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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현대사회의 복잡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적 협의체

에서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한 공식적 동의안이 형성(협력적 의사결정)

된 이후에 정부기관들에 의하여 어떻게 통합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협력적 행동)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행동을

위해 공식적 동의안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개별 정부기관의 과업과

관할권을 정교하게 조정하여도 일정 수준의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이 남아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존재는 정부기관들이

필요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신들의 전문화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춘 과업

영역들을 교차하여 공동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나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이론적 빈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은 협력적 의사결정의 결과물들이 어떻게 협력적 행동으로 연

결되는지에 제한적인 관심을 가진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난해한 공공 문

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인원과 협력적 행동의 구

성인원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들이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집합적 행동으로 전

환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조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조정 기제들을 통해 정부기관들이 공동으로

과업 조정을 하려는 노력들이 이들 간의 협력적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정 기제는 공식화되고 의도적인 기획을 통한

과업들과 행동들의 정렬과 조율에 초점을 맞추는 예견적 조정 기제와 참여

하는 행위자들의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적응적 조정 기제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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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 거버넌스 연구들(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은 공식적 동의안이

형성된 이후에도 반복되고 지속되는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협의와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이러한 과업 노력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기존 관료제

연구들은 계층제적 조정 기제를 통해 위로부터 정부기관들의 과업들과

행동들의 정렬이 이루어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의도적인 기획을 통한 과업들의

연계와 조율을 강조하는 예견적 조정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정부기관들이 과업들을 실제 수행하고 행동들을 조직화

하는 단계에서 정부기관 간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해 아래

로부터 정부기관들의 과업들과 행동들의 정렬들이 이루어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는 아래로부터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

능성을 높이는 적응적 조정 기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결국,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를 협력적 행동으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부기관들 사이에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을 해소

하기 위해 상호 간의 전문화된 영역들을 가로지르는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끊임없는 과업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로 구성된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구조적·기술적 특징과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의 역할에 대해 살펴봤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력적 네트

워크에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ERGM)을 통해 연구가설

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협의체 이외에도 다른 조정 기제가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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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르게 보완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효과적이었던 반면에, 2기에는 적응적 조정 기제인 이메일 상호작용 흐

름의 효과가 유효하였다. 셋째,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공식적 감독기구의

송신자·수신자 효과이든 아니면 다른 수직적 조정 기제의 활용의 효과이든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통제효과로서 살펴본 자원부존량은 자원의존이론의 예측과

달리 그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다섯째, 통제효과로서 살펴본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는 상호성 이외에 다른 원리들은 일관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의 결과를 보완하고 조정 기제들이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근원적인 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해 사례분석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례는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이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

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일자리기획단은 한편으로 일자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정부기관들을 중개하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 각 정부기관의 주요 사업들이 서로 맞물리고 연관성을 가

지도록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둘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일자리안정자금 사례는 핵심과제를 다루기 위한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험실

창업 사례는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담당 실무자 간에 주기적이고 반복

적인 의사소통(이메일, 전화)을 통해 두 기관들의 과업들과 행동들의 상호

조절이 나타남을 보여준다. 또한, 이 사례는 두 기관의 담당 실무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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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장기적인 조직 간 관계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 지식 저장고로서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할 수 있는

세 가지 이론적 함의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식적 감독기구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주요 정책 과제들이 파편화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통합적 시각

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 조정을 주도한다. 또한, 공식적 감독기구는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과업 수행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

한다. 둘째, 정부기관 간 협력의 맥락에서 수평적 협의체는 다른 예견적

조정 기제가 부재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수평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결과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과업

수행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셋째,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개인 수준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 결과들을 저장하고 촉진하는

지식 저장고를 통해서 조직 수준의 행위자 간 장기적인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

주요어 : 조정 기제, 협력적 관계, 적응적 조정, ERGM, 네트워크 분석

학  번 : 2018-38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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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 관료제는 공공 문제해결을 위한 집합적 노력을 성취하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오랜 시간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Emerson & Nabatchi,

2015a; Fukuyama, 2011). 구체적으로, 정부 관료제는 복잡한 기능 단위

들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층제의 상층부에서 공공 문제에 대

응하기 위한 집합적 목표를 빠르게 형성할 수 있다(Scott, 2008). 또한,

정부 관료제는 분업의 원리, 명령계통의 원리 등에 근거하여 그러한 목

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각 기능 단위별로 과업, 책임,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층제의 상층부는 그러한 과업, 책임, 역할에

근거하여 각 기능 단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학 분야의 많은 연구자들은 21세기에 들어서 정부 관료제가

더욱 복잡한 “난제들(wicked problems)”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지적한다(김윤권, 2014; 최태현, 2020; Emerson & Nabatchi,

2015a; Isett, Mergel, LeRoux, Mischen, & Rethemeyer, 2011;

Waardenburg, Groenleer, de Jong, & Keiser, 2020). 전세계적으로 유행

하는 코로나 문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지속에 따른 노인 돌봄 문제,

저성장의 지속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어느 하나의 기능

단위에서 완전하게 다루기 어려운 난제들의 대두는 정부 관료제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도전한다. 물론 정권의 변화와 같은 외부적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정부 기능에 대한 누적되는 수요를 반영하여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만(임도빈·이현국, 2012; 조석준·임도빈, 2016), 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정부 조직의 특성상 조직 개편은 변화의 수요를 따라

가기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난제들의 대두 속에서 정부 조직은 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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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의 관할권을 넘어서는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난제들을 다루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식적 의사결정 협의체

들이 시도되고 있다(임도빈, 2004; 조석준·임도빈, 2016;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특히 한국의 경우 이러한 문제에 대응

하고 그 과정에서 범부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을 모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들을 공식적 의사결정 협의체로서 설치하는 경향이 있다

(조석준·임도빈, 2016; 임도빈, 2004). 많은 경우 이러한 공식적 협의체에서

행위자들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들과 협의 및 숙의 과정을 거쳐서 공식적

동의안으로 이어진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Koschmann, Kuhn, & Pfarrer, 2012).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은 행

위자들의 일관성 있는 집합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권위 있는 텍스트”

로서 기능한다(Koschmann et al., 2012: 334-335). 또한, 이것은 행위자

들이 관련된 이슈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Vlaar, Van den

Bosch, & Volberda, 2006).

그러나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을 통해 만들어진 공식적 동의안이

정부기관들에 의해 어떻게 통합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기관들은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에(Jaques, 1990; Kogut & Zander,

1996; Scott, 2008), 정부기관들이 전문적이고 영역 특수적인 지식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업과 관할권을 조정하면 충분한가? 그런데 문제는

공식적 동의안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정부기관의

과업과 관할권을 효과적으로 정렬하기 쉽지 않으며 일정 수준의 과업 모

호성과 의존성이 남아 있다는 점이다(Gulati, Wohlgezogen, &

Zhelyazkov,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의 과업에만 전념

하는 것은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전문화된 경쟁력들이 교차하여 만들어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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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효과들을 활용하기 어렵게 만든다(최태현, 2020; van Wijk,

Jansen, & Lyles, 2008).

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

기관 간에 그러한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기 위하여 정부기관 간에 경계를

교차하는 업무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연결통로이다. 정부기관들은 항상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과업 의존성이나 모호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가지며 그래서 필요할 때

마다 공동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은 공식적 협의체

에서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정부기관들에 의한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관성·통합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연성·

창의성을 발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처럼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부 연구들

(김민희, 2016; 김정인·오영균, 2014; 박정호, 2016; Imperial, 2005)은 협

력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을 구분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한 업무에 대한 협조(cooperation)부터 협력적 의사결정, 협력적

행동 등이 뒤섞여서 정부기관 간 협력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둘째,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은 협력적

의사결정과 행동 간의 연결을 제한적으로만 탐색한다(Emerson &

Nabatchi, 2015a; Thomson & Perry, 2006). 이러한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

들은 다양한 부문, 경계, 관할권을 넘어서는 행위자들이 반복되고 장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간의 차이들과 갈등들을 이해하고 숙의를 발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였다(Ansell & Gash, 2008;

Innes & Booher, 1999). 그러나 난제들을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숙의의 결과로 얻은 동의나 합의가 복수의 서로 다른 조직 역량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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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조직 단위들의 복합적인 행동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셋째,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Provan & Kenis, 2008; Provan & Milward,

1995)은 집합적인 협력적 행동의 효과성 또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서

협력적 행동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주제로 다루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또는 행위자 간 협력적 관계)가

왜,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빈 공간으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를 다루기 위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

시키는 데 영향 미치는 요인들로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를 고려했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도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

더라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끊임없는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중요하게 고려한다(Gulati, et al., 2012).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기관들의 과업 조정 및 의미

형성 노력들이 중요하며(Gulati et al., 2012), 이를 촉진하는 조정 기제들이

행위자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alanni, Siddiki,

Weible, & Leach, 2015; Park, Krause, & Hawkins, 2020; Tsai, 2002).

본 연구는 다양한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 중에서 협력적 행동을 수행

하는 정부기관들 간에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기제들의

유용성에 초점을 맞춘다. 기존의 연구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식적인 조정을 강조하거나(Ansell & Gash, 2008;

Thomson & Perry, 2006) 권위를 가진 감독기구 또는 상급 기관에 의한

계층제적 조정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Imperial, 2005). 이와 달리 본 연

구는 정부기관들 간의 수평적이고 비공식적이고 일상적인 대화적 상호작

용의 흐름들이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과 협력적 행동

연구 전통 사이에 있는 이론적 간극을 메우는 이론적 함의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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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연구는 일자리 문제에서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연구의 대상

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대상의 선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는 복잡한 난제의 성격을 지니며 여러 정부기관들의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일자리 문제는 고용노동부(고용 기능), 교육부(교육

훈련 기능), 산업통상자원부(산업 수요), 중소벤처기업부(창업, 중소기업)

등에 의해 복잡하고 얽혀 있는 과업들의 조화롭고 일관된 정렬을 요구한다.

둘째, 본 연구의 논의 구성상 공식적 협의체의 존재가 필요한데, 일자리

문제의 경우 일자리위원회라는 범부처적인 공식적 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롭게 형성되었다. 셋째,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는 약 5

개월 동안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공식적 동의안 형성 이후에 정부기관

들의 과업 조정 노력과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대해 다룰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 협의체에서 공식적

동의안을 형성한 이후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발생하는 단기적 효

과와 장기적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단면적 연구설계를 채택했다. 그래서

2017년 10월 18일에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된 이후에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에 대한

이행점검이 있었던 2019년 4월 10일을 기준으로 1기와 2기를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했다. 1기는 2017년 10월 18일부터 2019년 4월 9일까지 540일

동안의 기간이고, 2기는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7월 22일까지 540일

동안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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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기

본이 되는 핵심적인 분석 방법으로 ERGM 분석을 활용했다. 즉, 예견적·

적응적 조정 기제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네트워크 추론적 통계분석 방법인

ERGM(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종속변수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이며, 이는 행위자의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 간에 형성하는 관계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활용할 경우 관찰치 독립성이라는 통계학의 기본 가정을

위배하게 된다(박현희, 2019; 이인원·이영미, 2013; Scott & Ulibarri,

2019; Siciliano, 2017; van der Pol, 2017). 그러한 점에서 행위자들 간의

의존성을 모형에 반영하는 ERGM 분석을 활용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

해서 설명변수인 예견적 조정 기제, 적응적 조정 기제를 모형에 포함할

뿐만 아니라, 자원부존량의 수신자 효과와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

(또는 구조적 효과)를 통제하였다.

둘째, ERGM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

이다. 즉,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분석한다.

