

례에 참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부터 수집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해당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 및 태도가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에서 주제분석을 통해 중앙부처 협력 시 나타나는

특징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감염병 관리에서의 협력 시 나타나는 특수

성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를 종합하여, 감염병 관리를 목적으로 한 성공

적인 다부처 협력을 위한 제안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감염병 관리 분야

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업모델을 고안해내는 데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자료의 특성

가. 협업 우수사례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중 하나인 ‘협업 우수사례집’은 공모

전을 통해 수집되고 선정된 사례를 모은 문서로 2013년부터 매년 발간되

고 있다. 국가 기관이 타 기관과 협력하여 주요 정책이나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업무처리 방식을 ‘협업 행정’이라고 하는데, 2013년 박근혜 정

부에 들어서 협업 행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안전부는 협업 행정을

위한 교육용 매뉴얼을 발간을 하고,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등의 많은 공

을 들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2013년부터 매년 ‘협업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였고, 현재 2017년 사례집까지 발간이 되었으며, 2019년

에는 영문과 국문으로 작성된 ‘범부처 행정 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에

서 다부처가 협력하여 이뤄낸 성과를 해외에 소개하고 협업 행정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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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협업 우수사례집과 범부처 행정 한류 우수 콘

텐츠 소개집에 실린 협업사례는 모두 각 사업 주무 부처의 담당자가 기

록하였고, 우수사례 선정 기준은 창의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효과성이

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례집이 담당 부처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작

성한 문서라는 점과 협업 성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협업이 이루어진

과정과 각 부처의 역할 및 협업과정 중 어려웠던 점이나 극복요인에 대

해서도 기술되어 있는 사례가 많아, 담당 공무원들의 경험과 인식 및 태

도를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단, 본 사례들을 선정한 기준 4

가지, 창의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효과성 중, 확산 가능성과 효과성은

본 연구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부처 간 협력의 특징과 영향요인을 도출하

기 위한 사례로 선정하기에 알맞은 기준이지만, 창의성과 노력성은 그렇

지 않다. 이 때문에 본 사례집에 있는 사례들을 ‘우수하다’라는 가치판단

을 하지 않은 채, ‘이러한 협력이 가능했다.’라는 ‘효과성’에만 집중을 하

여 살펴보았다. ‘효과성’을 더 입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성과물과

서비스가 현재도 찾아볼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당 협력

사례들의 성과를 부처 홈페이지나 백서, 보고서와 같은 정책 문서를 통

해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확인이 되면 해당 협업 결과물

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나.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본 연구에서는 감염병 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사례로 비브리오 패혈

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선정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서 감염병 관리

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사업 시 부처 간 협력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

고, 가능한 현 정부에서 진행된 사례를 통해 현재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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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사례를 선정할 때 기준은, 세

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관여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 진행 중이며, 일시적

인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이 아닌,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예방 및 대비

단계에서부터 협력이 되는 사례로 선정하였다.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전체 검색창에 ‘감염’, ‘범부처’, ‘다부처’를 키

워드로 검색해보았고, 해당 중앙부처 명칭을 제외한 다른 부처의 이름을

넣어 나온 검색결과를 살펴보았다. 현재도 진행 중인 협력 사업을 사례

로 선정하기 위해, 결과물 게시 기간은 2018년 1월에서 2019년 1월로 한

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들은 보도자료, 정책자료, 직

원 담당 업무, 법령 등이 있고, 여기서 해당 기간 내에 2개 이상의 중앙

부처가 관여하고 있는 감염병 관련 사업은,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

템 구축사업,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 노로바이러스 대응팀 구축이었

다. 이 중 노로바이러스 대응팀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일시적인 업무를 위한 팀 구성 및 사업이어서 제외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와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 중, 사람 감염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비브리오 패혈증균으로 사례를 결정하였다.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

관리본부가 협력하여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00년에 비브리오패혈

증이 제3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된 이래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사업

을 해오고 있었다. 본래 약 10년간 수인성 질환과에서 비브리오병원균

실험실 감시사업을 담당해오다가 2016년에 여수검역소로 업무이관이 되

면서 여수검역소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 식품안전 차원에

서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던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이를 예측하여 국민에게 위험성을 미리 알리는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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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여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구상하여, 비브리

오 패혈증균 출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여수검역소에 협력

요청을 하게 되었다. 예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인자들, 기상인

자들이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와 기상청 데이터가 필요하였고, 데이터를

가공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소에서 기

술적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 개인 심층 면담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부처 간 협력 시 나

타나는 특징과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의 경

험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에 본 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 된 개인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경험

과 인식을 탐색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었다.

직원들과의 면담에서는 타 부처와의 협력에 대한 인식, 협력에 영향

을 미쳤던 요인 및 경험, 협력 과정 중 겪었던 어려움 및 극복방안 혹은

계획 중심으로 질문하였다.

1) 심층 면담 참여자의 선정 기준 및 모집

심층 면담 대상자는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

했던 직원들이다. 구축된 시스템이 게시되어 있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

지와 관련 보도자료를 참고해, 본 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은 식품의

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임을 알 수 있

었다. 먼저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상에 있는 담당자에게 홈페이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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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유선 번호로 전화를 하여 문의하였다. 본 연구에 대한 간략한 설

명과 함께 이메일로 심층 면담 참여시 받게 될 질문의 요약본을 전송하

였다. 본 연구에 참여자로 가장 적합한 담당자를 찾아 연구자의 연락처

를 알려주었고, 담당자가 연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연구 참여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면담 대상자를 중심으로 눈덩이 표집(snowballing

method) 방법을 적용하여 다음 참여자를 모집함으로써 해당 사업에 참

여했던 직원들과 면담을 시행하였다.

심층 면담 참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상 공무원 2인과 6급 이

하 1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소 책임연구원 1인,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5급 이상 1인, 6급 이하 1인, 해양수산부 주무관 2인으로 총 8

명으로 진행하였다.

2) 개인 심층 면담 진행 절차

개인 심층 면담 진행 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심층 면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진행방식 및 절차에 대한 설명을 제공 후 연구 참

여 동의서에 참여자의 서명을 받았다. 녹음하는 이유와 녹음데이터는 텍

스트화 후 영구삭제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텍스트 형태 데이터의 보관 및

개인정보를 기호화하여 개인식별이 불가능하게 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

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동의를 받으면 녹음기의 전원을

켬으로써 면담을 시작했으며, 중간에 참여자가 면담 혹은 녹음 되는 것

에 불편함을 느껴 면담이나 녹음을 중단하길 요청할 경우 즉시 면담과

녹음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면담은 반 구조화 된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

으로 구성되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에 참여했던 직원들과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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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질문

ü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

무는 무엇입니까?

ü 본인 업무가 감염병 관리 프로세스에서 어디에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입질문

ü 업무수행에 있어서 협력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부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 있습니까?

* 협력의 정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하는 호혜적이고 명확하게 정의된 관계

ü 협력하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떤 일로 연관되어 있습니까?

전환질문 ü 협력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핵심질문

ü 협력한 기관과 협력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ü 협력 시 어려웠던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혹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요?

ü 왜 그런 어려움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ü 협력하면 좋을 것 같은 기관이 있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ü 부처 간 협력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협력 사업

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ü 중앙부처들이 협력해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성과에 더 긍정적인

<표 5> 심층 면담 질문

심층 면담 초반부에는 담당했던 업무와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

후 중앙부처 간 협력 사업 시 어려웠던 점, 극복방안, 향후 계획을 조사

하면서 부처 간 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탐색하였다. 면담 후반

부에는 해당 사업에서의 부처 간 협력의 수준을 물어봄으로써 본 사업의

협력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확인하였고,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추가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였다.

다음 <표 5>는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 심층 면담에서 실

제로 질문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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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ü 타 부처와 협력을 할 때와 협력 하지 않고 한 부처가 할 때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목적 달성을 위한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하시나요?

ü 중앙부처 간의 협력이 지방정부 기관과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친

다고 생각하시나요?

마무리

질문

ü 마지막으로 아래에 기술된 협력 수준에 따른 협력의 용어를 보

시고, 귀하의 기관과의 협력관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

요.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Networking: 상호이익을 위한 정보교환 같은 비연속적이고

간헐적인 협력관계

*Cooperating: 불필요한 사업 중복을 줄이면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단기간의 비공식적인 협력관계

*Coordinating: 특정 목표나 사업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장기

적이고 공식적인 협력관계

*Collaborating: 독립적인 참가 기관들이 협력을 위해 새로운

운영체계를 수립하고 공동의 자원을 확보하여, 보다 지속

적인 관계 형성을 이룬 협력체계

ü 부처 간 협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추가하고 싶은 내

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3. 자료의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질적 자료로서 협업 우수사례집의 내용과

개인 심층 면담하여 수집된 자료이다. 먼저 협업 우수사례는 주관부처,

협력부처, 사업목적, 추진과정, 협업 시 장애요인, 장애 극복방법, 성공요

인, 기존노력, 향후계획 순서로 코딩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사례

집은 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직접 기술한 것으로써 해당 공무원과 참여부

처 및 부서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일 것이다. 사례마다

기술한 형식이 다른데, ‘추진과정’에 기존의 노력들을 담은 사례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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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본 사업 전에 이루진 것은 ‘기존노력’으로 별개로 언급하고, 본 사업

을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다시 언급한 사례도 있다. ‘협업 시 장애요인’

과 ‘장애 극복방법’은 연결되는 코딩 유목이다. 장애요인을 언급하고 차

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기술한 사례도 있지만, 어려울 수 있는

점들을 고려한 후 미리 방법을 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을 예방한 것을

기술한 사례도 있다. 이럴 경우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장애요인’ 코딩 유

목에 넣고, 예방차원에서 수행한 방법을 ‘장애 극복방법’ 유목에 넣었다.

성공요인은 장애요인 극복방법과 내용 상 겹칠 수 있는 유목이다. ‘성공

요인’ 유목에 넣은 경우는, 특별히 해당 사업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

행할 수 있었던 요인을 꼽은 경우에만 코딩하였다. ‘향후계획’은 해당 사

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부터 해당 사업과는 다른 사업을 계획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기재하였다. 이렇게 코딩된 자료 중, 위기관리에

해당하거나 영향을 주는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분류하여 각각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하였다.

개인 심층 면담을 통해 얻은 녹음자료는 먼저 전사를 통해 텍스트 화

하였다. 텍스트로 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숙지하면서 해당 내용을

이해하고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의미 있는 내용들을 코드

로 추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코드들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들을 구조화

및 조직화하면서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 하였다(권향원 &

최도림, 2013; 이미옥 & 하양숙, 2011; Braun & Clarke, 2006).

각 사례의 협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협력

의 구성요소인 정보공유, 의사소통, 다양한 주체, 공동의사결정의 항목을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을 기준으로 협력의 수준을 networking –

cooperating – coordinating – collaborating 으로 판단하였다.

networking은 많은 기관이 협업에 참여하고 지속성이 있어도, 그것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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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공유에만 그치는 사업에 해당시켰다. cooperating부터 collaborating은

각 기준들을 중심으로 그 정도를 상, 중, 하로 판단하였다.

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연구자는 두 개의 다른 질적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한가지의 자료만으

로는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가 보충해주었다. 연구자는 주관적 해

석이 아닌 자료에 근거한 결과를 도출하려 했으며, 질적연구 방법에 대

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보건학 교수 1인의 분석과정 및 결과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결과 부분은 다시 한번 감염병 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

부한 보건학 박사 1인의 검증을 받아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

으로 연구자가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해 의도적으로 개입하거나 왜곡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의 중립성 확보를 추구하였다(Sandelowski, 1986).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2019년 4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IRB No. 1904/001-005), 승

인을 받은 계획서 내용을 따랐으며, 해당 내용에서 벗어나는 인간대상

연구행위는 일체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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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8개의 협업사례

총 24개의 협업사례

Ÿ 타 부처 간 협력사례 (민관협력,

부처 내 부서 간 협력 제외)

Ÿ 2개 이상 기관의 협력사례

Ÿ 사업의 주제 및 내용 무관

총 22개의 협업사례

Ÿ 사업 성과가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정책백서, 업무보고,

조직도 및 역할, 웹페이지

업데이트 날짜)

Ÿ 확인되지 않는 사례 제외

Ⅳ 연구결과

1. 협업 우수사례 선정결과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5개의 「협업 우수사례집」과 「범부처 행정

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에서 <그림 3>와 같은 과정을 통해 총 22개

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중앙부처 간 협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므로 연구 목적에

맞게, 총 78개의 사례 중,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중앙부처가 포함된 협업

사례만을 선별하였다. 중앙부처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도 그 기관의 상

위 부처로 간주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외된 사례는 민관협력사례, 한 중

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내 다른 부서 간 협력사례이다. 선별된 사례

중에서 감염병 및 국민건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례는 학교 식중독 예

방을 위한 협업사례와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한 협업사례뿐이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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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사업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1.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e-HRM
System)

인사혁신처 정보화

담당관실
각 부처 인사담당부서

<표 6> 선별된 협업 우수사례

안전 영역까지 확대해서 보면, 위해 공산품 퇴출사업, 드론을 통한 등산

객 안전 지킴 사업, 이렇게 두 가지 사례가 더 추가된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자료를 바탕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중앙부처 간 협력

시 나타나는 특성이기 때문에 감염병 혹은 건강과 관련된 사업에 국한에

서 사례를 선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원헬스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는 보건복지부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여해

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염병과 연관된 일부 부처만이 아닌, 다수의

부처가 협업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위의 과정에서 선별된 사례들에서 건강에 국한된 사례만으로 그 범위를

좁히지 않았다. 2013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본 사례집은 매년 공

모를 통해 선별하지만, 공모 과정과 심사 과정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다만 네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우수사례를

채택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그 기준은 창의성, 노력도, 확산 가능성, 효

과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는 네 가지의 기준들이 중요한 의미

를 갖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 수행 시 부처 간 협업을 했다는

사실과 그 성과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면, 그

사례를 통해서 중앙부처 간 협업 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도 각 사례의 성과가 지속되고 있

는지에 대한 검증으로 협업을 통해 나온 결과물들이 현재까지도 활용 및

운영되고 있는지 부처 홈페이지 정보, 정책백서, 보도자료, 업무보고, 조

직도 및 역할, 웹페이지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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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사법공조행정

(형사사법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법무부-형사사법공

통시스템 운영단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

3.나라장터 (KONEPS)
- 효율적인
공공조달 단일창구

조달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부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자산관리공사

인증기관, 보증사, 협회, 기구

축기관

4.국가 해양환경
정보통합 시스템
MEIS

해양수산부 – 해양

환경정책과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

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환경부-기상청, 환경부, 충청남

도

5.나라배움터-범정부
이러닝 학습 플랫폼

인사혁신처 - 국가

인재원 스마트교육

과

각부처

각급교육기관

지자체

공무원이러닝협의회

6.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국 통합
복지정보 및
서비스관리)

보건복지부 - 복지

행정지원관 복지정

보기획과

국가 및 공공기관 (전부처 292

개 복지사업 통합관리)

7.부처 간 협업으로
학교 식중독
조기차단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교육지원청)

농수산유통공사

8.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자동차 관리
OK!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교통안전공단

보험개발원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9.교육훈련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지방행정연수원(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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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조성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세종)

10.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여행자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관세청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11.선박출입항종합정보
시스템 공유로
방문민원 획기적
감축

해양경찰청

수협

지자체

해양수산부

12.불법.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한다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

부)

13.위.변조 신분증!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1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안전을
넘어 안심수준까지
지키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15.농업경영체
통합DB구축!
데이터 기반의 농정
혁신을 펼치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부

행자부

국세청

16.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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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

보훈처 보건복지부

18.부처 간 벽을
허물자, 위해
공산품이 빠르게
퇴출되다!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상자원

부)

19.국민보호를 위해
드론을 통한
안전지킴이를
실현합니다!

산림청 국토교통부

20.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으로 세수
정상화 추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21.정부 부처간
상생협력으로
국가안보와 수형자
일자리 창출 달성

방위사업청 법무부

22.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건강보험증명서
무인민원발급

보건복지부 산하 국

민건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행안부)

사회보장정보원(보복부)

국민연금공단(보복부)

이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표 6>에 있는 22개의 사례가 선별되었고,

이 사례들을 통해 중앙부처 간 협업 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위기관리 사례 선정결과

총 22개의 협업 우수사례 중, 위기관리를 위한 사례 혹은 위기관리를 지

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총 7개가 선별되었다. 여기서 위기란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 전체에 건강 및 안전상의 불안정함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고, ‘예방-대비-대응-복구’의 위기관리 전 과정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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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사업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해당 위기

국가 해양환경
정보통합
시스템 MEIS

해양수산부

– 해양환

경정책과

해수부(국립수산과학

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환경부-기상청, 환경

부, 충청남도

해양오염 위기에 대한

감시 지원

부처 간
협업으로
학교 식중독
조기차단

식품의약품

안전처

교육부(교육지원청)

농수산유통공사
식중독

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여행자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관세청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질병유입 및 전파 영향

불법.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한다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산업

통상자원부)
안전사고

통합식품안전정
보망 구축!
식품안전을
넘어
안심수준까지
지키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무부

교육부

국방부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식품안전 사고

부처 간 벽을
허물자, 위해
공산품이

한국소비자

원

국가기술표준원(산업

통상자원부)
안전사고

<표 7> 선별된 위기관리 사례

혹은 전체에 관여하는 모든 사업을 포함하였다. 위기관리 사례로 선정된

사례들은 다음의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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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퇴출되다!

국민보호를 위해
드론을 통한
안전지킴이를
실현합니다!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산객 안전사고

3. 협업 우수사례 분석결과

협업 우수사례는 먼저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였다. 각

사업의 진행 과정, 장애 요인과 그에 따른 극복방법, 협업 성공 요인이

다. 이를 통해 부처 간 협업에서 나타나는 특징, 협업에 영향을 주는 요

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구성된 자료에서 문장별

로 핵심 단어를 코드화하고, 코드를 종합하여 공통되는 코드들끼리 범주

화하여 의미 있는 주제를 도출하였다.

각 사업의 진행 과정은 협력 및 사업의 필요성부터 협력관계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 되었는지, 그리고 결과물을 만들고 서비스제공까지의 과

정을 설명한 내용이고, 장애 요인은 기술된 내용에서 명확하게 ‘본 협력

사업에서 이것이 장애가 되었다.’라고 표현한 사례도 있지만, ‘~이 문제였

다.’, ‘~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등의 표현으로 기술되기도 하였다.

장애 요인은 협력관계를 맺는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도 있었고, 협력하

여 목표로 한 결과물을 만드는데 닥친 장애물도 있었다. 사례들은 기술

된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함께 기술하였고, 극복이

되지 않은 장애 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기

술하고 있었다. 장애 요인과 극복방법에 관한 내용은 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 속에 포함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협업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덜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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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작업 및 요인 내용
필요성 발견 서비스 사각지대 발견
효율적 업무방법 구상 협업 가능한 업무 범위 논의

활용자원
변경 및 확대 가능한 자체 시스템
활용 가능한 내부 전자 시스템

추진동력
정부과제 선정
정부추진 과제로 안건제시 후 채택

주관부처의 준비작업

주관 기관의 계획수립
법적 가능성 검토
주관 기관이 관련 규정 마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컨설팅
사례조사

<표 8> 협력 사업 선행 작업 및 요인

협력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를 담은 내용이었다.

선별된 22개의 사례 중, 사업 추진 과정에 관한 내용은 모든 사례가 다

서술하고 있었고, 장애 요인과 극복방법에 관한 내용은 22개의 사례 중,

18개의 사례가 포함하고 있었다. 해당 사업의 성공 요인에 관해서 언급

한 사례는 11개의 사례였다. 하지만 성공 요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협업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장애 요인 및 극복방법과 내용이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공 요인을 장애 요인 및 극복방법의 내용에

포함 시켜, 최종적으로 협업 우수사례의 내용을 사업 진행 과정과 협업

에서 경험한 어려움, 그리고 극복방법으로 도출하였다.