ERGM 분석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간 관계의 발생

가능성이다. 그러나 행위자 간 연결이 집계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오래전부터 행위자 간 관계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미시적 수준을 거시적 수준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그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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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기술적 분석은 ERGM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자 간 관계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맥락을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위해 전체적인 구조적 특징들(밀도, 집중도, 군집화

계수 등)을 분석한 후에 공식적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네트워크 관리조직

유형으로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특징들을 가지는지 살펴본다(Koliba,

Meek, Zia, & Mills. 2018; Provan & Kenis, 2008). 특히 이러한 분석은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들의 집합적인 구조(즉, 네트워크)가 특별한

중심기관 없이 분권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특별한 중심기관을

중심으로 집권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집권화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중심기관이 공식적 감독기구인

지 아니면 공식적 권위를 가지지 않은 일반 정부기관들 중의 하나인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ERGM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사례연구를 통해 조정 기제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근원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어떤 이론적 가설이 타당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Freedman, 1991; Sutton &

Staw, 1995). 이를 통해서 조정 기제의 작동이 실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시하려고 시도

한다. 또한, 이러한 사례연구를 통해서 얻은 함의들에 기반하여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제 4 절 연구의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협력을 협조, 조정 등 다른

유사 개념들과 구분하는 한편, 여러 가지 협력과 관련된 활동들 중에서

협력적 행동을 협력적 의사결정과 구분하여 정의한다. 그 다음에는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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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

협력적 행동 연구 전통,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이론의 논의)을 정리한

이후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다룬다. 3장은 전체적인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4장

에서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 결과를

다루고, 5장에서는 그에 대한 추론적 네트워크 분석을 다루며, 6장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조정 기제가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근원적인 메커

니즘을 탐색한다. 7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정리하고 이론적·정

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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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 1 절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협력 및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개념 정의

공공기관 간 협력적 의사결정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에 앞서서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는 협력(collaboration)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1). 기존의 연구들에 따를 때 협력은 기본적으로 어느

한 행위자 혼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복수의 행

위자들이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상황을 전제한다(Bryson,

Ackerman, & Eden, 2016; Conner, 2016; Emerson & Nabatchi, 2015a;

Gray, 1985: 912). 그리고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은 다른 조직들, 다른 부

문들, 다른 관할권들로부터 온 행위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협력의 활동을

가리킨다(Emerson & Nabatchi, 2015a).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개념적

명확성을 결여한 채로 협력이라는 개념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Conner, 2016). 협력에 대한 개념적 명확성의 결여는

1) 국내 연구들에서 collaboration 개념에 대한 번역은 ‘협력’(최태현, 2020; 이인원·이영미,
2013; 오철호·고숙희, 2012; 박형준·이인원, 2009; 정문기, 2009) ‘협업’(김윤권·이경호,
2017; 박정호, 2016; 김민희, 2016; 김윤권, 2014; 김정인·오영균, 2014)이 모두 많이 활용
되고 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에서는 ‘협력’을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으로, ‘협업’을 ‘1. 많은 노동자들이 협력하여
계획적으로 노동하는 일, 2. 생산의 모든 과정을 여러 전문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여러
사람이 분담하여 일을 완성하는 노동 형태’로 정의한다. ‘collaboration’과 ‘cooperation’은
단어가 가진 기본 뜻으로도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지만, 이를 어떤 용어로 번역해도
그 의미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 ‘협력’은 collaboration이 가지는 공통의 목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 반면에, ‘협업’의 1번 의미는 collaboration과 근사하
지만 2번 의미는 분업에 가깝다. collaboration의 번역이 ‘협력’과 ‘협업’ 중에 어느 하
나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학술 용어인 collaborative governance가 거의 대부분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국내 행정학 문헌에서 번역되는 점(최태현, 2020; 정용찬·하윤상,
2019; 정문기, 2009 등 다수의 연구)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collaboration을 ‘협력’으로
번역했다.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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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이득”(Bryson et al., 2016), “협력적 역량” (Spekkink & Boons,

2016), “협력적 네트워크”(Agranoff, 2006)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완하는

용어들과 개념들을 유발하면서 전체적으로 더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여러 논의들의 초점을 불명확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여기

에서는 협력, 조정, 협조의 개념적 혼동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협력을 정의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을 중심으로 정리한 후에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협력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이러한 협력에 대한

정의가 정부기관 간 협력에 대해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를 다룬다.

1) 협력, 조정, 협조의 개념적 혼동과 구분

조직들 간에 협력(collaboration), 조정(coordination), 협조(cooperation)는

많은 문헌들에서 상호교환적으로 활용되면서 개념적 혼동과 중첩성을 발생

시켰다(Castañer & Oliveira, 2020; Keast, Brown, & Mandell, 2007). 즉,

조직들 간에 함께 일하는 것을 연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상의 세 용어

들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개를 서로 다른 의미에서 활용해왔다(Castañer

& Oliveira, 2020).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먼저 협력이 유사 개념인

조정 및 협조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세 용어들 간의

개념적 혼동과 구분을 보는 시각은 세 용어들 간의 차이가 단순히 양적인

수준의 차이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질적인 차이를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각은 협력, 조정, 협조를 상호교환 가능한 개념적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보면서 세 용어 간의 차이는 단지 양적인 수준의 차이만 있

다고 본다(김공록, 2013; 김윤권, 2021; Greer, 2001; Keast et al., 2007).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로 이러한 세 용어들이 수평적 차원에서 조직들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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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는 행동을 통해 조직들의 시스템 차원에서 통합성을 높이고 집

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높이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본다. 그래서

세 용어들은 연결의 수준이나 강도(Keast et al., 2007), 상호작용의 정도

(김공록, 2013)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러한 차이는 질적으로 구분되는 차이에

이르지는 않는다. 이러한 시각에 있는 연구들은 협조를 가장 낮은 수준의

공동 행동으로 보고, 조정을 중간 수준의 공동 행동으로 보며, 협력을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 행동으로 본다(김공록, 2013; Greer, 2001; Keast et

al., 2017)(아래의 <그림 1> 참조). 예를 들어, Keast et al.(2007)은 협조를

조직 간 관계들의 출발점 또는 기초 수준이라고 보며, 협조의 대표적인

예로 조직들 간에 단순한 정보 공유를 든다.

<그림 1> 협조, 조정, 협력의 연속체

완전히

파편화됨

완전히

연결됨
협조

(제한된 연결)

(낮은 강도)

조정

(중간 수준 연결)

(중간 수준 강도)

협력

(높은 연결)

(높은 강도)

출처: Keast et al.(2007: 12)

이러한 첫 번째 시각에 있는 연구자들은 협력의 장기적인 발현을 위한

연속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자들은 이상의 세 용어들 사

이에 가질 수 있는 질적인 차이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시간적

차원에서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협력은 장기적인 과정을 통해서

발현되기 때문에(Spekkink & Boons, 2016; Gray, 1989; Thomson &

Perry, 2006) 협력에 대한 엄격한 정의는 협력의 초기 상태를 언급하기

어렵게 만든다. 다른 한편으로, 낮은 수준의 공동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조직들 사이에 공동 행동을 하기로 한 이상 어떤 최소한의 공통 목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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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Alter, 1990: 483). 즉, 조직들 간에 낮은

수준의 공동 행동을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공통 목표에 대한 동의를

전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시각은 하나 또는 두 개의 속성의 양적인 차이로

단순하게 접근하면서 협력, 조정, 협조 간에 가지는 복잡한 개념적 혼동의

문제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세 가지 용어들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르게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모든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완전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 가지 용어들 간에 개념적 혼동과

질적인 차이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조직

간에 연결의 수준과 강도 또는 상호작용의 수준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협조는 조정 또는 협력으로 전환되는가? 어느 정도로 높은 수준일 때 협력

인가? 이러한 변화는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가?

그래서 두 번째 시각은 협력, 조정, 협조를 질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

하면서 이러한 세 용어들 간에 질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본다(Castañer &

Oliveira, 2020; Gulati et al., 2012; Mulford & Rogers, 1982). 이와 관련

하여 세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세 용어들 간의 질적인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부 연구들은 협력 및 협조와 달리 조정이 공통 목표의 설정과

같은 의사결정과 관련된다는 점을 강조한다(Alexander, 2014, 1993;

Castañer & Oliveira, 2020; Lindblom, 1965; Mulford & Rogers, 1982).

이들은 조정이 조직들의 다양한 상호의존적인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할

것인지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본다(Alexander, 2014,

1993). 그리고 이들은 조정이 그러한 행동들의 일관성 있는 배열 또는

정렬을 위해 공통 목표를 설정(Castañer & Oliveira, 2020)하거나 의사결정

규칙을 만드는 것(Mulford & Rogers, 1982)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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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력이나 협조를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공통 목표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규칙의 형성을 협조나 협력의 울타리 안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

에서 이러한 강조점은 한계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협력적 의사결정 전

통에 있는 많은 연구들은 공통 목표의 설정이나 의사결정 규칙의 형성을

행위자 간 협력의 문제로 이해한다(Ansell & Gash, 2008; Bryson,

Crosby, & Stone, 2015; Choi & Robertson, 2014; Emerson & Nabatchi,

2015a). 또한,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협조의 개념으로 다루는 많은 연구

들은 이것들을 행위자 간 협조의 문제로 논의한다(Ring & Van de Ven,

1994; Vlaar et al. 2006). 그러한 점에서 용어들 간에 구분을 하기 위해

서는 조정이 가지는 의사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일부 연구들은 조정이 과업 정렬과 관련되는 반면에, 협조는 이익

정렬과 관련된다고 주장한다(Gulati et al., 2012; Kretschmer &

Vanneste, 2017; Salvato, Reuer, & Battigalli, 2017).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협조는 행위자들이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기여와 그에 따른 보

상에 대해 동의하고 그에 따라서 공동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Gulati et al., 2012). 그래서 협조의 실패는 행위자들의 이익들에 대한

정렬이 완전하게 되지 못해 행위자들의 기회주의 행태를 통제할 수 없을

때 발생한다(Gulati et al., 2012; Kretschmer & Vanneste, 2017; Salvato

et al., 2017). 반면에,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행위자들에 대한 이익들의

완전한 정렬 상황에서도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과업을

정렬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남아있으며, 조정은 이러한 과업을 정렬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Gulati et al., 2012). 그래서 조정의 실패는 행위자들

간에 과업들과 행동들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행위자들이 그러한 과업들과

행동들 간에 연관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Gulati

et al., 2012). 이와 같이 협조와 조정 간의 구분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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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협조의 실패나 조정의 실패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으로서 일종의

우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Castañer & Oliveira,

2020; Gulati et al., 2012; Kretschmer & Vanneste, 2017).

셋째, 일부 연구들은 협력이 협조와 달리 통합적 시각과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점을 강조한다(Ansell & Gash,

2008; Gray, 1989). 협조는 대체로 각 행위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시각과

목표를 가지고 공동 행동에 참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Keast et al.,

2007; Mulford & Rogers, 1982). 반면에, 협력은 행위자들이 집합적인 공

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관할권과 경계를 넘어서는 집합적인 행

동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일하는 경우를 가리킨다(Gray, 1989;

Thomson & Perry, 2006). 앞서 살펴본 것처럼, 행위자들 간에 협조를

할 때, 공통 목표에 대한 동의가 완전히 부재할 수는 없으며, 공통 목표의

존재 유무만으로는 두 용어를 구분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기업들 사이에

기술 개발 콘소시엄을 형성할 때, 기업들은 공통 목표(기술의 공동 개발,

실패의 위험 공유)와 개별 목표(상대방의 지식 획득, 기술 복제, 시장에서

지위 강화 등)를 모두 가진다(Castañer & Oliveira, 2020). 그래서

Castañer와 Oliveira(2020)는 협력의 개념적 고유성이 공통 목표의 존재

여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통 목표에 대한 통합적 시각 하에서 행위

자들 상호 간에 개별적인 목표와 접근도 함께 고려하는 데 있다고 주장

한다.

나아가서 일부 연구는 협조와 협력 간에 함께 일하는 방식에서의 차이에

주목한다(Keast et al., 2007). 다시 말해, 협조는 행위자들이 기존에 자신

들이 가진 작동방식을 활용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면, 협력은

기존의 작동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면서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킨다(Keast et al., 2007). 협력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Ans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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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그러한 점에서 협력은 난제

들의 해결을 위해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전문화된 영역에서 기존의 방식에

함몰되는 “능숙함의 덫”(Levitt & March, 1988)을 이겨내고 관할권과 경

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다(Carlile, 2004).

본 연구는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세 가지 용어들 간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에 유의하여 협력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어

지는 내용에서 협력에 대한 정의를 세부적으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

에서는 조정과 협조에 대한 정의와 함께 논의를 정리하려고 한다.

먼저, 조정은 행위자들 사이에 분업과 과업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들의 행동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하고 맞물리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한 점에서 조정은

행위자들의 행동에 선행하여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래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조정 기제

들을 협력이나 협조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Park et al., 2020; Tsai, 2002; Willem & Buelens, 2007).

다음으로 협조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개별 목표, 접근, 이익을 가지고

기존의 자신들의 작동방식으로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가리

킨다. 그러한 점에서 행위자들이 협조하기 위해 공통 목표나 공통 이익을

인식할 수도 있지만, 개별 목표, 접근, 이익, 기존의 작동방식을 초월하여

함께 일하는 것을 모색하지는 않는다.

2) 협력에 대한 협의의 정의 vs 광의의 정의

협력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기존 문헌은 협의의 개념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와 광의의 개념 정의를 활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의 포괄성의 차이는 협력을 활용하는 연구의 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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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을 반영한다.

먼저 협의의 개념 정의는 협력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징들을 식별하는

것을 통해 공공 문제 해결방식으로서 협력이 가지는 본질적 가치에 대한

함의를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Amsler, 2016). 다시 말해, 협력 연구자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유발하는 협력에 대한 요구와 필요의 적시성을

넘어서서 협력이라는 개념이 갖는 규범성을 탐구하였다. 협력 연구자들이

협력의 개념을 협의로 정의할 때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기존 문헌들에 따르면, 협력을 개념 정의할 때는 무엇보다도 개별

목표를 넘어서는 ‘공통 목표’를 가지는 점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윤권,

2014; 최태현, 2020;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Gray, 1989; Thomson, 2001; Thomson & Perry, 2006). 협조

(cooperation)의 경우에는 협력과 달리 어떤 공통의 목표를 전제하지 않

으며, 각 행위자가 자기 자신의 개별적인 목표를 추구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호 간에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Thomson & Perry,

2006). 이 경우에 자원과 정보의 교환 행위는 행위자들 간에 자신의 개별

적인 목표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행동의 산물이다.

물론 이러한 협조의 결과로 자신의 개별적인 목표를 넘어서는 의도하지

않은 추가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Thomson & Perry, 2006). 예를

들어, 반복 상황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행동에 대한 공유된 기대(Lewicki, Tomlinson, &

Gillespie, 2006)나 외부효과의 발생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협력을

말할 때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고 달성하려는

행위자들의 어느 정도의 의도를 포함한다.

둘째, 협력을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할 때는 협력이 공유된 규범과 이해를

형성하는 장기적인 과정임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Ansell & G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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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merson et al., 2012; Innes & Booher, 1999; Gray, 1985;

Thomson & Perry, 2006). 예를 들어, Thomson(2001)은 협력이란 “자율

적인 행위자들이 공식적·비공식적 협의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과정이고,

행위자들을 묶는 이슈들에서 행동하고 결정하는 방법들과 관계들을 통치

하는 규칙들과 구조들을 공동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협력은 공유된 규범

들과 상호 유익한 상호작용들을 포함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협력이 관련 행위자들이 단순하게 공통의 목표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협력을 지속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 행위자들이 준수하고

이해해야 하는 공유된 규범들을 가짐을 가리킨다. Emerson과

Nabatchi(2015a)는 이러한 공유된 규범들 또는 원칙들의 예로 모든 참여자

들의 접근들과 지식에 대한 정보를 받는 공개적이고 포괄적인 의사소통을

제시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Gray(1989)는 협력이 더욱 장기적이고 통합된

과정임을 강조한다. 즉, 어떤 문제의 다른 측면들을 보는 당사자들이 자

신들의 차이들을 건설적으로 탐색하고,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신들의

차이를 건설적으로 탐색하며, 자신들의 제한된 비전을 넘어서는 해결책을

탐색하고, 해결책을 공동으로 집행하는 더욱 장기적인 통합된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상호 간에 차이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정보와 공감대를 가지는 것을 공유된 이해라고 보면서, 협력은 이와 같은

공유된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Ansell

& Gash(2008)를 참고할 것). 또한, 이러한 공유된 규범과 이해의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에 있는 연구자들은 협력을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Emerson & Nabatchi, 2015a; Gray, 1989).

셋째, 협력은 상호의존적인 행위자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Ansell & Gash, 2008; Imperial, 2005; Provan & Kenis, 2007; Thomson &

Perry, 2006). 협력을 논의할 때 ‘자율적인 행위자’를 포함하는 것은 행위자

들이 협력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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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는 의미다. ‘상호의존적인’ 행위자들이 ‘자율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칫 형용 모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행위자들 간에 상호의존적이

라는 것의 의미는 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행위

자들 상호 간에 가지는 의존성을 어느 정도 내포함을 가리킨다. 그러나

협력을 논의할 때 자율적인 행위자는 협력을 통한 공동의 활동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의 강압이나 강제적인 권위 또는 권력 행사에 의하지

않은 협력의 가능성을 전제한다(최태현, 2020).

반면에, 협력을 광범위하게 보는 시각에서는 협력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김윤권·이경호, 2017; 김정인·오영균,

2014; Bryson et al., 2016; Conner, 2016; Imperial, 2005). 이러한 맥락에서

Bryson과 그의 동료들(2016)은 간단하게 협력을 “협력하는 조직들이 별개로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함께 달성하는 방식”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 비슷

하게, Conner(2016)는 협력이란 “단일한 조직 혼자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계된 둘 이상의 행위자들 간에 공동의 활용”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협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시도들은 협력에 대한

엄격한 정의가 협력의 분석 대상을 좁게 만드는 것에 대한 우려를 포함

하고 있다(Spekkink & Boons, 2016). 즉, 협력을 장기적이고 반복적이며

순환적이고 공유된 목표 나아가서 공유된 규범과 이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협력의 시작에 대해 논의하기 어렵게 만든다(Spekkink &

Boons, 2016). 처음에 공유된 목표나 공통의 목표를 형성하지 않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자들이 반복적인 대화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면서 신뢰를 형성하고 비로소 공통의 목표를 가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 어느 시점까지 (협력이 아닌) 협조이고 어느 시점부터는 협력

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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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분석적으로 협력이 지향하는 상태와 실제 상태 간에 괴리가 항시

존재한다는 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협력의 연구 대상에서

각 행위자가 완전하게 자율적인 상황에 있기보다는 자원의 부존 상태,

제도적 배열들에 따라서 다른 의존성 관계를 가지면서도 장기적인 관계의

개선을 목표로 협력에 참여할 수도 있다.

3) 본 연구에서의 협력 및 협력적 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협력을 “단일한 행위자에 의하여 기존의 업무 수행방식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각 행위자가 공통의 문제와

목표를 고려하여 자신의 관할권, 경계를 넘어서서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동 활동들”로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는 협력을 얘기할 때 어느 행동

무대 또는 수준에서(예를 들어, 대통령 직속 위원회 본위원회가 되었든,

정부기관 간의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는 수준에서든) 어떤 활동에 대해서

(의사결정, 행동) 논의하든지 최소한 관할권, 경계를 넘어서는 활동(업무

협조와 구분됨)을 전제한다. 또한, 협력의 정의에 ‘공통의 문제와 목표를

고려’한다는 점을 포함함으로써 본 연구는 각각의 행위자가 자신의 개별

적인 시각에 따라서 개별적이고 특수한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넘어서는 것을 협력으로 본다. 다시 말해, 여기에서는

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공통의 문제 인식과 공통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활동들(예를 들어, 정책 결정(또는 계획 수립)과 관련된 활

동들, 정책 집행(또는 행동)과 관련된 활동들)에 대하여 의견, 자원, 과업

등을 조율하고 정렬하는 것을 협력의 정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한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앞서 정리한 협력에 대한 협의와 광의의 정의 중

에서 협의의 정의를 따른다. 협력에 대한 광의의 정의는 초기 발현 단계에

있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협력을 연구 대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준



20

다는 점에서 유용하다(Spekkink & Boons, 2016). 그러나 이러한 광의의

정의는 협력이 협조와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점에서 협력의 범위를 모호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협력에 대한 연구

들이 오랫동안 개념적 명확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여겨질 필요가 있으며(최태현, 2020; Bartels & Turnbull, 2020;

Thomson & Perry, 2006), 그래서 본 연구는 협력에 대한 협의의 정의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 중에서도 협력적 행동을 별도로 개념 정의함으로써

논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한다. 앞서 정의한 협력에 포함되는 다양한

활동들은 행위자들 사이에 협력이 그래서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말하기

어렵게 만든다. 나아가 심지어 일부 연구들(김민희, 2016; 김정인·오영균,

2014; 박정호, 2016)은 협력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협조와 협력을 구분

하지 않아 협력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를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는 협력을 협력의 목표, 행위자 특성, 상호

작용 특징, 협력의 결과를 고려하여 협력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행동으로

나눈다(<표 1> 참조). 먼저, 협력적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협력 활동이다. 첫째, 협력적 의사결정은 관련된 행위자들과 이해관계자

들이 상호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태현, 2020;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그러한 점에서 협

력적 의사결정은 협력에 있어서 대안 형성이나 계획 수립과 같은 정책

결정의 요소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협력적 의사결정은 협의체에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대화를 통해 숙의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한다(Choi & Robertson, 2014).

둘째, 협력적 의사결정은 한 장소에 집합적으로 모여 있는 개인 수준의

행위자들에 초점을 맞춘다(Emerson et al., 2012; Emerson & Nabat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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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a; Innes & Booher, 1999; Koschmann et al., 2012; Ring & Van de

Ven, 1994). 관련 조직들이나 집단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인 회의체

(예를 들어, 각종 상임위원회 등)에 모여서 하는 대화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춘다.

<표 1> 협력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행동 구분

구분 협력적 의사결정 협력적 행동

목표

관련 행위자들 및 이해관계자

들이 상호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학습하는 것을 통한

상호호혜적 대안 창출

상호호혜적인 대안의 효과적인

수행

행위자들

특성
개인 수준 행위자들 조직 수준 행위자들

상호작용

특징

특정한 장소(예를 들어, 정기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대면적인

상호작용

특정한 장소를 전제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

관련 행위자들이 집합적으로

모이는 것 전제함

관련 행위자들이 필요시 개별적

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모임

협력

결과

절차적 결정(회의 운영 절차)과

실질적 결정(타겟 목표 설정,

공유된 행동 이론 형성 등)

공동 과업 수행(산출 생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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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협력적 의사결정의 결과는 절차적 결정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실질적 결정의 형태를 띨 수도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절차적

결정은 정기적인 회의체 또는 협의체의 운영 절차에 대한 것(회의 의제들,

회의 진행순서의 변화 등)을 가리킨다. 실질적 결정은 행동으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동의 또는 합의에 대한 것이며, 이러한 동의 및 합

의는 타겟 목표(target goals)와 공유된 행동 이론(shared action theory)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실질적 결정은 Elinor Ostrom(2007, 1998)의 제도

분석 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에서 의사결정을 행동

규칙의 형성으로 보는 것과 유사하다.

반면에, 협력적 행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협력 활동이다. 첫째,

협력적 행동의 목표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형성된 상호호혜적인 대안의

효과적인 수행이다(Emerson & Nabatchi, 2015a). 의사결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들은 의사결정 그 자체로 바로 산출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업

으로 전환되고 그러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통해 산출물로 이어진다.

따라서 협력적 행동의 관심사는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결정된 것이 어떻게

과업 수행으로 이어지는지이다.

둘째, 협력적 행동은 조직 수준의 행위자들 간의 문제이며 특정한 회의

장소에 집합적으로 모이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즉,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한 장소에 모여서 대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대표들이 결정을 한 이후에,

이러한 대표들이 소속된 조직들 및 집단들은 자신들의 행동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행동을 수행한다(Emerson & Nabatchi,

2015a; Koschmann et al., 2012). 그러한 행동은 항상 협력적이고 집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만일 행위자들 간에 의사결정 내용이나

규칙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면, 행위자들은 협력적이고 집합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Ostrom, 2007).

특히 정부기관의 행동은 각 정부기관별 과업, 기능이 세분화되는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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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때 더욱 협력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유홍림·윤상오,

2006; 임도빈, 2001; 조석준·임도빈, 2016; Kogut & Zander, 1996; Scott,

2008). 최고 수준의 기구(또는 협의체)에서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한 대안

들이 각 정부기관의 세부 과업들로 정리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은 결국

자신의 세부 과업에 초점을 맞추기 쉽다. 나아가 각 정부기관은 그러한

세부 과업과 관련되는 오랜 시간 발전시켜 온 관습, 루틴, 사업/정책 프로

그램들, 대상 집단들을 갖기 때문에 자신의 세부 과업을 넘어서는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기 쉽지 않다(Kogut & Zander, 1996).

셋째, 협력적 행동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행위자들(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의 경계를 넘어서서 공동 과업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은 각 정부기관이 자신의

개별 과업, 루틴, 사업/정책 프로그램 등의 경계를 넘어서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활동들을 가리킨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협력을 단일한 행위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공통의 문제와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

하는 경계를 교차하는 공동의 활동들로 정의한다. 그리고 협력의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협력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4) 정부기관 간 협력의 개념적 특수성과 보편성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은 협력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논의하든 협력적

행동의 관점에서 논의하든 자율성을 가진 공공기관-민간기관 간에 또는

민간기관 간에 경계를 교차하는 공동의 활동들로서 주로 논의된다

(Ansell & Gash, 2008; Bryson et al., 2015; Imperial, 2004; Thomson &

Perry, 2006). 이러한 부문을 교차하여 존재하는 행위자들은 지식, 자원

등에 있어서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도 협력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24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계층제의 원리가 작동

하는 정부기관들에게 협력에 참여할지 선택할 자율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협력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많은 국내 연구들(김동욱·성욱준, 2010; 김상봉·이상길, 2007; 김영평·

신신우, 1991; 임현정, 2017; 주재복·홍성만, 2001)이 특히 이러한 정부기관

간의 관계를 논의할 때 ‘조정’2)이라는 개념을 활용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다루는 여러 국내 연구들(김민희,

2016; 김정인·오영균, 2014; 박순애·박치성, 2008; 박정호, 2016)이 광의의

범위의 협력을 활용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간의 협력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협력의 본래적 의미를 담은 협의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적실한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정부기관 간 협력 개념의 적실성에 대한 의문들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기관이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경계를 가

진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의 군집

으로 이루어진 집합체로서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기능적 특성을 가진 행

위자들로 구성되는 복잡한 배열을 구성한다(Provan & Milward, 2001).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는 끊임없는 협의와 조정, 조율을 거쳐서

자기조직화하면서 효과적인 배열로 발전한다. 이와 달리, 정부기관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그리고 정부의 조직 설계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기능적 배열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정부기관 간 협력보다는 정부기관 간 기능 또는 정책에 대한

2) 여기에서 조정은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 그리고 앞서 협력,
조정, 협조 간의 개념적 혼동과 구분을 다룰 때 살펴본 ‘조정’과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 국내 연구들은 정부관료제에서의 조정을 논의할 때 과업
모호성이나 중복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며, 그래서 이러한 모호성이나 중복성은
해소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된다(김민희 2016; 박정호 2016; 김정인·오영균 2014; 박
순애․박치성 200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조정 기제로서 ‘조정’은 과업 모호성이나 중
복성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Gulati et
al. 2012). 그래서 조정 기제는 상황에 따라서 과업 모호성이나 중복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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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라는 개념이 많이 활용되었으며(임현정, 2017; Lam, 2005), 이때

조정은 정부기관의 관할권과 경계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으로 활용

되었다(김동욱·성욱준, 2010; 김상봉·이상길, 2007; 김영평·신신우, 1991;

유홍림·윤상오, 2006; 임현정, 2017; 주재복·홍성만, 2001). 다시 말해, 조정

이라는 개념은 정부기관 사이에 정책 또는 기능상 관할권 또는 경계의

중첩성과 모호성을 가지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러한 중첩성과

모호성을 해소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임현정(2017)은 정부기관

간 조정을 “정부 정책이나 프로그램에서 가외성, 비일관성, 공백이 최소

화된 상태”로 정의한다. 다른 많은 연구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정부기관

간의 조정을 이해하면서 관할권 또는 경계의 명확한 정의가 정부기관 간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다(김상봉·이상길, 2007; 김

영평·신신우, 1991; 유홍림·윤상오, 2006; 정정길, 1988; 정정화, 2003). 그

래서 관계부처회의, 국무회의 등 행정부에서 사용 가능한 조정 기제에

대한 연구들은 이러한 기제를 통해 정부기관들의 이견을 줄여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이송호, 2003a; 전영한·윤영근·윤주철,

2012).