가. 협업 선행요인

먼저 협력 사업이 추진되기 전, 준비과정을 보면, 아래의 <표 8>과

같은 선행 작업이 있었거나 특정 요인이 협력 사업 전에 충족되어 있었

다. 여기서 준비과정으로 본 시점은, 협업에 참여한 기관들이 함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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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관계

구축

사업

기획

자원

확보

결과물

생성

서비스

제공

대상자

전달

<그림 4> 협력 사업 진행 과정

협력 사업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 전, 혹은 추진단이나 협력체를 구축

한 시점 전으로 정하였다. 해당 사업에 대한 논의라 할지라도 협력할 기

관들이 참여하기 전에 내부에서만 논의하고 계획한 것은 준비과정에 포

함시켰다. 내용을 살펴보면 필요성을 발견했거나 효율적 업무 방식을 찾

아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활용가능한 자원이 주관 부처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많은 사례가 추진동력으로서 정부과제 선정이라는 과정을 거쳤

고, 협력을 시작하기 전 주관부처의 사업구상, 계획수립, 법·규정의 검토

및 마련, 컨설팅과 사례조사 등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이 있었다.

나. 협업 과정

협력 사업 추진 과정의 아래와 <그림 4>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처음 협력관계 구축과 사업 기획은 그 순서가 바뀌기도 하

였는데, 처음부터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있고, 이후 함께 사업을 기획하거

나 주관부처가 먼저 사업을 기획한 후 필요한 기관과 협력관계를 구축하

는 방법이었다.

협업 과정 중 장애가 되는 요인으로는 <표 9>와 같이 발생한 시점으

로 구분하여 분류할 수 있었고,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표 10>과 같다. 극복방법에는 크게 접근 방법 제시와 구

체적 방법 제시로 나뉘는데 극복을 하는 중에 또 다른 장애가 발생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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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점 장애 요인

(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시점 (1) 당위성 마련

(나) 협력 기관 간 협의 시점 (2)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3) 정보공유 기피
(4) 기관 간 이견
(5) 자원 부족

(다) 사업 수행 중 (2)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4) 기관 간 이견
(6) 데이터 활용 문제
(7) 효율적 시스템 구축 장애

(라) 결과물을 운영 및 적용하는 시점 (8) 직원들 불만
(9) 기타

<표 9> 협업 장애 요인

접근
혁신적 접근

점진적 접근

방법

강제력 작용

법·제도적 근거마련

정부 지원이 압박으로 작용

추진단 구축

협약

계획 수립

회유 및 지원

다른 협력관계 구축

전담팀 운영

인센티브제도 도입

민원 발생 예방조치

소통

→언어장벽

설명회

교육

의견반영

수직적·수평적 협의

기술적 방법
기술적 개선

데이터 표준화→개인정보 보호법

<표 10> 협업 장애 극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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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점

극복

장애

혁신적

접근

점진적

접근

강제력

작용

회유 ·

지원
소통

기술적

방법

(가) 당위성 마련 √ √

(나)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 √ √

정보공유 기피 √ √ √

기관 간 이견 √ √

자원 부족 √ √

(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 √ √

기관 간 이견 √ √

데이터 활용

문제
√ √

시스템구축 장

애
√ √

(라)
직원들 불만

등
√ √

<표 11> 협업 장애 별 적용 된 극복방법

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협업 장애 극복방법 중 하나가 ‘소통’인데, 소통

을 하는 중에 기관 간 언어의 차이가 있어서 소통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시간과 경험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각 장애 요인별로 제시된 극복방법을 정리해보면 <표

11>와 같다.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타 부처와 기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주

로 점진적 접근을 하고 강제력이 작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거나 회유성 방법이나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적용되었고, 실제 결과물을 내는 데에 있어서 발생 된 문제는 주로 혁신

적 접근과 강제력 작용, 기술적 방법으로 해결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한

가지 장애에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 당면 이슈를 극복하였고,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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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수준 사업명 주관부처 협력부처

Networking
4.국가 해양환경
정보통합 시스템
MEIS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

정책과

해수부(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

경찰청),

환경부-기상청, 환경부,

충청남도

Cooperating

1.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e-HRM
System)

인사혁신처

정보화담당

관실

각 부처 인사담당부서

3.나라장터
(KONEPS) -
효율적인 공공조달
단일창구

조달청

기획재정부, 교육과학

부, 행정안전부, 금융결

제원, 자산관리공사

인증기관, 보증사, 협

회, 기구축기관

5.나라배움터-범정부
이러닝 학습
플랫폼

인사혁신처

- 국가인재

원 스마트교

육과

각부처, 각급교육기관,

지자체, 공무원이러닝

협의회

9.교육훈련기관
지방이전에 대비한
실시간
원격강의시스템
구축으로 효율적인

안전행정부

중앙공무원교육원(과

천), 국토교통인재개발

원(제주), 지방행정연수

원(완주), 세종청사 영

<표 12> 부처 간 협력수준

부족이나 기술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장애

에서 ‘소통’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이다.

다. 부처 간 협력수준

협업 시 참여 부처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다양한 주체, 공동 의사결

정 측면에서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을 중심으로 협력의 수준을 판단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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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조성 상회의실(세종)

10.정부기관 간
정보공유 활성화로
여행자출입국 관리
칸막이 제거

관세청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17.보훈처-복지부 간
정보연계!
보훈대상자
생활수준 조사
빨라진다

보훈처 보건복지부

19.국민보호를 위해
드론을 통한
안전지킴이를
실현합니다!

산림청 국토교통부

22.전국 어디서나
빠르고 편리하게
건강보험증명서
무인민원발급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

강보험공단

행정안전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행안부), 사

회보장정보원(보복부),

국민연금공단(보복부)

Coordinating

6.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국 통합
복지정보 및
서비스관리)

보건복지부

- 복지행정

지원관 복지

정보기획과

국가 및 공공기관 (전

부처 292개 복지사업

통합관리)

7.부처 간 협업으로
학교 식중독
조기차단

식품의약품

안전처

교육부(교육지원청), 농

수산유통공사

8.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자동차 관리
OK!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

부, 교통안전공단, 보험

개발원, 자동차관리사

업자단체

11.선박출입항종합정
보시스템 공유로
방문민원 획기적
감축

해양경찰청
수협, 지자체, 해양수산

부

12.불법.안전위협
수입제품!
통관단계에서
원천차단한다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

상자원부)

14.통합식품안전정보
망 구축!
식품안전을 넘어
안심수준까지
지키다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무부, 교육부, 국방

부, 행자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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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해수부, 관세청

15.농업경영체
통합DB구축!
데이터 기반의
농정 혁신을
펼치다

농림축산식

품부
국토부, 행자부, 국세청

16.범부처 GPS
데이터 통합.공유!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다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해양

수산부, 기상청, 서울특

별시

Collaborating

2.형사사법공조행정

(형사사법기관들의

긴밀한 협력)

법무부-형사

사법공통시

스템 운영단

경찰, 검찰, 법원, 법무

부

13.위.변조 신분증!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

지부, 국가보훈처, 금융

감독원, 금융결제원

18.부처 간 벽을
허물자, 위해
공산품이 빠르게
퇴출되다!

한국소비자

원

국가기술표준원(산업통

상자원부)

20.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으로 세수
정상화 추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

세청

21.정부 부처간
상생협력으로
국가안보와 수형자
일자리 창출 달성

방위사업청 법무부

4. 심층 면담 참여자

본 연구의 심층 면담에 참여한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직원들은 총 8명이다. 총 8명의 참여자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소

속은 3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소 1명, 질병관리본부 소속 2명, 해

양수산부는 2명이었다.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3>와 같다.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은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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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소속 직급 성별 사업 담당 시점

A 질병관리본부 6급 이하 여성 과거, 현재

B 질병관리본부 5급 이상 남성 과거, 현재

C 식약처 용역 연구소 책임연구원 남성 과거, 현재

D 식품의약품안전처 6급 이하 여성 현재

E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상 여성 현재

F 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상 남성 과거

G 해양수산부 6급 이하 여성 현재

H 해양수산부 6급 이하 여성 과거

<표 13> 심층 면담 참여자 명단

는 사업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했던 부처의 담당 부서가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경우, 담당자가 처음부터 지속되어오고 있지만, 식품의약

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차례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전 담

당자와 현재 담당자 모두와 면담을 진행하였다. 5급 이상은 주로 관리자

급, 6급 이하는 주로 실무자에 해당하므로 면담이 가능한 선에서 관리자

와 실무자 모두 면담하려고 시도하였다. 최종적으로 면담이 가능한 직원

이 관리자급 3명, 실무자급 4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소는 직급은

관리자급이지만, 담당한 일 자체가 부처 간 관계를 조율하고 협의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데이터 관리였기 때문에 실무자로 준하였다.

5. 질적 자료 분석결과

가. 중앙정부 협력사례의 특징 및 영향요인

수집된 질적 자료의 주제분석 결과 중앙정부 협력사례의 특징과 영향

요인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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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다양한 협력

수준

협력 과정에 따른

주무 부처와 협력부

처의 역할 차이

과정: 관계 형성-기획(총괄),-자원확보-

결과물생성(실무)-서비스시행-확대

주관부처의 총괄, 실무, 협력부처의 자

료제공

주관부처의 총괄, 실무, 협력부처의 실

무, 자료 제공

함께 추진단 후 총괄 및 실무

협력 수준을 결정짓

는 영향요인들 존재

각 사업의 특징

필요한 자원의 특징

부처 존재 목적

영향요인 1.

부처 간 의

존도

자원의존도

데이터 의존

기술 의존

여러 수준의 협력에 존재

권한 의존도

사업의 목적에 따른 권한 필요

법과 규제 존재

조정 이상의 협력 발생

상호이익
조정 이상의 협력 발생

협력 중간에 생기기도

영향요인 2.

경험과 시간

기존 협업의 확대가

협력을 야기

서비스확대

자료의 확대

확대로 인한 협력관계 확대

부처 간 언어 이해

같은 의미 다른 용어

전문성과 보는 시각의 차이

주기적 협의회

영향요인 3.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자율성 제공

사업을 위한 업무변경 가능성

기관별 차이로 인해 협업에서 업무변경

결과물 완성을 위해 필요

자원의 확보

전담팀 운영

예산 확보

연구과제 생성

예상치 못한 시기 적절한 자원

영향요인 4.

변화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인식

정보공유 기피

단계적 확산

<표 14> 주제분석 결과: 중앙정부 협력사례 특징 및 영향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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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

실무자들 간 소통

부처 간 입장 차는 항상 존재

관리자들의 부처 대변

일을 진행 시키려면 실무자들 간 소통

동력장치

법적 근거 및 제도

추진단 구축

정부 지원(압박)

공식적 협약

계획 수립

1) 다양한 협력 수준

22개의 중앙부처가 참여한 협업사례를 통해, 먼저 모두가 동일하게

‘협업’ 혹은 ‘협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례들의 협력 수준이 다양함을

발견하였다. 협력 수준의 차이는 협력 과정에서 주무 부처와 협력부처

의 역할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 있었고, 협력 수준을 결정짓는 협력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었다.

먼저, 모든 사례의 협업과정은 협력관계 형성, 사업 기획, 필요한 자

원의 확보, 결과물생성, 서비스제공, 사업의 확대로 일반화할 수 있었다.

여기서 사업 기획은 총괄의 역할을 하고, 기획된 구체적인 일을 수행하

는 것은 실무자들이 담당하였다. 이 과정에 따라 참여부처들의 역할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는데, 먼저 주관부처가 총괄과 실무를 모두 담

당하고 협력부처는 자료만 제공하는 형태이고, 두 번째는 주관부처가 총

괄, 즉, 사업을 기획하고, 협력부처는 실무를 주관부처와 함께 수행하면

서 동시에 자료제공도 한 형태였다. 세 번째는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함께 추진단 등의 조직을 결성하여 함께 총괄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자원

도 공유한 형태이다. 이러한 형태를 사업의 특징에 따라, 필요한 자원의

특징에 따라, 또 부처 존재 목적에 따라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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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2013년 협업 우수사례 중 하나인 선박 출입항 종합정보시스

템 공유로 방문민원 획기적 감축 사례는 해양경찰청이 주관부처이고 해

양수산부와 수협,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기관이다. 본 사업의 목적은 선박

관련 방문민원 감축이고 해당 민원은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두 부처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이후 두 기관의 정보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구축

하기로 사업을 기획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작업을 마치고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본 사례는 사업의 목적 일치에 따라 사업 기획부터 실제

수행까지 협력한 경우이다. 두 번째 예로, 2013년 협업 우수사례인 교육

훈련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한 실시간 원경강의시스템 구축 사례는, 행정

안전부에 의해서 주관되고 중앙공무원교육원, 국토 교통 인재 개발원, 지

방행정 연수원, 세종청사 영상회의실이 협력하였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

부 주관하에 각 협력 기관의 교육 관련 부서와는 협의체를 만들어 협의

하여 기획 및 사업 수행을 했지만, 기술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타 부처

혹은 부서에서는 사업 기획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기획된 사업을 수행하

는 과정에서 자원이 필요하게 되면 요청을 하여 참여하는 형태였다. 마

지막 사례로,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전자인사관리시스템 e-사람 사업을

보면, 인사혁신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정부의 어느 부처에 국한되지 않

고, 정부의 인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기관이기에 인사와 관련된 시스템

을 구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사업 기획부터 수행까지 전적으로 담당

하고 진행하였고, 관련된 부처 내 부서에서는 필요한 기술적 지원과 의

견과 정보 제공의 역할을 하며 협력하였다. 이 세 가지 형태를 다음의

<그림 5>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들 모두 ‘협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협력이 시작된 시점

이나 역할에 따라서 협력의 수준이 다름을 볼 수 있다. 주관부처가 사업

의 기획부터 실질적 수행까지 진행하고, 협력부처가 자료만 제공하는 형

태는 협조(cooperation) 이하의 협력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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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사업 
기획

데이터

결과물

서비스

협
력
부
처

협
력
부
처

의견 의견

자료 자료

주관부처

협력부처

사업 
기획

데이터

결과물

서비스

협
력
부
처

협
력
부
처

자료 자료

주관
부처

협력
부처

협의체

사업 
기획

데이터

결과물

서비스

<그림 5> 협력과정에 따른 협력형태

협력부처가 자료 제공뿐 아니라 실무까지 참여하는 사례의 경우엔 협력

부처와의 관계가 협조(cooperation) 혹은 조정(coordination)까지도 이뤄

진다. 주관부처와 협력부처가 함께 추진단 등을 결성하여 기획 및 실무

까지 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coordination)에서 협력(collaboration)까지

도 발견된다.

2) 영향요인 1. 부처 간 의존도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타 부처에 대한 의존도이

다. 이는 자원과 권한에 대한 의존도를 이야기하며, 이러한 의존도는

처음부터 존재하여 협력을 맺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사업을 형성하는 중에 의존도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 상호 이

익 은 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이익이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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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참여부처 모두에게 비슷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사업의 경우는 대

개 처음부터 부처 간 협력을 하여 사업을 기획한 경우가 많다.

2014년 협업 우수사례에서 관세청이 주관한 ‘불법·안전 위협 수입제

품!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라는 사업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이 목

표로 한 제품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까지 관련된 정보와 권한

에 따라서 부처가 결정되고 협력관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에서는

관련된 정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입제품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권한

까지도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의존도에 근거하여 협력관계가 형성되었

다. 해당 부처의 정보뿐 아니라 권한의 행사까지 필요하게 되면 협조의

차원을 넘어선 협력의 수준이 요구되어, 참여기관들이 사업의 기획부터

시행까지 전 과정에 다 참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협업사례 중 일부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민간 혹은 지방자치단체까지 참여하여 협력관계를 형

성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들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협력관계를

맺은 경우도 있었지만, 기술력과 전문성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형성되는

경우도 있었다.

2016년 협업 우수사례 중, ‘국민 보호를 위해 드론을 통한 안전 지킴

이를 실현합니다!’ 사례는 산림청과 국토교통부가 협력하여 진행한 사업

이다. 이 사업의 결과물은 드론을 통한 산림 안전을 지키는 기술을 기발

하는 것인데, 이 사업에서 나온 결과물 자체를 활용하여 부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산림청이지만,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야 드론 활용 비

즈니스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기에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통해 국

토교통부가 가지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 두 부처는 서로의

이익을 확보하고 조율하기 위해 사업 초반부터 MOU를 맺고 사업을 기

획하고 결과물 창출을 위한 기반 작업부터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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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향요인 2. 협력경험과 시간

중앙부처 간 사례를 통해서 타 부처와의 협업 시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 중 하나로 부처 간 언어의 장벽이 발견되었다. 협업 우수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협업 장애를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바로 ‘소통’이다. 하지만 이 ‘소통’을 하는 데에 있어서 부

처마다 사용하는 용어와 언어가 다르기에 소통과정이 쉽지 않았다고 한

다. 하지만 이는 경험과 시간을 통해 해결되었다고 한다.

2014년 협업 우수사례 중에서, ‘통합 식품안전 정보망 구축! 식품안전

을 넘어 안심 수준까지 지니다.’라는 제목의 사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

전처가 주관하여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당시 행정

자치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국방부 등 12개의 부처가 협력한 사례이다.

많은 기관이 참여한 만큼 주기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협업과정을 추진

하였는데, 이들이 서로를 이해시키고 소통하는 데에 기관 간 언어의 차

이로 인해 처음엔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한다. 동시에 이 어려움의 극복

방법은 경험과 시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서 협력경험은 주로 하나의 사업이 확장되는 경우가 많았다. 많

은 사례에서 발견된 것은, 사례집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의 사업이 해

당 해에만 진행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작은 범위에서 시작을 해오던 사

업이 확장되어 진행됐거나, 아니면 이번 사업을 통해 협력이 시작되었고,

이후 본 사업에서 그 범위를 확장하여 다음 해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기

술하고 있다. 활용된 문서들에서 기술하고 있는 이후 계획 중, 사업을 확

대하기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주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확대하

려고 계획 중이거나, 결과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서비스 대상자

를 확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외에도 수집한 자료를 확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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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소비자원

국가기술 
표준원

국민
안전처

식약처
국립전파연

구원

위해 물질 정보 (시설, 식품의약품까지 확대), 각 기관 역할, 인력 등

역할 가이드라인
국민에게 정보제공 

하는 시스템

역할수행 대국민정보제공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국민안전처, 

식약처, 국립전파연구원

국민들

참여기관확대

데이터확대

결과물 확대

사용자 확대

<그림 6> 협업 확대 과정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2015년 협업 우수사례 중, ‘부처 간 벽을 허물자, 위해 공산품이 빠

르게 퇴출되다!’의 제목의 사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소비

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국가기술표준원’이 위해 공산품을 적

발하고 제한하자는 목표로 협업을 하였다. 본 사업은 공산품에 국한해서

해가 되는 물품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에 힘썼지만, 이후 계획에서는

<그림 6>와 같이 공산품을 넘어 식품, 의약품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기

를 기술하며 관련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였다. 협력 사업의 경험이 다

른 협력 사업을 야기하며 부처 간 협력이 확대되고 과거의 협력경험이

자원이 되어 이들의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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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향요인 3.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협력관계가 어떤 형태이고 어느 수준이냐와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을

위한 지원이나 준비가 얼마나 되어있는지도 해당 사업이 진행되느냐에

영향을 미쳤다. 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와 지원에 따라서 그로 인한 부처

간 갈등이 해소되기도 해서 협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협력하는 부처의 부서가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협력하여 일을 진행하다 보면 업무가 추가되기

도 하고 본래의 업무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것을 수

용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가 협력 사업을 위해 업무변경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져야 하고, 주어진 자율성으로 업무 등을 조정하

면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물, 즉 협업의 성과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부처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2017년 협업 우수사례인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세금체

납 확인으로 세수 정상화 추구’는 법무부가 주관부처로서 사업을 기획하

고, 기획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정보와 권한을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

세청이 가지고 있기에 이들과 협업을 하여 진행하였다. 체납정보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 출입국 관리 공무원들은 본인의 일이 아닌 업

무들도 일정 기간 감당해야 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협력부처가

이 사업과 관련된 추가 업무를 수용하고 업무 조정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과정이 없었다면 법무부가 목표로 한 시스템의 구축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조직 차원에서 자율성을 제공하는 식의 지원뿐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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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예산 등 자원의 확보도 협력에 영향을 미쳤