그러나 정부기관들의 관할권과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는 오늘날

난해한 성격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 특히 관할권의 조정

문제들이 기후 문제(윤경준·김정해·조성한·이혜영, 2010; 임현정, 2017),

새로 등장하는 산업 또는 기술(김동욱·성욱준, 2010; 김상봉·이상길,

2007; 유홍림·윤상오, 2006) 등의 난제들에 대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할권을 명확히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정부기관들 간의 과업 모

호성과 의존성은 끊임없는 조정을 필요로 하며(Gulati et al., 2012), 이러한

상황에서 문제해결을 촉진하는 창의성과 혁신은 많은 경우 경계의 접점

에서 이루어진다는 점(김윤권·오시영, 2020; 최태현, 2020; Carlile, 2004)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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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들이 기능적 전문화의 영역을 가지는 것은 의도

적인 조직 설계에 기인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들은 그렇게 설정된 전문

화의 경계를 넘어서서 협력하는 활동을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자율성을 가진다. 정부기관들은 자신의 관할권을 가지며 때때로 자신들의

관할권 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쟁한다(김동욱·성욱준, 2010; 유홍림·

윤상오, 2006). 이러한 정부기관들이 상호 간의 관할권의 중복성과 의존

성을 인정하고 협력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김윤권·오시영,

2020; 김윤권·이경호, 2017). 그래서 정부기관 간에 존재하는 과업 모호

성과 의존성을 해소하는 통합의 원리는 보통 기관을 병합시키는 방식(김

동욱·성욱준, 2010)으로 달성된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통합의 원리를 이식

하는 방식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정부기관들이 상호 간에 협력적 활동을

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할권을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기 때문에 기관 간에 경계를 교차

하는 협력을 해야할 의무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일부 국내

연구들은 특히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 간의 관계가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박천오, 2005; 이창길, 2006).

정리하면, 정부기관 간 협력은 전문화의 원리에 기반하여 의도적으로

관할권이 정의되는 측면에서 특수성을 가지지만, 정부기관들이 상호 간에

협력에 참여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가지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어떤 경우에 왜 정부기관들이 그러한

협력에 참여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2.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들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학문 분야들 및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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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로질러서 논의되어왔다. 이러한 논의의 흐름들은 여러 다양한 방식

으로 정리하여 논의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에서는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와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것이다.

1) 이론적 배경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적실성

행정학, 정책학 분야에서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다루는 가장 대표적인

논의의 흐름은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이다.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는 상당히 일상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용어를

활용하여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의 과정들, 결과들, 조건들에 대하여 탐구

해왔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기관 간 협력은 각 정부기관의 관할권과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지만, 통상적인 협력적 거버

넌스 문헌에서 가정하는 거버넌스 배열과 다른 형태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통상

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라고 부르는 연구들은 대체로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계가 흐릿해지면서 발생하는 통치 배열의 변화를 전제한다(최태현,

2020; Ansell & Gash, 2008; Bingham, Nabatchi, & O’Leary, 2005;

Provan & Kennis, 2007; Stoker, 1998).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와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기관 간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논의 사이에 형태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논의의 발전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들이 정부

기관 간에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여전히 중요한 이론적

배경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첫째,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흐름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경계를 교차하는 부문 간 협력의 하나의 형태로 논의에 반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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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들을 포함한다(김윤권·이경호, 2017; 오철호·고숙희, 2012;

Emerson et al., 2012; Emerson & Nabatchi, 2015a; Moynihan, 2009;

Park et al., 2020; Waardenburg et al., 2020). 예를 들어, Waardenburg와

그의 동료들(2020)은 네덜란드에서 커뮤니티에 스며들고 있는 범죄 문제

들을 다루기 위하여 검찰 기관, 지역 경찰기관들, 국세 기관, 지방정부의

관련 기관 등의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협력체를 협력적 거버넌스의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Emerson과 Nabatchi(2015a) 역시 플로리다 남부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미 의회에 의해 만들어진 에버글레이드(Everglades)

복원 태스크포스나 멕시코의 지방 지하수 관리 사례에서 정부기관 간 협

력적 의사결정의 문제를 협력적 거버넌스에 포함시켰다. 또한, Eugene

Bardach의 연구들(2001, 1998)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발전을 다룬 연구

로서 협력 과정이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여러 가지 연속사건들을 통해

나아간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은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둘째,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서 정부기관들이 공식적인 역할을 맡거나

협력을 주도한다는 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요 연구결과들 중에 하나라는

점에서(Ansell & Gash, 2008; Spekkink & Boons, 2016) 전형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에서 정부기관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정부기관들(또는 공무원들)은 때로는 서로 다른 협력 프로젝트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Spekkink & Boons, 2016), 때로는 권위를 가진

공식적인 포럼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며, 때로는 협력체를 지속하게 하는

자금제공자의 역할을 한다(Milward, Provan, Fish, Isett, & Huang,

2010; Park & Rethemeyer, 2014).

셋째,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일한 또는 복수의 정부기관들이 결국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된 많은 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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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ll & Gash, 2008; Innes & Booher, 1999; Koschmann et al., 2012)은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예외적으로 Emerson과 Nabatchi(2015a)는 협력적 행동이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협력체들의 참여자들 및 이들이 대표하는

조직들에 의해서 혹은 협력체 그 자체에 의해서, 또는 별도의 독립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만일 협력적

행동이 복수의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 어떤 다이내믹스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특히 협력적 의사결정이 전형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말하는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러한

의사결정을 실행하는 협력적 행동은 실행 역량을 갖춘 정부기관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현실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는 행정학 분야에서 서로 다른

행위자들이 경계를 교차하여 이루어지는 협력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서 정부기관 간 협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이론적 논의들을

풍부하게 제시한다. 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이 전형적으로

상정하는 문제 상황들과 조건들의 차이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국

정부기관 간 협력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로부터 유용한 이론적 자

산을 얻을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는 두 가지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간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 논의는 이론적 배경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는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공식적 협의체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최태현, 2020). 본 연구는 정부기관 간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의 논의를

다루면서 협력적 거버넌스 논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 이러한 다른 부분들에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서 ‘개별 변종(species)’이 아니라 ‘집합 유형(genus)’을 탐색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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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자들(Ansell & Gash, 2008; Emerson et al.,

2012; Emerson & Nabatchi, 2015a)의 조언을 따라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공식적 협력체의 분석을 통한 이론적 명제들의 도출을 모색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은 여러 방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

하지만, 대체로 두 가지 연구 흐름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다. 하나는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들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들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연구

흐름에 대해 살펴보겠다.

2)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및

지속적인 대화, 상호작용 속에서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특히 이러한 연구 전통은 서로 간의 차이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을 통한

이슈에 대한 숙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숙의 민주주의 연구자들의

오랜 고민을 반영하고 있다. 숙의 민주주의 연구자들은 행위자들이 겪는

선택적 노출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Fishkin, 2011; Mutz &

Martin, 2001), 이는 특히 유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는

‘유유상종’ 현상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한 점에서 일부 협력 연구자들은 협력이 합의 형성을 포함한다는

점을 강조한다(Ansell & Gash, 2008; Choi & Robertson, 2014; Innes &

Booher, 1999; Thomson & Perry, 2006). 이때 합의는 의사결정이 다수결

이나 권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의견 존중 및

장기적 동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Thomson & Perry,

2006). 합의를 협력적 의사결정의 기본 규칙으로 볼 것인지에 있어서는

시각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협력의 핵심으로서 합의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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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중요한 기본 규칙으로 고려하는 반면에(Ansell & Gash, 2008;

Innes & Booher, 1999),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합의를 공통 목표 형성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보기도 한다. 나아가 협력적 의사

결정들은 여러 종류의 세부 결정들로 나누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Emerson & Nabatchi, 2015a), 세부 결정별로 어떤 의사결정 규칙을 선

택할 것인지는 중요한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력적 의사결정 규칙으로서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있어서 시각

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합의가 가지는 특성들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자

들의 연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

통의 초기 연구에 해당하는 Innes와 Booher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 간에 대화와 공동 학습에 기반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개념은 합의 형성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인식

론적 그리고 윤리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이것은 만일 특정한 조건들

이 대화에의 포럼과 대화의 수행을 위하여 충족된다면, 합의적 조건들은

중요한 의미에서 합리적일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다.”(Innes &

Booher, 1999: 413)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합의 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공유된 이해를 가질 수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공유된 이해는 행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어떤

상태로 놓을 것인지에 대해 통합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생각이다(최태현,

2020; Ansell & Gash, 2008; Park et al., 2020; Waardenburg et al.,

2019). 구체적으로, 공유된 이해는 행위자들이 집합적으로 형성하는 “공통

목표”, “공통 기반”, “명확하고 전략적인 방향”(Ansell & Gas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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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또는 “일련의 공유된 가치들 또는 목표들의 집합”(Emerson &

Nabatchi, 2015a: 66)일 수 있다. 이러한 공유된 이해를 통해서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효과적이면서도 규범적인 대안에 합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러한 논의에

깔려 있다.

한편, 일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들은 협력적 과정의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선형적인 발전의 흐름에 대해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Susskind &

Cruikshank, 2006). 이들은 사전 협의 단계, 협의 단계, 집행 단계 등의

순서로 나누면서 교착상태를 벗어나서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진행 단계

별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합의 형성을 위한

조건들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를 들어, Innes와

Booher(1999)는 ‘이해관계자들이 똑같은 정보를 받고’, ‘청취되고’, ‘존중

받고’, ‘균등한 권력’을 가진다면 합의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제시

한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자들은 한 번의 합의를 통해

난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통해서 신뢰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집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최태현, 2020; Amsler, 2016;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Thomson & Perry, 2006). 이러한 공감대

형성은 자연스럽게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어떤 개념적 프레임워크로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이는 이러한 공감대 속에서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을 강조하는 사례연구들은 일반화하기 어려운

사례 특수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깊게 관련된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강조하는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협력적 과정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Bryson et al. 2015; Emerson &

Nabatchi, 2015a; Ulibarri & Scott, 2017). 첫째, 협력적 과정은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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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행태적 상호작용들을 포함한다. 이때의

행태적 상호작용들은 행위자들 간에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들을 포함

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식적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면대면 대화와 토론

등의 공식적 상호작용을 강조한다(Ansell & Gash, 2008; Choi &

Robertson, 2014; Ulibarri & Scott, 2017). 이들은 비공식적 상호작용의

기회들이 참여자들의 불균등한 권력관계에 따라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대화와 토론을 형식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공식적 상호

작용을 강조한다(Ansell & Gash, 2008). 이와 달리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행위자들 간에 비공식적인 만남, 대화, 의견교환, 지식 공유의 기회를 강조

한다(Ring & Van de Ven, 1994; Tortoriello & Krackhardt, 2010). 이들은

이러한 비공식적인 상호작용들을 통해 더 많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 지식, 공통 기반, 상호이해를 형성하기 용이하다는 점을 강조

한다(Ring & Van de Ven, 1994; Tortoriello & Krackhardt, 2010).

나아가 행위자들의 행태적 상호작용 차원에 대하여 논의할 때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의사결정 규칙들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Innes & Booher, 1999). 예를 들어,

Emerson과 Nabatchi(2015a: 58-63)는 이러한 행태적 상호작용들이 ‘원칙에

기반할 것’을 강조한다. 이들은 이와 같은 원칙에 기반한 관여의 과정이

다양한 조직들과 구성원들 간에 차이들을 표면화하고 상호 간에 가진 긴장

들을 인정하고 다루기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행위자

들이 행태적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호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공통 지식과 공통 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공통의 의사

결정 규칙들을 필요로 함을 시사한다.

둘째, 협력적 과정은 행위자들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포함

한다. 여기에서 협력적 관계는 행위자들 간의 신뢰를 중요한 요소로 한다.

대부분의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들(Ansell & Gash, 2008; Bry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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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merson & Nabatchi, 2015a; Thomson & Perry, 2006)은 신뢰를

반복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이때 신뢰는 한편

으로 많은 경우 행위자들이 서로 잘 알게 되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고 믿을만하다고 느끼는 것을 가리킬 수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신뢰는 행위자들이 집합적 정체성과 동일

시를 통해 느끼는 보다 장기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관계를 가리킬 수도 있다3)

(Conner, 2016; Ring & Van de Ven, 1994; Thomson & Perry, 2006).

또한, 협력적 관계는 신뢰 외에도 협력적 과정에 대한 헌신을 중요한 요

소로 한다. 이는 행위자들이 협력적 과정의 중요성 또는 정당성을 상호

간에 인식하고 공유하는 관계적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셋째, 협력적 과정은 세 번째 차원으로서 공동 행동을 위한 역량을 포함

한다. 이는 협력적 과정이 오로지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통합적이고 상호호혜적인 대안의 발전과

공동 행동의 수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가리킨다

(Emerson & Nabatchi, 2015a; Thomson & Perry, 2006). 협력적 과정을

통한 산출물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산출물에 그친다면, 행위자들이 협력에

참여할 유인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Emerson & Nabatchi, 2015a). 이 경우

협력적 과정은 의사결정의 외부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그러한 과정에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키는 적응적 흡수(cooptation)를 활용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Choi & Robertson, 2014). 또한, 협력적 과정을 통한 산출물이

의미 있는 산출물이 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된 내용이 협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공유된 행동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Emerson et al., 2012; Emerson & Nabatchi, 2015a). 이러한 공유된 행동

이론은 참여자들이 타겟 목표들과 집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으로

3) 신뢰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다. 이와 관련하여 잘 정리된 연구로 Lewicki과 Tomlinson, Gillespie(2006)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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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공유된 아이디어다(Emerson & Nabatchi, 2015a,

pp.63-64).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적 과정의 세 가지 차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이고 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먼저 행위자들 간의

행태적 상호작용들은 상호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신뢰하는 협력적 관계로 연결될 수 있는 점에서 첫 번째 차원과 두 번째

차원은 긴밀하게 연결된다(Emerson & Nabatchi, 2015a; Ring & Van

de Ven, 1994). 그리고 이상의 두 가지 차원은 행위자들이 공유된 이해를

형성하고 통합적인 시각을 반영한 상호호혜적인 대안에 동의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세 번째 차원에 영향 미친다(Emerson & Nabatchi, 2015a). 마

지막으로 세 번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들은 일종의 중간 결과

로서 이어지는 행태적 상호작용들과 협력적 관계들에 영향 미칠 수 있다

(Ansell & Gash, 2008).

이상에서 살펴본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이 규범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과

과정적 특징들에 대한 중요한 연구 성과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와 같은 협력적 의사결정이 어떻게 협력적 행동으로 전환되

는지를 빈 공간으로 남겨 놓는 경향이 있다. 이에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과 함께 발전하였으며 협력적 행동과 관련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춘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3)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

서비스 전달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들에 대한 연구들은 서비스 전달

기관들의 네트워크들을 통한 협력적 집행 또는 서비스 전달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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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관리를 강조한다. 여기에서 협력적 네트워크란 커뮤니티에서의

서비스 전달과 같은 공통 목표의 성취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연결된 세 개

이상의 조직들의 집합을 의미한다(Provan, Fish, & Sydow, 2007). 따라서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종종 공식적으로 형성되고, 목표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미국적인 맥락에서) 정부기관들은 공공서비스의

자금제공자이지만 이러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전달은 1-2단계를 거쳐서

영리·비영리 기관들에 의하여 위임·위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Park &

Rethemeyer, 2014; Provan, Fish, & Sydow, 2007; Provan & Milward,

1995). 이때 대상이 되는 서비스로는 교육 서비스(Park & Rethemeyer,

2014), 정신건강 서비스(Milward et al., 2009; Provan & Milward, 1995),

사회복지서비스(이주헌·박치성, 2010)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협력적 네트

워크들은 서비스 전달 기관들의 집행 네트워크의 성격을 가지는 점에서

네트워크 구성원들의 범위가 좁고 구체적이다.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에서는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집합적 성과를

보는 것을 강조하며 이를 네트워크 효과성의 개념으로 소개한다(Provan &

Milward, 1995; Provan & Kenis, 2007). 이들은 경영학과 조직사회학에서

행위자들 간의 양자 관계(dyads)와 개별 행위자의 자기중심적 네트워크

(egocentric network)를 보는 것과 달리(Kilduff & Tsai, 2003), 전체 행

위자들의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를 보는 것을 강조한다(Brass,

Galaskiewicz, Greve, & Tsai, 2003; Provan & Kenis, 2007). 전자의 경우

에는 네트워크의 결과로서 개인 또는 조직 수준에서의 성과, 지식 이전,

혁신 등을 다루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성과인

효과성을 다룬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특성(예를 들어, 규모,

자원 부존 등)과 행위자 간 연결의 특성(업무 흐름, 자원교환, 비공식적

우정 관계 등)을 선행요인으로 고려한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네트

워크의 구조적 특성(예를 들어,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 집중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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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요인으로 고려한다.

협력적 네트워크 전통은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효과성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Provan et al., 2007; Provan &

Milward, 2001). 예를 들어, Provan과 Milward(2001: 415-421)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수준에서 효과성 분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 수준은

커뮤니티 수준이다. 이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네트워크가 할 수 있는 기여

들로 커뮤니티의 사회적 자본 형성, 종합적인 고객 복지 향상 등을 고려

한다. 두 번째 수준은 네트워크 수준이다. 이는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자

체의 발전에 대한 것이며, 네트워크 규모 확장, 네트워크가 다루는 서비

스의 종류와 질 향상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발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세 번째 수준은 조직/참여자 수준이다. 이는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의

생존 가능성 증대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보며, 그래서 참여 조직이 정당성

이나 자원 획득 가능성이 증가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된다. 나아가 Provan과

Milward(2001: 423)는 이러한 세 가지 효과성 수준이 서로 연결되어있으며

공공부문 네트워크의 특성상 커뮤니티 수준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림 2> 협력적 네트워크 논의에서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

자치 거버넌스 선도 조직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리조직

거버넌스

출처: Milward & Provan(20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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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키면서 Provan과 Kenis(2007)는 협력적 네트워크의

기능작동이 이루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중심으로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구분하였다(<그림 2> 참조). 첫 번째 유형은 공유된 거버넌스(shared

governance) 또는 자치 거버넌스(self-governed governance)다. 이 유형은

상대적으로 동등한 기초를 가지고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서 분권화

된 형태의 통치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행위자들이 공유된 권위를 집합적

으로 보유하면서 의사결정들과 네트워크 활동들을 함께 관리한다.

두 번째 유형은 선도 조직 거버넌스(lead organization governance)이다.

이 유형은 공유된 거버넌스 유형과 비교하여 참여하는 행위자들 중에 좀

더 큰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선도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이는

특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중에 단일하고 강력한 구매자나 자금

제공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발생하기 쉽다. 선도 조직에 의해 핵심적인

의사결정들과 네트워크 수준 활동들이 조정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형은 네트워크 관리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거버넌스 유형이다. 이 유형에서는 별도의 관리적 독립체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설립된다. 공식화된 네트워크 관리조직의 존재는

네트워크 정당성을 높이고, 복잡한 네트워크 수준 문제들과 이슈들을 전

문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

Provan과 동료 연구자들(Milward et al., 2009; Provan & Kenis, 2007)은

이와 같은 세 가지 거버넌스 유형이 조건부 상황 요인들과 정합성을 가질

때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조건부 상황 요인들로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신뢰의 밀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수’, ‘네트워크 수준 역량에 대한 요구 정도’, ‘네트

워크 수준 목표 합의의 수준’ 등을 제시하였다(Provan & Kenis, 2007)

(<표 2> 참조). 예를 들어, 공유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신뢰가 네트워크

참여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공유되고’, ‘참여자의 수가 적고’, ‘네트워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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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합의 수준이 높으며’, ‘네트워크 수준 역량에 대한 요구 정도가 낮은’

경우에 조건부 상황 요인들의 정합성이 높아서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표 2>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태들의 효과성의 핵심 예측요인들

거버넌스
형태들

신뢰 참여자들의 수 목표 합의
네트워크 수준
역량들에 대한

요구

공유된
거버넌스

높은 밀도 적음 높음 낮음

선도 조직
거버넌스

낮은 밀도,
매우 집중된

보통 약간 낮음 보통

네트워크
관리조직
거버넌스

보통 수준의
밀도

보통 ~ 많음 약간 높음 높음

출처: Provan & Kenis(2007: 237)

한편, Provan과 동료 연구자들은 네트워크의 진화에 대해 논의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참여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네트워크 수준 역량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공유된 거버넌스가 네트워크 관리조직 거버넌스로 변화

하는 현상에 대해 관찰한다(Provan & Kennis, 2007: 247). 이에 따라 후속

연구들은 네트워크 관리조직이 비영리 부문에 속하는지 아니면 영리 부문에

속하는지에 따라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Milward et al., 2009). 비영리조직들도 영리조직과 유사하게 행동하도록

동형화 압력을 받기 때문에, 네트워크 관리조직이 어떤 부문에 속하는지가

전체적인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

하였다.

또한,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자들은 효과적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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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위하여 협력적 행동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연결들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Milward et al.,

2011; Provan et al., 2007). 행위자들 사이에 가지는 어떤 종류의 연결은

이러한 행위자들 사이에 다른 종류의 연결들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식적인 파트너십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분권화된 형태로 된 Pima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행위자들 간에 고객 소개, 정보 공유 등 비공식적 연결

들이 증가한다. 반면에, ValueOptions이라는 네트워크 관리조직을 중심

으로 공식적인 파트너십이 집중화된 형태로 된 Maricopa 네트워크는 행

위자들 간에 불확실성 감소로 고객 소개, 정보 공유 등 비공식적인 연결이

감소하였다(Milward et al., 2009).

이러한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은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간에 협력적인 관계들과 그에 따른 성과와 관련된 유용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이번에는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

통과 달리 공공서비스 전달에 대한 의사결정들(즉, 어떤 공공서비스를 어떤

대상에게 왜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두 연구 전통에서 강조하는 사항들을 존중하면서 협력적 의사결정이

협력적 행동과 연결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들을 다룰 것이다. 그에 앞서

(협력적 의사결정에서든 협력적 행동에서든) 협력적 관계들에 대한 논의를

보강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의 논의를

살펴본다.

4)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의 논의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초기 조직 이론에 영향 미친 오픈시스템(open

system)에 대한 논의는 각 조직의 경계가 개방적이고 느슨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직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루었다(Scott,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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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er & Glynn, 2006). 1970년대 이전에 Weber, Simon 등 전통적인 조직

이론가들이 조직을 논의할 때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 닫힌 시스템(closed

system)으로서 다루었던 반면에, 1970년대 이후에 조직 이론들은 각각의

조직을 외부적인 환경에 대한 오픈시스템으로 다룬다(Scott, 2008). 이러한

시각에서 개별적인 조직은 다른 조직들에 대한 외부적 환경이 되며, 조

직들 간의 상호작용은 각 조직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 간에 관계를 변화

시킨다. 조직은 서로에 대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구조와

관리 형태가 공유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다른 조직의 동형화를

유발한다(‘사회학적 제도주의 이론’). 또한, 조직들 간에 상호의존을 유발

하는 자원을 보유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권력을 가져다주고 상대방에게는

의존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자원의존 이론’)(Park & Rethemeyer, 2014;

Pfeffer & Salancik, 2003).

조직 간 관계에 대한 논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Brass et al., 2003; Kilduff & Tsai, 2003). 첫 번째 유형은 어떤 조직 내에

있는 하위 조직 단위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다. 이러한 하위 조직 단위는

어떤 조직의 부서들, 비즈니스 단위들(예를 들어, 판매 소매점들), 자회사

들을 포함한다(Brass et al., 2003). 하위 조직 단위들 간의 관계는 그러한

조직 내에서의 복잡하고 암묵적인 지식 이전(Hansen, 1999), 정보나 지식,

자원 공유(Tsai, 2002)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한편, 이 유형에 있는 관계들을 논의하는 연구자들은 하위 조직 단위들과

개인들의 이원성(duality)에 대해 강조한다. 즉, 하위 조직 단위들의 리더들

간에 가지는 개인적 관계들의 특성은 하위 조직 단위들 간의 관계와 같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 관계들의 특성은 하위 조직 단위들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하위 조직 단위들의 리더들이 혈연, 학연, 취미

또는 관심사 등에 따른 개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되어있다면,

이들의 긴밀한 관계는 하위 조직 단위들 간의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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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Brass et al., 2003; Knoke, 2001). 또한, 하위 조직 단위들 간 상호

작용은 그러한 단위들의 특성들(예를 들어, 규모, 자원 부존 등)과 함께

그 조직에서 하위 조직 단위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루틴들과

통제 메커니즘들이 영향 미칠 수 있다(Brass et al., 2003).