다. 많은 사례에서 직원들의 이미 맡은 업무로 인해 추가적인 업무를 진

행하기 힘든 상황이 있었고, 이것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장애가

되었다. 이때 조직 차원에서 전담팀을 운영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다른 직원들은 본인이 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줬다. 또한, 사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예산과 기회를 확보할 수 없는

사례의 경우, 연구과제를 기회로 확보하여 이를 잘 활용하여 사업을 진

행할 수 있었다. 법적, 제도상의 문제로 해당 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

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제도의 변화가 생겨 일을 추진하기도 한 사

례도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된 상황으로, 이러한 자원의 확보가 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5) 영향요인 4. 변화에 대한 태도

모든 새로운 사업은 변화를 일으키지만, 타 부처와 협력하여 진행하

는 사업에서는 익숙한 분야나 익숙한 업무 스타일을 한 직원들과만 업무

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발생하는 변화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협업이 영향을

받고, 이는 협력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중앙부처 간 협력을 시도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것, 우리 부

처에서만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타 기관과 공유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이 협력의 장애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된 것이 실

질적인 근거를 제공하면서 하는 설득이었지만, 동시에 변화가 내키지 않

지만 받아들여야만 하는 구조를 만들어 추진하는 방식도 적용하였다. 또

한, 접근 방식에서는 점진적인 접근을 적용하였다. 즉, 변화에 대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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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감이 있을 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려는 것

의 일부분부터 작게 시작하거나 시간을 더 들여서 천천히 받아들이게 기

다려주는 방식으로, 그 거부감이 점차 줄어들게끔 하는 방식을 사용하였

다.

예를 들어, 범부처 행정 한류 우수 콘텐츠 소개집에 소개된, 법무부가

주관하여 ‘형사 사법 공조 행정’을 구축하였는데, 이는 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와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

록 신속성, 투명성, 내부 업무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

업이다. 이때 처음 부딪힌 장애물이 기관 간 업무장벽과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저항이었다. 이때 정부 차원에서 기관 간 협업을 강조하던 추세였

기에 참여기관들은 이 저항감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하고 꾸준히 협의하

였다. 이때 지속적인 협의를 위해서 법에 근거한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

통을 계속하였고, TF를 구성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화에 대한 태도 중, 기관의 입장이 대립 되고 장애가 있더라도 실

무자들 간에 소통이 원활하면, 기관의 장 이하 관리자급에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동안, 구체적인 업무는 일부 추진되어서 협력을 이

끄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2014년 협업 우수사례 중,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식품안전을 넘

어 안심 수준까지 지키다.’라는 제목의 사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

하고 11개의 협력부처가 함께 이룬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초기에 협의회

를 구성할 때, 국장급과 실무자급을 나누어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국장

급에서는 통합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결정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였고, 실무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애

로사항을 해결하며, 실무자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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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노력하였다. 실무자들은 실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를 시행하

여, 부처 간 이견과 자유롭게 자원과 기술을 활용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즉, 협력 사업이 완결되기까지는 실무자들의 원활한 소통이 협력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력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동력으로서의 장치가 있는지가 협

력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동력 장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데, 이는 법적 근거 및 제도, 추진단 구축, 정부 지원으로 인한 압박감,

공식적 협약, 계획 수립이며, 이들의 공통점은 행정적으로, 혹은 심리적

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작용한다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 중 하나인, ‘형사사법 공조 행정’을 위한 법무부,

경찰, 검찰, 법원 간의 협업사례는, 당시 협업을 강조하던 시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협업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정부 과제의 대표적인 과

제로 본 사업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심적 부담감으로 작용하

였다. 꼭 좋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목표 의식이 생기고, 이것이 사업의

동력이 되어 참여기관 모두가 열심히 진행할 수 있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도 종합하여 판단해보면, 이러한 사업의 동력으로

서 작용하는 요소들은 결국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관점에 영

향을 주게 되고, 이것이 사업 추진이 원활하도록 담당 직원에게 지시되

는 경향이 있어서, 실무자들의 사업에 대한 노력이나 사업 추진 의지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협력 수준별 특징

협업의 특징과 협력 영향요인을 협력 수준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 협력 수준별로 관찰되는 공통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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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networking 수준의 협력을 한 사례는, networking를 ‘정보공유

에만 그치는 등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협조’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정보 공유 시스템만 구축하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한

사례였다. 다른 사례는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한 후 그 시스템을 활

용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까지 이어졌는데, 이 사례는 정보공유

시스템만 구축하고 그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문헌 및 관련부처 웹 문서

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협력 부처들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제

공한 것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협력을 networking 수준에 머

물게 하는 요소는 사업의 목적과 특징에 많이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cooperating – coordinating – collaborating 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협력일수록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는 업무들이 수

행되어졌다. 또한 협력체계를 위한 협약을 맺거나 사업 준비단계에서부

터 추진단을 구축하여 계획부터 함께 하는 특징을 보였다. 협력 수준이

높은 사례일수록 장애요인으로 참여 기관 간 이견 및 저항이 많이 언급

되어 기관 간 이견 조율은 높은 수준의 협업을 위한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낮은 수준의 협력은 주로 주관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들

이 많아서 장애요인으로는 관련 부처의 거부감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장애는 설득과정을 통해, 혹은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

을 보였다. 높은 수준의 협력 사례는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다는 언급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협력인 collaborating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면 주관부처나 협력부처가 법무부인 사례가 많고, 행정안전부

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5>는 가장 높은

수준인 Collaborating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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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수준 사업명 참여부처 추진과정 중 특징

Collaborating

2.형사사법공조행정

(형사사법기관들

의 긴밀한 협력)

법무부-형사사

법공통시스템

운영단

경찰, 검찰, 법

원, 법무부

1)기관 간 장벽과 업무에

대한 저항

2)추진단 구축

3)근거법 마련 및 개선

4)정부 지원

5)법에 근거한 주기적 협의

13.위.변조 신분증!
금융기관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로
막는다

행정자치부

경찰청,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

가보훈처, 금융

감독원, 금융결

제원

1)참여기관 간 이견

2)협업 전 기관 간 업무협

의, 설명회, 내부협의 등으

로 환경조성

3)MOU체결

18.부처 간 벽을
허물자, 위해
공산품이 빠르게
퇴출되다!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

부)

1)이견 합의과정 거침

2)각 기관의 역할을 재정비

3)MOU체결

20.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으로 세수
정상화 추구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

세청, 관세청

1)담당 공무원의 추가업무

발생

2)협업 전 사업구상

3)사업 추진 결정 후 TF

구성하여 추진

4)언론의 지원

21.정부 부처간
상생협력으로
국가안보와
수형자 일자리
창출 달성

방위사업청

법무부

1)기획한 사업에 대한 법적

가능성 검토

2)사업 전 직원들의 관심을

모으고 긍정적 분위기 형성

3)MOU체결

<표 15> Collaborating 사례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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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기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의 특징과

영향요인

위기관리에 해당하는 부처 간 협력 사업은 총 7가지로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위기관리 과정에 대입해 볼 때, 대부분 사전 관리에 해당되었

다.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 시스템(MEIS) 구축 사업은 위기관리가 목적

인 사업이 아니다. 하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종합적 정보가 공유되는 시

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기관리 전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의사

결정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식중독 조기차단 사례는 식중독을 위기로

설정했을 때 대비에 해당된다. 즉, 식중독 위기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 관

련 부처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식중독 발생 시 경보를 울림으로써 위기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여 위기상황을 대비하는 것이다. 여행자 출입국

관리 사례는 첫 번째 사례와 같이 위기관리가 본 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협업 결과가 위기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위기관리 과정으로 봤

을 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사례이다. 안전위협 수입제품 차단 사례는 예

방에 해당하고, 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 사례는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지원을 수행한다. 위해공산품 퇴출 사업은 예방, 드론을 통한 사업은 예

방 및 대비에 해당한다.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위기관리 과정 별 나타나는 특징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 자체가 위기상황 발생 시 협력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때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 평상 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보니, 사례들이 모두 사전 관리에 해당한다. 위기관리 중 대응 시 협

력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사소통 및 결정이 어

떠한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자원이 누구와 공유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

가 담긴 사례가 필요할 것이다. 본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 각 사례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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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Category Subcategory

‘원활한 협력

'에 대한 다

양한 인식

원활한 자료공유

주무부처의 성공적인 협력에 대한 인

식, 자료공유

낮은 수준의 협력을 하는 기관의 역할

부처 간 소통
추진단에서 여러차례 협의

실무자간 원활한 소통

목표를 달성
당면한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

결과물과 제공되는 서비스

영향요인 1.

감염병에 대

한 이해

중요성에 대한 공감

대 형성

높은 치사율

사건 발생 후 얻은 관심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연관

병원균마다 다른 인식

타 부처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 부족

감염병이라는 단어에 대한 장벽

연관된 매개체 중요성 인식 차이

영향요인 2. 부처 존재 목적과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 부족

<표 16> 주제분석 결과: 감염병 관리에서의 부처 간 협력사례 특징 및 영향요인

력 수준은 각기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자원의 공유가 선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기관리 사례 뿐 아니라 많은 정부 부처 간 협력사례들이 정보공

유를 선행하고 있지만, 위기관리 사례들은 정보 공유 수준이 높다. 즉 정

보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위기관리에 있어서 협력에서 각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다. 감염병 관리에서의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의 특징

과 영향요인

질적 자료를 통해 도출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중앙부처 간 협력사례

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의 <표 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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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부처가

당면한 과제

연관성
용어에 따른 관련 부처 선 긋기

뚜렷한 역할 명시 기대

부처 간 입장 차
공식적인 협력이 곤란한 상황

주 민원 집단과의 이해관계

업무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

담당자 변경

법과 규제의 부재

사건 발생과 그에 따른 국회의 반응

영향요인 3.

부처 간 의

존도

다양한 정보 요구

감염자 정보 및 행동 관련 정보 필요

병원체 및 매개체 이동 정보 필요

병원균마다 요인이 다름

감염병의 밝혀지지 않은 요소들

자원 및 권한 의존

데이터 의존

기술 의존

권한 의존

예산 의존

상호이익

조정 이상의 협력 발생

협력 과정 중에 생기기도

자료와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상승

중복업무 방지

경험이 의존도를 높이는 경향

영향요인 4.