두 번째 유형은 (하위 조직 단위들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조직들 사이에 형성되는 조직 간 관계와 관련된다. 이 유형의 연구들은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거버넌스 네트워크’(Isett et al., 2011;

Koliba et al., 2018), ‘협력적 네트워크’(Milward et al., 2010; Provan &

Kenis, 2007)로 부르는 연구들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경영학과 조직사회학

에서는 또한 비즈니스 기업들 간에 협동 관계들의 형성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구체적으로 기업들 간에 파트너십의 형성(예를 들어,

합작 투자들, 전략적 동맹들, 공동 프로그램 형성, 콘소시엄 등)이 기업들의

생존, 성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Brass et

al., 2003; Poldony & Page, 1998).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과 관련하여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이론이 기여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들 간 관계에 구조적인 조직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Kilduff & Tsai, 2003). 이러한 구조적인 조직화하는 효과의

대표적인 예가 상호성(reciprocity)과 이행성(transitivity)이다. 사회심리학을

배경으로 하는 균형 이론(balance theory)은 사람들이 상호 간에 균형 잡힌

관계를 선호한다는 명제를 기반으로 한다(Kilduff & Tsai, 2003).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 대해 감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라면,

B라는 사람도 A라는 사람에 대한 감정적 지원의 보답을 제공하는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이것이 ‘상호성’의 개념). 또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친구이고 B라는 사람이 C와 친구라면, 이때 A는 C와 친구로 지낼 압력을

받게 된다(이것이 ‘이행성’의 개념). 균형 이론에 따르면, 개인들 간의 관계

에서 상호성과 이행성은 이러한 관계의 불균형이 야기할 수 있는 심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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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함을 기반으로 한다(Kilduff & Tsai, 2003).

이와 같은 상호성과 이행성의 구조적 효과는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조직

간 관계들에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Brass et

al., 2003; DeLaat, 1997; Kilduff & Tsai, 2003; Ring & Van de Ven,

1992). 어떤 조직은 다른 조직과 일방적인 관계(즉, 일방적인 도움을 제공

하는)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 조직은 다른 조직과의 관계를 선택하

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직의 상호적인 관계에 대한 의사와 함께

그러한 의사를 실현할 역량을 가지는지를 고려한다(DeLaat, 1997; Ring

& Van de Ven, 1992). 또한, 서로 연결되지 않은 두 조직에 대해 긴밀한

연결을 가진 행위자가 이 두 조직 간의 연결을 발생시키는 매개자로 행동

한다는 연구 결과는 조직들 간에도 이행성의 효과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Uzzi, 1996: 679). 정리하면, 이처럼 조직 간에 있는 균형 상태에 대한 압

력을 부여하는 의존성은 자기조직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이미

형성된 관계에 대하여 배태성(embeddedness)을 발생시킨다(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파당(clique)’에 대한 논의를 참고할 것).

둘째,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과 관련하여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동종성(homophily)의 원리(또는 유유상종의 원리)의 작동을 강조한다. 기업

간 관계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히 유사한 지위를 가진 기업들 간에 협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한다(Chung, Sing & Lee, 2000; Ring &

Van de Ven, 1992).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조직 간 관계들을 다룰 때 동

종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이 있다(이인원·이영미, 2013; 이인원, 2012;

Feiock, Lee, & Park, 2012; Lee, Feiock, & Lee, 2011). 동종성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유유상종의 원리’에 따라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행위

자들 간에 어울리는 현상을 강조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동종성이 더 높은

수준의 신뢰를 촉진하는 것을 돕고, 동일한 정책 선호들, 목표들, 가치들을

공유함에 따라서 협동적 관계를 촉진하고 거래비용을 낮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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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r,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지방정부 간의 동종성으로 공유된 경제적

조건, 인구 규모, 인종 분포, 지역적 근접성을 고려한다.

정리하면, 조직 간 관계의 문헌들은 본 연구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데

몇 가지 중요한 공헌을 한다. 첫째, 조직 간 관계의 문헌에서의 이원성

개념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과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 간의

차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

에서 다루는 숙의를 가능하게 하는 의사결정 조건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로 개인 수준의 행위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반면에,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에서 다루는 효과적인 행동을 위한 조건들은 대체로 조직 수준의

행위자들에 대한 설명이다. 따라서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형성하는 행위

자들 간의 신뢰 관계는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간의 신뢰 관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두 가지 측면(관계의 구조적 효과, 동종성의 원리)에 있어서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해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에서든 협력적 행동에서든) 협력적 관계들이 어떻게 발생

하는지를 설명하는 유력한 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5) 소결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두 가지 연구 전통을 살펴본 후에,

두 가지 연구 전통이 각각 협력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행동 중 어느 하나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주목한다(아래의 <그림 3> 참조). 일부 연구자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의 연구 전통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Emerson & Nabatchi, 2015a; Emerson & Nabatchi,

2015b; Ulibarri,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결

정된 내용들이 어떻게 협력적 행동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 빈 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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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 놓고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조직 수준 행위자들)이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개인 수준

행위자들)과 같지 않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앞의 <표 1> 참조).

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행동이 협력적 의사결정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개인 수준의 조직 대표들이 자신이

속한 조직의 개별적 시각과 공식적 협의체의 통합적 시각 간에 브릿지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대표들이 소속 조직들을 적절

하게 대표하는지는 중요하다(Isett et al., 2011; Schneider, 2015;

Waardenburg et al., 2019).

그런데 이러한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자들 간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 수준 행위자인지 또는 조직

수준 행위자인지를 넘어서는 차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주목받지 않은

이유는 많은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Bryson et al., 2015; Spekkink &

Boons, 2016; Thomson & Perry, 2006)이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이 다르지 않은 상황을 전제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 같은 전제의 기원은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 전통에 영향을 미친 경

영학에서의 조직 간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대표적으로 Ring과 Van de

Ven(1994)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경영학에서의 조직 간 파트너십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협력에 따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조직

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때문에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이 근본적으로 괴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와 달리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들에서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

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 간에는 중요하고 분명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Imperial, 2005). 구체적으로, 공공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의체는 비록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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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 없지만 의사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들의 대표들을 포함할 수 있다(Ansell & Gash, 2008). 그리고 협력적 의사

결정에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들이 때로는 권력이나 자원의 부족

속에서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의 의견과 시각을 표출하도록 하는 것은 숙

의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 중요하다(Ansell & Gash, 2008; Choi &

Robertson, 2014). 대신에 이 경우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 간에 간극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반대로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들이 구성되는 경우 집행

능력이 없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시각이 체계적으로 배제되고 효율성과

효과성의 논리가 의사결정의 지배적인 원리가 될 수 있다. 결국, 협력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행위자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 사이에 차이를

이해하고 묶어주는 기제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협력적 행동을 협력적 의사결정과

연결하는 조정 기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러한 이론적 공백의 영역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반복된 상호작용을 거쳐서 그 결과물로서

공식적인 동의안이 채택된 이후의 협력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협력

적 의사결정을 통해 공식적인 동의안이 채택되는 경우 이러한 동의안은

관련된 행위자들의 동의를 얻고, 자원들을 모으고, 집합적 행위주체성을

형성하며, 일관성 있는 집합적 행동을 이끌 수 있는 “권위 있는 텍스트”

로서 기능한다(Koschmann et al.: 334-335). 또한,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은

관련된 행위자들이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추가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하는 기준을 제공하며, 이는 결국 집합적이고 통합적인 행동을 안내하는

정보와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Vlaar et al., 2006).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수준의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을 내포하기 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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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를 다룰 것이다.

<그림 3>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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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대한 논의

1.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협력적 행동은 협력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의도적인

노력들이다(Emerson et al., 2012; Emerson & Nabatchi, 2015a). 즉, 협력적

의사결정은 그 자체로 기대하는 결과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

행동들을 통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Koontz &

Thomas, 2006). 그러나 협력적 행동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Emerson & Nabatchi, 2015a; Koontz &

Thomas, 2006).

일부 연구자들은 협력적 의사결정을 실현하는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단일한 별도의 공식적 조직을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Imperial,

2005). 그리고 일부 다른 연구자들은 새롭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지는 못

하더라도 어떤 단일한 조직이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제시

한다(Emerson & Nabatchi, 2015). 예를 들어, Emerson과 Nabatchi

(2015a)는 애리조나 주의 Tucson 시에 위치한 공군기지의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에서 결정된 동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공군

기지가 단일한 조직으로서 협력적 행동으로 수행함을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단일한 공식적 조직에 의한 협력적 행동을 강조하는 것은

그동안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많은 연구자들이 협력적 의사

결정에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집합적으로 결정된 합의와 동의가 일

관성 있게 집행되는 데 초점을 맞춘 것과 관련된다(Ansell & Gash,

2008; Imperial, 2006). 이러한 시각은 협력적 의사결정에서의 통합화 동

인에 강조점을 두면서 협력적 행동을 결정된 사항의 수동적인 집행으로

전제하는 것이다. 단일한 조직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 단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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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 경우 복수 행위자들이

함께 과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협력의 비용들(예를 들어,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 거래비용, 감독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김윤권·이경호 2017;

Ring & Van de Ven, 1994).

그러나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어떤 단일한 조직이 협력적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는 매우 어렵다.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과 전문성은 복수의

행위자들에게 분산되어 있으며, 행위자들 간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상호

작용들을 통해 혁신이 발생한다(최태현, 2020; Carlile, 2004; Tortoriello &

Krackhardt, 2010; van Wijk et al., 2008). 각 행위자는 자신에게 특화된

영역 특수 지식을 발전시키면서 전문화된 경쟁력을 형성한다(Tortoriello &

Krackhardt, 2010; van Wijk et al., 2008; Carlile, 2004). 따라서 다양한

전문화된 경쟁력을 가진 행위자들이 협력적 행동을 수행할 때 난제들의

해결을 위한 집합적인 역량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 복수의 행위자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복수의 행위자

들이 과업 조정을 통해 배정된 자신의 과업에 개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복수의 행위자들이 경계를 넘어서는 공동 과업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특히 복수의 정부기관들이 협력적 행동을 수행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슈는 더욱 중요한데, 정부기관들은 분업을 통한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서 구조화되고 조직화되기 때문이다4)(Jaques,

1990; Kogut & Zander, 1996; Scott, 2008). 따라서 협력적 의사결정에서

공식적 동의안을 형성할 때 정부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할권과 과업을 정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다.

4) 이러한 논의는 기업의 경우에도 개별 부서들이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구성되는 점에
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보통 어떤 조직 내의 조직 단위들(units)
간의 전문화와 분업, 그리고 이들 간의 경계를 교차하는 지식 이전 등의 이슈로 논의
한다(Tortoriello & Krackhardt, 2010; Tsai, 2002; van Wijk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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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관련 정부기관은 전문화된 업무역량과 지식을 활용하여 효과적

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과업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해 전문화의 이점을 더욱 살릴 수 있다(Kogut & Zander,

1996).

그러나 문제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들의 관할권과

과업을 정렬하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들을 모호한 채

남겨 놓기 쉽다는 점이다(Gulati et al., 2012). 그래서 공동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정부기관들 간에 행동들이 일관성 있게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맞물리도록 정렬하는 것은 “지능적이고, 활기차고, 끊임없이 지속되는 조

직화된 노력들”을 필요로 한다(Gulati et al., 2012: 7). 또한, 정부기관들은

전문화된 영역들에서 자신들만의 특수한 용어, 지식, 절차 등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의 행동들을 조정하려는 조직화된 노력들은 이러한 사

일로들(silos)을 가로지를 수 있는 특별한 의사소통 기술들을 필요로 한다

(Carlile, 2004; Gulati et al., 2012).

따라서 정부기관들의 전문화의 원리의 이점은 정부기관들 간에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적 행동에 대한 연결을 가질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기관들의 전문화된 경쟁력들은 경계를 교차하면서 이루어

지는 조정과 학습의 다이내믹스를 통해 집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높일

수 있다(van Wijk et al., 2008). 왜냐하면 이러한 다이내믹스는 영역 특수

지식들이 각 행위자의 사일로들 안에서만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를

가로질러서 새로운 접합들과 조합들을 자극하기 때문이다(Kogut &

Zander, 1996; van Wijk et al., 2008).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경계를 가로

지르는 지식 관리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대부분의 혁신이 전문화된 영역들

간에 경계들에서 일어난다는 명제를 기본적으로 전제한다(최태현, 2020;

Carlile, 2004; Tortoriello & Krackhardt, 2010; Tsai, 2002).