소통

실무자들 간 소통
부처 간 입장 차는 항상 존재

업무수행 위한 실무자들 소통 기회

부처 간 언어

같은 의미 다른 용어

전문성과 보는 시각의 차이

소통의 기회가 해결

상시감시 필요

인간감염 발생은 이미 비상

관심 단계에서 조기 감지 위한 감시

발견을 위한 다른 시각에서의 해석

1) 원활한 협력에 대한 다양한 인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사례를 통해서 사업 담당 공무원은 ‘원활한 협력’

혹은 ‘성공적인 협력’에 대해서 다양한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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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낮은 수준의 협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례에서의 주무부처는 원

활한 자료공유를 곧 원활한 협력으로 이야기하였다. 이는 낮은 수준의

협력 자체가, 협력기관의 역할이 자료제공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일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주관부처가 협력부처의

협조를 받는데에 어려움이 없으면 성공적인 협력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만 제공하는 협력부처가 아닌, 실무에도 참여하고 기획에까지도

참여하는 협력부처의 경우, 주로 부처 간 소통을 원활한 협력으로 인식

하였다. 특히 사업의 기획 전부터 모든 협력기관이 참여한 사업 추진단

이 결성된 경우, 성공적인 협력에 대해서 ‘추진단에서 여러차례 협의가

잘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실무자간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사

실을 협력이 잘되었다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일을 진행하는

데 장애요소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통 자체가 잘되었다는 의미이다.

협력관계와는 무관하게 사업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을 곧 협력이

잘 되었다고 인식한 경우도 있다. 협력 관계상의 문제이든, 사업 진행상

의 문제이든, 발생한 여러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어

목표로 한 것을 이루었고, 그 사업이 타부처와 협력한 사업이라면 협력

이 성공적이었다고 인식하였다.

“네, 저희는 정말 협력이 잘됐어요. 저희는 서로 협력이 잘돼서

정보가 공유 됐기 때문에 그런걸 만들 수 있었고, 저희는 안전관리

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환경인자가 없었는데, 기상청도 그런 자료

가 있고, 해수부도 있고, 질본에서도 이런게 잘 돼있기 때문에 좋았

죠.”(식품의약품안전처, 5급이상. 여성, 참여자E)

“일단 협력은, 필요할 때 데이터만 왔다갔다 하는 것 뿐인거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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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특별히 소통을 하면서 업무가 진행되는 거 같지는 않아요. 식

품의약품안전처랑 질병관리본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고 해양수

산부나 기상청은 좀 별개인거 같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

소, 책임연구원, 남성, 참여자C)

“협력관계가 왜 괜찮다고 생각하냐면, 그렇게 필요한 자료 보내

주고 해면서 이 지도가 완성됐으니까요. 아니었으면 저희 혼자 해야

했을텐데 그럼 이렇게는 안될 거 같아요.”(질병관리본부, 연구관, 남

성, 참여자B)

2) 영향요인 1. 감염병에 대한 이해

자료 분석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감

염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고 데이터 기반,

사례 기반으로 설명할 때 모두가 공감했다. 병원균에 따라서 차이가 있

었지만, 메르스와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한 경우가 전 국민에게

감염병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높은 치사율

을 보이는 질병일 경우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감염병 위기상황이

국민의 일부분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로, 감염병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하나의 특징으로 도출되었다. 우선 감염병이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우

리 부처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정작 해당 부처가 하는 업무와

과정을 설명하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된 업무이자 목적이 있음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주로 감염을 일으키는 연관된 매개체 관련 부처가 결정되

는 것인데, 그 매개체의 역할이 감염병 관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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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이라도 중요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저희는 ‘감염병’은 아니고 ‘식품’과 관련된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

거든요. 저희는 좀 달라요. (중략) 뭐, 관련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만, 저희는 식품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식품의약품안전처, 5급이상, 여성, 참여자E)

3) 영향요인 2. 참여한 부처가 당면한 과제

수집된 자료를 통해서 도출된 중앙부처 간 협력 영향요인 첫 번째는

협업에 참여한 부처가 당면한 과제들이다. 먼저 부처는 사업에 참여할지

결정할 때 부처 존재의 목적에 부합한 지, 연관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고려한다. 이때 해당 사업이 타 부처와 협력하여 풀어가야 할 사업이라

면, 그 사업이 두 부처 모두에게 연관성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가 본래 해오던 사업, 즉 익숙한 형태의 사업과 다를 수

있는데, 이때 그 사업이 해당 부처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고민하게 되

는데, 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관련성을 찾기 힘들

것이다.

“식중독도 질병이니까 감염병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는 수산물을 안전하게 생산하고 국민들한테 섭취하는데도 안전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거지, 감염병하고는 무관하게 만들어졌

어요.”(식품의약품안전처, 5급이상, 여성, 참여자E)

“지금 A형간염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게 다 음식을 먹었다고 그

런게 아니고, 사람이 원인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이 뭘 먹어서

그런건지 명확한 관계가 되야하잖아요. 저희는 감염병을 염두하는

게 아니라 모든거에 있어서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게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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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잖아요. 질본에서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오는지 명확히 밝혀내

야지, 전체를 다 떠넘길수도 없고, 어느정도선에서만 어떤 식으로

협조를 원하는지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요?”(식품의약품안전처, 5급

이상, 여성, 참여자E)

또한 연관성을 일부 인정하지만, 특정 주제는 어느 부처 역할이라는

역할구분을 짓는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부처 존재 목적과 부합성이 떨

어진다고 여기면, 주관부처가 될 수 없는 입장을 취하며 주관부처가 명

확한 역할을 결정하고 요청하면 협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즉

이는 협력의 수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희는 ‘감염병’은 아니고 ‘식품’과 관련된 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

거든요. 저희는 좀 달라요. (중략) 뭐, 관련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만, 저희는 식품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질병관리본부가

해당될 것 같은데요.”(식품의약품안전처, 5급이상, 여성, 참여자E)

두 번째로 부처가 당면한 입장이 협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간혹 부처는 사업의 필요성과 연관성을 인정하지만, 주 민원 집

단과의 이해관계에 부딪히는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에의 참여가 쉽지 않

다. 참여를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기도 한다.

“해수부 같은 경우는 그쪽 주 민원인이 어업이나 수산업 관련 종

사자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측시스템을 돌린다고 해서 뭐, 바닷

물이나 고기를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위생적인 조리

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경고 알람이 뜬 지역의 관련 종사자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해서, 이견이 있었죠. 그래서 해수부는

이걸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참고만 하고있죠. 회의

때 이럴 때는 참석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협업을 하고있다라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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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않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5급이상, 남성, 참여자F)

세 번째로, 정부 기관에는 협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존재

한다. 정부 기관은 인사이동이 잦아서 협력 사업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다. 이에 따라 담당자의 사업에의 관심, 이해도, 경험

등이 달라지고 이는 협력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과 제도의 부재와 연관이 있는데, 만약 협력의 부분이나 협업에서의

해당 부처의 업무가 법이나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면, 담당자 변경이 있

어도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법과 제도가 있지 않다면 분명 변화

가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외에 사업 자체에 영향을 주는

요인도 있는데, 이는 사건 발생과 이와 관련된 국회의 반응이다. 이것이

협력관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더라도, 사건 발생과 국회의 관심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협력을 선택

해야 하는 순간에도 부처가 처한 입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협력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저희들이 제일 무서운 게 국회잖아요? 국회위원들이 그런 지적

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를 하게 된거

고요. 원래 주목받지 못해서 여기서 맡게 된거였거든요.”(질병관리본

부, 6급이하, 여성, 참여자A)

“일이 터져봐야 알아요. 콜레라도 터지니까 그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고, 메르스도 그렇고. 그 때 일이 터지고 주목을 받게 되니까

국회에서 말이 나온거에요.”(질병관리본부, 6급이하, 여성, 참여자A)

“이거는 제 입장이고, 저 아닌 다른사람이 왔어요, 글쎄요. 마인

드가 중요할 거 같아요. 왜냐면 이건 법에 규정된 건 아니잖아요.

공무원은 이제 법하고 규정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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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6급이하, 여성, 참여자A)

4) 영향요인 3. 부처 간 의존도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요구된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는 부처 간 의존도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나 기술 등에 따라 결정

되는 경우가 많기에, 감염병 관리를 위한 협력 기관은 다양함이 요구되

어, 협력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감염병은 같은 병원

균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서 감염 여부와 증상의 심각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감염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은 이동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감염된 사람이 확진을 받고 그 원인이 되는 감염병 매개체를 찾으려고

할 때, 이 확진 받은 사람은 이동하며 관련 매개체를 접했기에 이동 경

로를 알아야 어디에서 균에 감염이 되었는지 조사할 수 있다. 이때 그

사람의 이동과 행동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 만약 그 환자가 어느

지역의 수산물을 섭취한 사실이 밝혀졌다면 비브리오 패혈증균을 보유한

해당 수산물이 어디에서 왔는지 유통경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그때 뭘 먹었는지, 어

디에 갔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비브리오패혈증 발

생 예측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그런 자료를 보지 못

했어요. 나중에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

하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정보를 받잖아

요? 그럼 이 사람의 집 주소가 나와요. 그건 관련이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뭘 먹었는지가 중요한데 걸린 사람이 다 서울

사람이에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는 못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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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필요한 게 바다에 전혀 가지 않은 사람도 유통된 수산물을

먹고 걸릴 수 있거든요. 그 수산물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추적하고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거죠. 식약처랑 해수부가 어느 질병

에 관해서는 그게 잘 되어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건 금방 찾아

내고 식약처에서 해당 식품 유통을 금지시켜 버리더라구요. 그래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소, 책

임연구원, 남성, 참여자C)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사업에 참여한 부처들은 각 부처에

대한 의존도에 따라서 협력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

본부의 데이터는 예측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부

분이 발견되었다. 이때 질병관리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조정

(coordination) 이상의 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요구에 맞춰 업무를 변경하여 데이터를 생산하였다. 반면, 해양수산부

와 기상청 데이터는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가공하여 그

대로 사용하면 됐다. 이에 기술적인 작업만 용역 연구소에서 수행하였고,

데이터만 제공받는 정도의 협조를 받았다. 이들의 협력 수준은 협조

(cooperation) 이하 수준의 협력에 해당될 것이다.