그렇다면 협력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적 행동에 있어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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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 간에 협력적 관계는 필요시 자신들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다. 이러한 연결통로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기관들은 협력적 행동을 위해 항상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들은 과업 의존성이나 모호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 공동 과업 수행을 모색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기관들은 협력적 행동을

위해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할 공통의 인식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띨 수

있다. 첫째, 행위자 간 협력적 관계는 두 행위자가 상호 간에 공통의 과업

목표와 과업 의존성을 인식하고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의 과

업을 돕는 연결일 수 있다(<그림 4>의 (a)). 둘째, 행위자 간 협력적 관

계는 어느 한 행위자(<그림 4>의 (b)에서 행위자 C)가 공동 과업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그림 4>의 (b)에서

행위자 D)의 과업을 지지하고 도움을 주는 연결일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에는 전자의 경우와 달리 행위자 간 관계가 비록 상호적이지는 않지만

행위자들이 개별 과업, 시각을 넘어서서 과업 수행을 이루어간다는 점에서

협력적 행동의 성격을 분명하게 가진다. 이는 자신의 개별 과업, 시각 하

에서 다른 행위자의 과업 중 일부 자신과 관련된 일을 단순하게 도와주는

협조와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련 예산의 지출을 기획재정부에 알리는 것은 각 기관의 개별 과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협조에 해당한다. 즉,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고용

노동부의 과업에 대한 이해 없이 관련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만을 검토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협력적 행동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자가 자신의 개별 과업의 시각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의 과업을 공동

으로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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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행위자 간 협력적 관계의 도식화

(a) 행위자 간 상호적인 협력적 관계
(b) 행위자 간 비상호적인 협력적

관계

본 연구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무엇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복잡하고

난해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개별적 시각을 넘어서서 통합적 시각을

가지고 행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즉, 사악하고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최고 수준의 협의체에서 협력적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범정부적인 통합적 시각을 고려한다. 그러나 각 정부기관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통해 동의한 내용들을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단계에서도 그러한

통합적 시각을 이어서 가질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존재는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의 지속적인 존재 속에서 두

정부기관들이 통합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공동 과업 수행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어떤 구조적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크다. 분석 대상

으로서 행위자들 간의 관계(또는 연결)는 두 행위자 간에 의무적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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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의 충족 및 조합에

따라서 출현하는 경우에 의미가 크다(Kilduff & Tsai, 2003; Scott &

Ulibarri, 2019). 다시 말해, 네트워크 방법론은 두 행위자 사이에 관계가

당연하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하지 않으며, 만일 그러한 성격을 내재하고

있다면 분석 대상으로서 중요성이나 함의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기존의

행정학과 정책학 분야에서 네트워크 연구들(Milward et al.(2009), Park &

Ruthemeyer(2014) 등 다수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함)이 민간-정부기관

간 공식적 관계들의 형성에 집중한 이유는 이들 간에 공식적인 파트너십

(MOU)이 당연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들 간의 관계

들은 계약이나 MOU 체결을 통해서 비로소 그러한 공식적 관계가 형성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이러한 관계는 갱신 또는 소멸을 통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기관 간 공식적 관계들은 그러한 공식적 파트너십을 당연

하게 전제하는 점에서 분석 대상으로서 의미가 작다5). 방법론적인 측면

에서 여기에서 정의하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기관 간 공식적

관계들보다) 출현하거나 출현하지 않을 수 있는 연결로서 분석 대상으로

서의 가치가 크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출현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

펴본다.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정 기제들

5) 물론 정부기관들 간에도 필요에 따라 MOU를 체결하며, 이는 정부부처들 간에도 마찬
가지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부 보도자료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
교통부가 MOU를 체결한 내용에 대한 것도 있다(｢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택공급,
도시재생, 창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서｣,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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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출현 또는 형성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발표되는 공식적 동의안은 행위자들이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지향과 함께

행동하고 의사소통하도록 이끄는 상호텍스트적인(intertextual) 맥락을 구성

한다(Koschmann et al., 2012; Vlaar et al., 2006).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의 상호텍스트적 맥락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잘못된 해석과 이해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줄여주고 일관성 있는 해석과 이해를 제공하는 설명

들을 형성하도록 돕는다(Vlaar et al., 2006).

그러나 공식적 동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정부기관들은 상당한 수준의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 놓여있으며 함께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추가적인 과업 조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조정을

“행위자들 사이에 분업과 과업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들의 행

동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서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하고 맞물리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조정은

행위자들의 행동에 선행하여 행위자들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의미와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리고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어떤 부분을 개별 과업으로 진행하고 어떤 부분을

공동 과업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단이다(Alexander, 2014).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 간의 과업 조정의 자발성과 의도성을 기준으로

예견적 조정 기제와 적응적 조정 기제로 구분된다(Alexander, 2014,

1993; Mulford & Rogers, 1982). 먼저, 예견적 조정 기제는 다양한 행위자

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하고 맞물리게 하는 데 있어서 공식화

되고 의도적인 기획에 초점을 맞춘다(Alexander, 2014, 1993; Thompson,

1961). 그래서 예견적 조정 기제는 사전적이고 예견적인 기획을 통해 과업

들과 행동들을 정렬하고 조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Alexander, 2014).

또한, 예견적 조정 기제는 과업들의 공식화·표준화, 업무의 범위와 미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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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Alexander, 2014).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조정 기제들은 기획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어지는 행동들에 대하여 어떻게 통제할지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Alexander, 2014; Lindblom, 1965). 그러한 점에서

권위를 가진 중심기관이 이러한 조정 기제의 작동을 주도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중심 기관에 의하여 공통 목표가 하향식

으로 주어질 수도 있다(Mulford & Rogers, 1982).

다음으로, 적응적 조정 기제는 참여하는 행위자들이 비공식적이고 자발

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조절(mutual adjustment)에 초점을 맞춘다

(Alexander, 2014; Lindblom, 1965; Mulford & Rogers, 1982). 예견적 조정

기제가 사전적인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달리, 적응적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 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기반한다. 행위자들이

자율적인 단위로서 과업 조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상호 간의 행동들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직화할 수 있다(Mulford & Rogers, 1982).

그러한 점에서 적응적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 간에 공통 목표가 위로부터

주어진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Mulford & Rogers, 1982), 행위자들 간에

아래에서부터 과업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조금씩 조절하는 것을

강조한다(Lindblom, 1965; Mulford & Rogers, 1982).

이하에서는 예견적 조정 기제와 적응적 조정 기제의 세부 유형들을 정리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기제의 세부 유형들의 내용에 기초하여 연구

가설들을 제시할 것이다.

1) 예견적 조정 기제

(1)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협의체는 공식적 동의안이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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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이후에도 반복적인 협의와 토론을 통해서 남아 있는 과업 모호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조정 기제로 작동한다(Bryson et al., 2015; Emerson &

Nabatchi, 2015a; Koschmann et al., 2012; Thomson & Perry, 2006;

Vlaar et al., 2006).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들은 협력적

과정이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순환을 통해 학습하고 적응하는 것을 강조

한다(최태현, 2020; 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이는 반복적인 협의와 숙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공식적 동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한 협의와 숙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행동

들에서 발생하는 마찰들과 충돌들을 반영하여 다시 협의와 숙의를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가짐을 의미한다(Emerson & Nabatchi, 2015a).

그래서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들은 공식적 협의체에서

공식적 동의안을 형성한 이후에 공식적 협의체가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들의 의미와 설명을 제공한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대부분의

과업 조정 문제는 단기적인 일회성의 결정으로 해소되지 않는다(Gulati

et al., 2012). 따라서 관련된 행위자들이 상호 간에 과업 의존성을 인식

하고 단순히 과업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공동의

과업 수행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공식적 협의체

에서 이루어지는 주기적인 회의와 협의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제공

하며 나아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이해들을 발전

시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가설1 :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

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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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통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2) 계층제적 조정 기제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권위를 가진 감독기구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부 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작동 기제이다(Park et al.,

2020; Tsai, 2002). 정부기관들이 구체적인 기능과 전문화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전형적인 정부 관료제 관리적 세팅 하에서 정부기관들이 개별

과업과 기능을 넘어서서 정부기관 간에 집합적인 행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김윤권·오시영, 2020; 조석준·임도빈, 2016; Park

et al., 2020; Willem & Buelens, 2007). 무엇보다도, 상급 기관과 하급

기관 간의 수직적 의사소통은 비교적 활발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지만, 동등한 기관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임도빈,

2001). 이로 인하여 조직 내에서 구조적·기능적 파편화가 발생할 수 있다

(Park et al., 2020; Willem & Buelens, 2007). 이러한 상황에서 예견적

조정 기제로서 권위를 가진 감독기구 또는 상급기관은 각 정부기관이 자

신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행동하도록 관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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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공식적 감독기구의 역할 도식화

(a) 공식적 감독기구와 정부기관 간에
양자 관계(dyads) (공식적 감독기구가
협력적 관계의 송신자인 경우)

(b) 공식적 감독기구와 두 정부기관
간 삼자 관계(triads) (공식적 감독기
구가 협력적 관계의 송신자인 경우)

(c) 공식적 감독기구와 정부기관 간에
양자 관계(dyads) (공식적 감독기구가
협력적 관계의 수신자인 경우)

(d) 공식적 감독기구와 두 정부기관
간 삼자 관계(triads) (공식적 감독기
구가 협력적 관계의 수신자인 경우)

먼저, 상위 수준의 의사결정 협의체에서(본 연구의 경우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이루어진 협력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인 공식적 동의안의 준수를

감독하기 위하여, 이러한 협의체는 공식적인 감독기구를 형성할 수 있다

(Emerson & Nabatchi, 2015a; Imperial, 2005; Milward et al., 2009;

Provan & Kenis, 2008).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 감독기구(본 연구의 경우

에는 일자리기획단)는 법에 의해 또는 공식적 권위를 가진 기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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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에 의해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행위자들 간 협력적 행동에 관여할

수 있다(Park et al., 2020). 특히 한국에서 공식적 감독기구는 정부기관의

일종이므로 ‘조직 법률주의’에 따라(조석준·임도빈, 2016: 48-49) 감독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권한위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 감독기구의 역할은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들이

통합적 시각에서 행동하도록 감독하는 것이다(Alexander, 2014; Mulford &

Rodgers, 1982; Park et al., 2020). 정부기관들은 자신의 개별 과업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파편화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 자신의 기관 이익에

초점을 맞추면서 기회주의적 행태를 할 수도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식적

감독기구는 정부기관들이 파편화된 시각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이 기회주의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관여할 수 있다(Alexander,

201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식적 감독기구는 개별 정부기관에게 통합적

시각을 부여하는 업무 관여를 함으로써 개별 정부기관과 함께 협력적 행

동을 할 수 있다(<그림 6>의 (a)). 그런데 이러한 공식적 감독기구가 둘

이상의 정부기관에 대해 같이 통합적 시각을 부여하는 업무 관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둘 이상의 정부기관 간에도 협력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그림 6>의 (b)).

한편, 공식적 감독기구는 개별 정부기관이 가지는 숨겨진 정보나 행동

들을 모두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통합적 시각을 가지도록 하는 명령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Lam, 2005). 그래서 공식적 감독기구는 개별 정부기관이

자신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공식적 감독기구의 과업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그림 6>의 (c)). 이 경우에도 공식적 감독기구가

복수의 정부기관들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간접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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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2-1 : 공식적 감독기구가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다음으로 계층제적 조정 기제로서 공식적 협의체 이외의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식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은 관심을 가진

이슈의 해결을 위해 보통 복수의 협의체에서 중첩적인 멤버십을 가진다

(Ansell & Gash, 2008; Scott & Thomas, 2017). 특히 정부는 때때로 동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공통의 상급기관이 유사한 정부기관 구성원들과 함께 중첩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체들에서 그러한 이슈들을 다룰 가능성이 크다(Zahariadis, 2007).

상급기관들이 참여하는 다른 수직적 협의체들에서 정부기관들이 공동의

안건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관할권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직 칸막이들의 문제들을 심화시키고

정부기관들 간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지적한다(Park et al.,

2020; Tsai, 2002).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수직적 협의체들이 통합적인

시각에서 위로부터 상호의존적인 행동들을 조율하고 정렬할 수 있으며

(Alexander, 2014; Mulford & Rogers, 1982),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 간에

공동 과업 조정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 기회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다만, 수직적 협의체의 특성상 정부기관들 간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상급기관의 직접적인 관여에 의하여 영향받을 수 있고 상급기관에 의한

전반적인 맥락에 대한 정의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Park et al., 2020).

이러한 수직적 협의체에 참여하는 리더들이 관련 이슈와 의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 이에 대한 문제정의, 접근 방법 등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의미

제공을 할 수 있다(Maitlis & Christianson, 2014; Maitlis, 2005).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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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제공에 특정 정부기관 간의 과업의존성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경우

이것은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 미칠 수 있다.

가설2-2 : 다른 수직적 협의체들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 7>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통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3) 수평적 조정 기제

예견적 조정 기제로서 수평적 조정 기제는 상급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대등한 정부기관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효과와 관련된다. 일부 연구들은 행위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수평적 협의체들을 비공식적인 성격을 가진 적

응적 조정 기제로서 중요하게 다룬다(예를 들어, Calanni et al., 2014;

Park et al., 2020). 정부기관 간의 수평적 협의체들은 공공-영리-비영리

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자기조직화하며 만드는 수평적 협의체들과 유사

하면서도 다른 특성을 가진다. 즉, 한국의 경우 여러 공공 이슈들을 다루기

위하여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등 제도화된 수평적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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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있고, 필요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들이 자기조직화하는 관계장관회

의나 관계차관회의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전영한 외, 2012; 이송호,

2007). 또한,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에 대한 국내 연구들은 수직적인 국무

회의보다 수평적인 관계부처회의가 정부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

이라고 주장한다(이송호, 2007, 2003a; 전영한 외).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정부기관 간 과업 조정의 문제로서 수평적 조정 기제를 예견적

조정 기제의 하나로 분류하였다.