“처음에 예측시스템 만들 때, 이 자료들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어요. 35

개 지점일 때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17년에 수집된 데이터가 반

영이 되게 되면, 지역적 공백뿐 아니라, 감시사업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

에 점점 오차율이 적어지는거에요. 18년도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고도화

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 자료를 드리고 있어요. 이 예측시스템이 정확

한지, 저희 실험실에서 취합하고 총괄한 데이터가 증빙을 해주는 거에

요. (중략) 거기서 정확히 산출을 하려면 모수를 똑같이 해야한다고 해

서 저희가 그쪽 사업에 업무를 좀 맞춘거에요.”(질병관리본부, 5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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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참여자B)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예산을 따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는

로우 데이터만 제공을 한거고, 공개를 어떻게 하고 정보 제공 주기는 어

떻게 할지, 이런 조정은 다 식약처에서 하셨고...”(질병관리본부, 6급 이

하, 여성, 참여자A)

감염병 관리 협업사례에서 발견된 것 중 하나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상호이익 존재 여부가 변동이 생겼고, 이것이 부처 간 의존도에도 영향

을 줘서 결구 협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 자료에 대한 의존도로

인해 질병관리본부가 협력하게 되었지만, 필요한 자료의 성격이 자동적

으로 측정되는 환경인자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균을 배양하고 검출 유

무를 확인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 대한 중요도나 정확도에 대

한 요구가 다른 자료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컸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 커지고, 업무의 조정까지도 요구되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결과물 중 하나

를 본부의 다른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길 바라면서 상호이익에 대한 영

역이 확장되었으며, 이로 인해 협력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더 원활한 협

력이 가능했다. 또한, 업무의 조정을 일으키면서 수행한 협업이 결과물과

데이터의 질을 향상 시키는 요소로 작동하였고, 이는 결국 타 기관에 대

한 신뢰도를 상승시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나 결과물 활용 가능성

이 커지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는 다른 부처와의 협력에도 영향을 미

치는 요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측정 지점 수나 시기를 쉽게 못늘

렸거든요. 근데 인제 식약처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시스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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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절기에도 똑같이 모수가 가야지, 여름하고 겨울의 비교도 되

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19년부터는 동절기에도 똑같이

확대를 해가지고 모수를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식약

처랑 해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사업을 그쪽에 맞춘거고요.”(질병관리

본부, 6급 이하, 여성, 참여자A)

“저희가 말한 건 지도에 점을 찍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거

에요. 주소만 불러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일일이 다 찍어야되고, 어

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도를 완성했더니 질병관리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오히려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제공했더니 굉장히

잘 쓰시스더라고요.”(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소, 책임연구원, 남

성, 참여자C)

“이 산출식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의견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는 수산물 종사자들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쪽 담당 사무관님이 이 시스템 만들 때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만드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알고리듬

이나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면 협의가 더 가능할 거 같아서 계속

고도화 작업 중이에요.”(질병관리본부, 5급이상, 남성, 참여자B)

협력을 하는 이유와 협력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공통된

목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기에, 협업을 통해서 중복될 수

있는 업무를 방지하였고, 한 통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의 협력 사업을 인해 업무 조정 등을 하며 자료

를 제공 및 확보하고 상호이익을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과 경험들이 곧

다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서 협력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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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향요인 4. 소통

사례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타 부처와의 협업 시 협업의 장점이기도

하면서 협력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부처 간의 관점과 언어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특히 부처 간에 협의 등의 소통을 할 때 타 부처에서 사용

하는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몇 차례 경험을 통해 점점 나아진다고 하

였고, 이러한 부처 간의 언어의 장벽을 해결하기 위해 초반에는 많은 설

명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시간과 경험이 부처 간의 협력이 더 원

활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협력했던

사업이 확장된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서는 더 원활한 협력을

할 수 있었다. 보통은 한 사업이 마무리될 때의 결과물이 제공하는 서비

스의 확대나 영역의 확장으로 인한 자료가 확대됨에 따라 협력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협력관계를 처음 맺는 경우보다 훨씬

더 협력이 용이함을 알 수 있었다.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강의를 해야 한다고 할까? 거의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해양수산부랑은 자주 일하니까 여기서 이런 용

어를 쓰면 이미 다 알거든요. 근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게 아니

었어요. 회의 때 부처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처

음에 만날 때는 설명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하고, 가시적

인 자료를 많이 준비해야해요. 저도 질병관리본부가 좀 다른 식으

로 보자라고 했을 때 이해가 안됐어요. 근데 이런건 다 진행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만나야해요.”(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

연구소, 책임연구원, 남성, 참여자C)

위와 같은 맥락에서 감염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상시감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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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 협력수준

정보공유 상 상 상

Cooperating
의사소통 하 하 중

다양한주체 중 중 상

공동의사결정 중 중 중

<표 17> 종합적 협력수준

요구된다는 것이 언급되었다. 인간감염이 발생된 경우는 이미 비상상태

이며 이때는 신속한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대응

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관심단계에서 조기 감지를 위한 감시를 시행

하고, 다양한 시각에서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 협력하여 이 단

계에서부터 소통한다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6)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의 협력수준

앞서 협업 우수사례들의 협력 수준을 살펴볼 때와 같은 방법을 적용

하여 본 사례의 협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참여 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이고 결과는 다음의 <표 17>과 같다.

‘다양한 주체’ 항목 진단 시 관련부처 모두가 참여했는지를 고려하였고,

나머지 항목에서는 두 기관만 협력을 했어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

다. 본 사례의 경우 참여 기관마다 협력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 항목은 제외하고 주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나머지 기관별로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실제로 본 사례의 협업에 있어서는 질병관리

본부의 역할이 중요했고, 실제로 업무 조정을 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업을 했지만, 협력의 요소를 3가지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낮

게 측정이 된다. 이는 본 연구에서 협력의 수준을 결정짓는 요소 3가지



- 82 -

기관 항목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 협력수준

질 병

관 리

본부

정보공유 중 중 중

Cooperating의사소통 상 중 중

공동의사결정 하 하 하

해 양

수 산

부

정보공유 상 상 상

Networking의사소통 하 하 하

공동의사결정 하 하 하

기 상

청

정보공유 상 상 상

Networking의사소통 하 하 하

공동의사결정 하 하 하

<표 18> 기관 별 협력수준

가 지속성이 있도록 구조적이거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는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협력 할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제로 가장 원활한 협력 대상일지도 모르지

만, 시간이 지나서 인력이 바뀌거나 사업의 중요도에 변화가 생길 때 얼

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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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가. 정부 부처의 권력

같은 중앙부처라 할지라도 각 부처마다 권력의 크기가 불균등하여 두

부처 이상이 관계를 맺을 때 그 사이에는 권력이 작용한 역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박천오, 2005). 한국의 경우 입법기능 등이 미약하여 실질적

인 정책조정이 행정기관의 관계 부처들 간에 주로 이루어지므로, 부처

간 상호작용과 정치관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이송호, 2001).

협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부처 간 권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 결과 중 높은 수준의 협력인 Collaborating으

로 분류된 사례들의 주무부처, 협력부처에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대부

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눈여겨 볼만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당 사례들

이 협력관계에 있어서 구조적인 요건들을 갖추어 협력의 연속성과 지속

성을 보장하며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선

행연구를 통해 박근혜 정권 당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측정된 권력을

살펴볼 수 있었다. 오재록(2018) 연구에서는 권력의 측정에 자원의 정도,

조직의 자율성,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잉여력을 권력 수준 판단 요소

로 사용하였다. 부처 간 협력에 있어서 이 요소들 모두가 영향은 있겠지

만, 그 중에서 협업 활성화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

은 자율성이다(조세현, 2014). 국가 자율성 개념이 ‘자율적 선호’와 ‘원하

는 결과의 달성능력’으로 구성되듯이, 정부부처의 권력을 의미하는 관료

제 권력에서의 자율성은 ‘관료제가 자신의 선호나 목적을 독자적으로 설

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며 ‘관료조직의 의사결정이 외부의 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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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기관명
구 조 적

자 율 성

재 정 적

자 율 성

입 법 적

자 율 성

자 율 성

지 수

1 국가정보원 99.69 100.00 25.62 87.30

2 검찰청 100.00 24.13 44.55 76.88

3 기획재정부 76.94 100.00 17.87 71.21

4 외교부 68.68 7.42 9.59 47.61

5 문화체육관광부 57.34 7.02 22.73 42.37

6 미래창조과학부 58.21 2.10 22.34 41.97

7 산업통상자원부 49.22 7.82 27.99 38.12

8 법무부 46.36 27.61 16.95 38.01

9 고용노동부 29.21 24.12 54.40 32.52

10 국방부 35.16 31.46 20.50 32.03

... ... ... ... ... ...

39 국민권익위원회 4.88 12.94 9.59 7.14

40 공정거래위원회 4.97 2.72 18.27 6.79

41 기상청 1.51 7.53 22.34 6.10

42 국가인권위원회 1.14 14.51 11.70 5.35

43 법제처 3.71 0.17 0.00 2.44

<표 19> 중앙 행정기관의 자율성 지수 (오재록, 2018)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박근혜 정권 당시 조직의 자율

성을 측정한 오재록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구조적 자율성은 대통령과의 회의, 면담, 접촉 빈도로 측정되

는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와 상임위 대비 국감일수로 측정되는 국회와

의 정치적 거리를 말한다. 재정적 자율성은 세출예산 대비 전용·이용액

의 비율인 전·이용 재량과 특수 활동비·특정업무 경비 규모로 이뤄지는

재정통제 유예를 말한다. 입법적 자율성은 규칙/법률 비율인 법률대비

법령재량을 뜻한다.

조직의 자율성만이 협력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으로 협업 전반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행정안전부는 제시된 순위에

들지 않아 알 수 없으나 법무부는 높은 자율성 지수를 가지고 있다. 하

지만 자율성 지수가 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과정에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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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만으로 파악하기

에는 무리가 있었다.

행정 기관의 권력의 크기가 부처 간 관계 설정과 의견 조정과 같은

관계적 특성에 기반한 협력의 과정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참여한 부처의

권력에 따라 해당 사업이 진행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협업의 선행요인으로 도출된 추진동력인

‘정부 추진과제 선정‘과는 연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부에서

높은 권력을 가진 정부 부처라면, 그 부처가 수행하는 정책과제에 상위

정부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이유에

서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Collaborating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정부의 지

원, 혹은 언론의 지원을 장애극복요인이나 성공요인으로 꼽은 이유도 이

와 같은 맥락일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조세현(2014)연구와 Egufluz 외(2005)의 연구에서 언급한 협업

활성화 요인 중 하나인 ‘리더십’과도 연결이 된다. 중앙 부처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은 개인의 리더십도 포함이 되지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동력이 사람과 조직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즉

리더십으로 작용하는, 일이 되게 만드는 것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일 것

이고 이는 부처 간 권력이 클수록 높아질 것이다.

나. 상호관계성과 신뢰

연구결과 감염병 위기관리를 포함한 중앙 부처 간 협력 사례에서, 해

당 부처 간 의존도는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도출이 되었는데 의

존도는 정보, 기술 등 자원에 대한 의존, 권한에 대한 의존, 비용편익으

로 인한 의존 등으로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곧 협업의 필요성을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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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유이자 장점으로 주장되는 것들인데, 이로 인해 부처 간 관계성

이 형성되고, 협업을 수행하면서 신뢰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협

력의 경험을 통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일정 정도의 관계가 형성되면 신뢰

를 바탕으로 협력이 원활해지고, 이것은 곧 시간적 소요는 있겠지만, 자

발적 협력 문화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 영역은 본 연구에서 협력의 수

준을 판단할 때 다소 낮게 평가된 면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체계가 구

축되어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주로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인력의 구성이 자주 바뀌는 특징을 가진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요소들만

을 가지고 협력을 증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분명히 협업을 위한 구조적인 것들이 갖추어지고, 권력으로 인

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호관계성과 신뢰, 그리고 협력적 문화는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고, 이것이 곧 성공적

인 협력의 결과를 낼 것이다.

다. 협업을 위한 준비작업

높은 차원의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선행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시간과 인력 등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협력

을 하다보면 기관 간 이견 등의 장벽이 생겨 시간 소요가 더 생길 것이

기 때문에 본격적인 다부처 협력이 시작하기 전에 주관부처가 사업을 위

한 준비가 아닌, 협업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협업의 진행을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높은 차원의 협력을 수행하고 있는 사례에서는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

부터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그렇다보니 기관 간 이

견이 발생되고 이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들이 있었다.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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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구들에서 부처 간 갈등을 부정적인 요소로만 보지는 않는다. 부처

간 갈등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 중 하나는 당사자들 간의 이

해를 토대로 한 대안 모색을 가능케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Lan,

1997). 본 연구에서 활용된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

으로는 언급된 것은 소통이었다. 특히 전체가 모여서 소통을 하기 보다

는 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이 나눠서 진행된 소통이 몇 사례들에서 발견되

었다. 감염병 위기관리 사례에서도 관리자급과 실무자급이 관심을 갖는

부분과 내용을 이해하는 깊이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이유

에서 면담을 한 몇 실무자들은 일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실무자들끼리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과 갈

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국무총리실·부총리실과 같은 조직과 국

무회의 등의 회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고, ‘관련부처 실무자회의’에서

조정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이성우, 1993; 박재희, 2004).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력이 센 부처의 입장이 더 큰 비중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박재희, 2004). 주관부처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협업에서 부처

간 협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소통의 채널을 미리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

라. 위기관리에서의 정보공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 속한 사례들

에서 질적 자료를 분석하여 나온 협력관계 영향요인에서는 특별한 차이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위기관리 사례들에서 발견된 공통점은 정

보공유가 전산으로든 제도로든 시스템화 되어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중, 정보공유를 위한 시스템 구

축에서 사업이 끝난 사례도 있었고, 이후의 예방 및 대비활동까지 한 사

례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통해 위기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에 있어



- 88 -

서 정보공유는 필수적인 단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단기간에 일시

적인 정보공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

드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원헬스 관점에서 위기관리가 이

루어지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예방 및 대비, 대응

및 복구의 위기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과 여러 가지 영향요

인 및 변수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원헬스 관점에서 부처

간 협력을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부터 공유가 되어야 효과를 발휘할 것이

다. 그러므로 위기관리를 위한 다부처 협력을 위해서는 정보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단계이겠다.

마. 감염병 위기관리의 특징

본 연구의 결과 각 중앙 부처마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이해도에 차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통상적으로 부처들은 고유의 정책영역을 가지

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처 간 관활권을 상호배타적으로 명확하게 설정

짓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히 오늘날 중첩적인 정책 이슈들이 증폭되기

때문에 부처 간 영역 구분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Yates, 1982). 원헬스

관점에서 감염병 관리도 이와 같은 정책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연구결

과 ‘질병’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이라고 구분 짓는 경향이 있었

고, 이에 관련해서 자발적이고 수준 높은 협력보다는 최소한으로 협조를

해줘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하여 요청할 것을 원하고 있었다. 이는 행정

기관의 소관업무 위주의 가치 전제와 상황 인식, 조직 목표에 입각한 정

보의 해석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편협성을 가지게 되는 경향으로 해

석될 수 있다(Yates, 1982).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원헬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헬스 개념과 필요성이 널리 인식되기 전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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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용하게 하기 위해 최대한 ‘감염병’이라는 용어보다는 ‘건강한 사회,

안전한 사회’와 같이 보다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부처들

에게 이질감 없이 들리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감염병 위기관리

에 있어서 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협력이 필요하다. 높은 수준의 협력이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이기 때문에, 평상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정책수행부터 협력 관계를 구

축하여야 하고, 타부처의 언어와 문화 등도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면 보

다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협력하여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 높은 수준의 협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협력의 수준을 판단하는 요소로 정보공유, 의사

소통, 다양한 주체, 공동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이

기준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선행논문을 고찰하여 도출한 협업 활성화

요인 중 구조적인 요인이 협력 수준 판단에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래서 실제로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축사업도 협력의

수준을 평가할 때에도,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력관계는

협업에 있어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변형하기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

도 원활하게 하며 협조하고 해당 업무를 순조롭게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매커니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속성, 지속성,

공식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길 때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다. 이는

협력의 수준을 결정짓는 기준을 문제 삼기보다는 사례를 들여다 볼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준으로 결정지은 협력의 수준이 낮은 협력 관

계일 경우, 일시적인 사업만을 위한 그 당시의 협력은 가능할지 모르나

협력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식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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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시스템이 필요하다. 특히 위기관리나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생각했을 때에는 협력관계의 지속성이 더 중요해진다. 부

처 간 관계가 필요한 이유는 평상 시 협력관계를 통해 위기관리 과정

중, 예방 및 대비를 하고 있다가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위해 가장 중요

한 순간인 위기 대응 과정에 그 동안 유지해 온 협력 관계의 기능을 발

휘해야하기 때문이다.

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풍부한 자료를 얻지 못했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협업 우수사례와 현재 진행 중인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

스템 구축사업을 선택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협력의 목표를 달성하였다

는 점, 장애요인이 있어도 주로 극복 가능한 장애요인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협업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양하게 살펴볼 수 없었

다. 이를 위해서 협력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를 함께 분석해 볼 필요

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기술을 바탕

으로 협업 선행요인을 도출함으로써,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어

떤 요인들이 부족했을지 유추해볼 수는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의 수준을 평가하고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위한 방

안을 제언하였는데, 협업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한 결과로서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협력이 원활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특히 높은 수준

의 협력으로 평가된 사례들이 결과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사업 추진의 혜택을 얻은 것이라면, 협력하는 과정에서

도 반드시 권력이 불균형으로 인한 특징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공

적인 업무 추진 및 진행으로서의 협력을 만족시킬지 몰라도, 실제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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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부처가 동일한 수준에서 협력관계라고 생각하는지는 해당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들어야지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한계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추후 면담 자

료를 활용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례를 비브리오 패혈증균 예측시스템 구

축이라는, 감염병 관리 중, ‘대비’에만 해당되는 사례만을 살펴봄으로써,

감염병 관리를 위한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에 대한 보완

으로 감염병 관리의 다른 과정에 있는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간의 협력으로 그 범위를 제한한 점에서도 한계

가 있겠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위기관리가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감염병 발생 현장에 가

까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중앙정부가 역할을 하기 위한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연구범위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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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se study of government

collaboration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through a

project on establishment of Vibrio

vulnificus prediction system

Jihyun Moon

Department of Public Health Science

Graduate School of Public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ince the MERS outbreak in South Korea, a weak crisis management

has been pointed out as one of the reasons for the national crisis,

and greater importance has been placed on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national crisis management including

infectious diseases. In particular, multi-department, multi-sectoral, and

multi-disciplinary managements have been emphasized since 2000

based on One Health as an academic theory.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features of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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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s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llaboration. To this end,

in this research, qualitative data which include government employees’

experiences or perceptions has been used for exploring the features

and factors.

As research data, the compilations of the best cases of

collaboration across governme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were used. Among the cases, 22 that show the

collabor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re selected

including 7 that show crisis management, were selected. Also,

in-depth interviews of 8 public officers, who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a Vibrio vulnificus prediction system, were

conducted. Thes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 thematic analysis,

and then, features of collaboration among central government

departments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deduced.

The qualitative results were follows: each ministry has a different

level of power, which had an impact on its collaboration.

Collaborations are based on dependency, and when ministries built

trust while collaborating on a project, that influenced the collaboration

as well. Also, the main ministry’s preparation for successful

collaboration relations tended to induce effective management of

conflicts,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for collaboration. In crisis

management, most cases had a data-sharing system, and in case of

infectious diseases, knowledge of the diseases and awareness about

the One Health concept impacted on the collaboration.

However, this research has limitations: unsuccessful cases have not

been investigated, and identification of how each ministry’s power



- iii -

impacts on collaboration has not been possible from the document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n addition, this

research does not cover relations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vestigates only one case of infectious disease. Nonetheless, this

research has been conducted based on participants’ descriptions and

interviews, which are applicable and empirical.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be used to develop an effective

multi-government collaboration model for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Keywords: infectious disease crisis management, multi-government

collaboration, qualitativ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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