수평적 협의체는 전문화된 영역들을 가진 정부기관 간에 수평적인 의사

소통들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Tsai, 2002). 공식적인 위계적 구조는 이러한

전문화된 기관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조정하는 유용한 방식이지만

(Jaques, 1990; Scott, 2008),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권위를 가진 상급기관을

중심으로 의사소통 구조가 중앙집중화되는 특징을 가진다(Tsai, 2002). 이로

인하여 정부기관 간의 수평적 의사소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임도빈,

2001), 정부기관 간 정보와 지식, 상호작용의 흐름이 단절되고 저해될 수

있다(Tsai, 2002). 수평적 협의체는 정부기관 간에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공식화된 제도적 협의체로서 정보와 지식, 상호작용의 흐름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한국에서의 관계부처회의는 이러한 수평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

몇 가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관계부처회의가 소집되면 회의는

난상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이송호, 2007, 2003a). 관계장관회의가 소집

되기 전에는 사전에 실무 차원의 조정회의를 통해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난상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과 입장의 교환이 이루어진다(이송호, 2003a). 둘째, 관계부처회의의

참여자는 안건이 된 이슈와 관련되는 정부 부처들로만 구성된다(이송호,

2007, 2003a; 전영한 외, 2012).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정부 부처들의

참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의제를 한 번에 다루고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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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기 어렵다(이송호, 2007; 전영한 외,

2012). 이와 달리 관계부처회의(특히 관계장관회의)는 소수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들로만 구성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토론하고 의견 차이를 조율할

수 있다(전영한 외, 2012).

한편,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는 목적 지향적인 대화를 조성하고 정책 지향

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공식적 동의안에 기반하여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생시키고,

지식을 공유하고, 충돌하는 의견들을 조율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신뢰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을 수 있다(Imperial, 2005; Ring & Van de Ven,

1994).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공식적 동의안을 정부기관 차원에서

수행할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모호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특수 영역 지식들 간의 교류를 가능

하게 만들 수 있다(Carlile, 2004; Imperial, 2005). 또한, 이러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협력적 행동의 실행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실용

적인 추론과 대화를 하고, 추가적인 더욱 발전된 공통의 행동 계획을 형

성할 수 있다(Bryson et al., 2016; Calanni et al., 2015). 또한, 이러한 회

의들은 협력적 행동이 진행되는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Waardenburg et al., 2019).

또한, 기존 연구들이 수평적 협의체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유연성에 있다(Willem & Buelens, 2007). 제도화되어 공식적인 형태이든

아니면 제도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형태이든 수평적 협의체는 어떤 결정된

사항들을 행동으로 전환하고 그러한 행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충돌들, 마찰들, 긴장들을 다루기 위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 관계부처회의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

회의와 같은 정기화된 협의체뿐만 아니라 다양하고 임기응변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관계장관회의나 관계차관회의를 포함한다(전영한 외, 201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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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의제는 관계부처의 제안, 청와대 요청 등에 따라서 당면한 주요 의제

들로 구성될 수 있는 점에서 유연성을 가진다(이송호, 2003a).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래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가설3 :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그림 8>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통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2) 적응적 조정 기제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

들이 다양한 부문, 경계, 관할권을 가로지른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조정

기제보다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조정에 기반하는 조정 기제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다(Ostrom, 2007; Park et al., 2020; Thomson &

Perry, 2006). 이러한 적응적 조정 기제들은 단일한 조직, 부서, 관할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상적 커뮤니케이션과 비

공식적이고 자기조직화된 회의들 등을 포함한다(Park et al., 2020;

Willem & Buelens, 2007). 이러한 적응적 조정 기제들은 행위자들 간에

자발적인 교류에 기반한다. 이러한 자발적인 교류와 상호작용의 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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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은 각 행위자가 단기적인 과업이나 이익을 넘어서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더 큰 이해를 발전시키도록 돕는다(Ostrom, 2007).

공식적 협의체를 포함한 예견적 조정 기제는 사전적이고 의도적인 과

업의 정렬과 배열을 모색하지만 이를 상황에 맞게 적실하게 정교화하는

것은 행위자들에게 남겨진다(Gulati et al., 2012).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채 남겨 놓은 세부 사항들은 행위자들 간에 출현하는 비공식적이고 자발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조절될 수 있다(Alexander, 2014; Lindblom, 1965;

Mulford & Rogers, 1982). 행위자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유된 이해, 공통 목표, 공통의

어휘 등과 같은 공통성들을 형성한다(Gulati et al., 2012).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행위자들은 공통성들을 형성한 상대방들과 과업들 간의 연관성을

조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일하는 방식을 조율할

수 있다. 그래서 적응적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 간에 상호 신뢰, 공유된

이해, 공통 기반, 공유된 정체성, 공유된 신념 등의 공통성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위자들 간에 협력적 관계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때로는 상호보완적으로 때로는 상호교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Ansell &

Gash, 2008).

먼저 상호 신뢰는 행위자들 간에 또 다른 사람의 의도들 또는 행태들에

대한 긍정적 기대들에 기반하는 취약성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반영하는

관계의 측면이다(Provan & Kenis, 2007). 그래서 신뢰는 협력을 강제하는

공식적인 통제 기제의 대체물로 작동할 수 있다(Ring & Van de Ven,

1994; Warrdenburg et al., 2019). 또한, 신뢰는 행위자들 사이에 동의와

계약과 관련되는 높은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거버넌스 메커

니즘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방법이 된다(Isett et al., 2011; Milward et

al., 2009).

다음으로 공유된 이해는 협력적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집합적으로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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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고,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함축하는 것으로

정의된다(Ansell & Gash, 2008). 공유된 이해가 협력적 의사결정에서의

참여자들과 협력적 행동에서의 참여자들을 묶어줄 수 있다면, 각각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Ansell & Gash, 2008;

Provan & Kenis, 2007). 공통 기반들을 강조하거나(Spekkink & Boons,

2016) 목표 합의들을 강조하는(Provan & Kenis, 2007) 연구들도 대체로

공유된 이해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성(commonalities)을 강조하는 연구들 중에서 의미 있는

시도로서 공유된 신념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있다. 공유된 신념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협력적 의사결정과 협력적 행동 간의 연결고리로서 정책 핵심

신념을 강조하며, 특히 이러한 정책 핵심 신념이 연상하게 만드는 정책

연관된 가치들과 인식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Calanni, et al., 2015). 다시

말해, 행위자들이 정책 핵심 신념들을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협

력적 과정과 행동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투사하고 전략

적인 행태를 안내하는 비전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Weible &

Sabatier, 2007). 이를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신념의 공유 또는 합치가 협

력적 관계들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Conner, 2016;

Henry et al., 2012; Weible & Sabatier, 2005). 그래서 신념을 공유하는

행위자들은 상호 간에 연합의 구성과 결속을 추진하는 동시에 충돌하는

상대 연합의 붕괴를 모색한다(Weible & Sabatier, 2007).

그러나 신념이라는 개념의 특성상 변화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니며

(Sabatier, 1986; Weible & Sabatier, 2007), 그리고 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공유된 정책 핵심 신념을 가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엄격한 형태의 공유된 정책 핵심 신념을 참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칫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수를 줄이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Emerson & Nabatchi, 20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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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된 이해, 상호 신뢰, 공유된 신념 등 공통성들을 강조하는 논의들을

통해 적응적 조정 기제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근원적인 메커니즘들을 이해할 수 있다. 행위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예견적 조정 기제는 직접적으로

이러한 조정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식적 협의 장소이자 제도로서 기능하

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조정을 수행한다. 반면에, 적응적 조정 기제는

경계를 가로질러서 공통성들을 형성하기 위한 의사소통 채널들과 관련되며

이를 통해서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조절을 통한 조정을 수행한다

(Fountain, 2013; Park et al., 2020). 그래서 적응적 조정 기제는 장기적

이고 효과적으로 행위자들 간에 의견, 정보, 지식을 교환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채널들을 요구한다.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첫째, 이러한 의사

소통 채널들은 정부기관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

하게 하기 때문에 각 정부기관이 구조적·기능적 파편화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각 정부기관이 가진 중요한 정보, 지식, 의견은 숨겨져 있어서

외부적 관찰이 어렵고, 이것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외부자에 의해

쉽게 이해되기 어렵다(Willem & Buelens 2007; Lam 2005). 이러한 상황

에서 정부기관들이 구조적·기능적 파편화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화된 특수 영역 지식들 간에 교류하고 교환하는 것을 돕는 절차와

지식이 발전되어야 한다(Carlile, 2004; Kogut & Zander, 1996).

Carlile(2004)는 이를 ‘공통 지식’이라고 부르고 Kogut과 Zander(1996)은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와 지식이 지속

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공동 과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지식,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에 공통의 어휘들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계부처 간의 의사소통 속에서 ‘신중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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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과 같은 공통의 어휘들이 형성되고 활용될 수 있다. 결국, 정부

기관들이 상호 간에 정보, 지식, 의견을 교환하고 교류하려는 상호작용들을

할 때, 더욱 높은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에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상호작용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가능

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정부기관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은 공식적으로 정의

되지 않은 관계적 특징(예를 들어, 신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

문에,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Kogut

& Zander, 1996; Moynihan, 2009; Ring & Van de Ven, 1994). 이러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의 반복적인 지속은 상대 정부기관을 더욱 친밀하게

여기고 상대 기관의 시각, 이익, 과업, 목표, 용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

해를 도울 수 있다(Calanni et al., 2015; Park et al., 2020; Ring & Van

de Ven, 1994). 정부기관 사이에 더욱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일수록 정부

기관 상호 간에 더욱 암묵적인 전제와 지식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

(Gulati et al., 2012; Willem & Buelens, 2007). 또한,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유된 지식 기반과 공유된 언어의 발전을 돕고, 이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

하는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도울 수 있다(Gulati et al., 2012). 더 나아가

서는, 이러한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관련된 정부기관들 간에 공통의 목표와

공통의 과업을 중심으로 서로를 동일시하는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있다

(Kogut & Zander, 1996). 그래서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경우,

관련된 정부기관들은 공동 과업에 대해 풍부하게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Maitlis, 2005). 이러한 논의 기반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4 : 정부기관 간 비공식적 상호작용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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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정부기관 간 비공식적 상호작용들을 통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한편, 이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통한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유발하는 효과들이 장기적인 시간을 요구

한다는 점이다(Ring & Van de Ven, 1994). 이는 이러한 상호작용이 발생

시키는 효과들이 상호성의 규범들, 헌신의 유대들, 신뢰와 같은 장기적인

관계적 특성과 긴밀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관계적인

특성들이 발전하게 되면, 이것들이 기관들 간의 공동 과업 수행에 있어서

교환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거나 의견충돌이나 마찰들이 생길 때 정부

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Ring & Van de

Ven, 1994).

반면에, 비공식적 의사소통과 관계적 특성들이 조직 간 관계보다 개인

간 관계의 특성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장기적인 조직 간 관계의

문제로 저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Argyres, Bercovitz, & Mayer,

2017; Argyres & Mayer, 2007). 협력에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역할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들은 개인 간 상호작용 및 관계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Ring & Van

de Ven, 1994). 이는 조직 간 관계에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실제 하는

것은 조직구성원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조직 간 관계 수준의 특성

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Argyres와 동료들은 “지식 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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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itory of knowledge)”를 강조한다(Argyris, Bercovitz, & Mayer,

2017; Argyres & Mayer, 2017). 이들은 예를 들어 계약이 이러한 지식

저장고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처럼 적응적 조정

기제를 논의할 때 무엇이 이러한 지식 저장고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3) 검토

지금까지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가 어떻게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협력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과업 모

호성과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협력에 대한

조정 중심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Gulati et al., 2012). 그러나 많은 다른

협력 연구자들은 협력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익 중심 접근을 유지

하고 있다(Amsler, 2016; 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2). 이러한 접근들은 협력 문제에서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권력, 영향력

등)을 위해 행동하며, 그에 따라 행위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감시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Gulati et al., 2012). 본 연구는 이러한 경쟁

가설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자원의존이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1) 경쟁가설 : 자원의존이론(통제효과)

자원의존 이론은 각 조직이 권력과 생존을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김정인·오영균, 2014;

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2; Pfeffer & Salanc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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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이에 따를 때, 각 정부기관이 자신의 권력,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의 존재가 전략적으로 유용하도록 판단할

때 추구하게 된다. 자원의존 이론은 어느 조직도 생존을 위해 다른 조직으로

부터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는 의존성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Scott, 2008).

이러한 자원들은 조직의 권력과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희소하며 획득

하기 쉽지 않다고 가정된다(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2).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들은 특히 권력과 생존에 필수적인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자원 이용 통제 능력을

높이려고 한다.

자원의존 이론은 특히 자원들의 중요성과 희소성이 조직 의존성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존의 성격이나 의존의 정도) 영향 미친다는 점에 주목한다

(Scott, 2008). 정부기관과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나 비영리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의 경우에는 특히 정부기관이 갖는 재정 자원이 조직

의존성에 영향 미치는 자원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축적되어 왔다(Park &

Rethemeyer, 2012; Guo & Acar, 2005). 한국의 경우에도 비영리기관들이

가지는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한국의 현실로

확장적으로 적용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에서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충

분히 연구되지는 않았다. 특히 국내 연구들(박순애·박치성, 2008; 유홍림·

윤상오, 2006)이 정부기관 간 갈등을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기능이나 관

할권 중복 자체를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면서 자원의 경쟁을 중요하게 다

루지 않고 있다. 일부 연구(김정인·오영균, 2014)는 정부 기관 간 협력

문제에 있어 제도, 예산, 인력을 중요한 자원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원들이 어떤 점에서 조직 의존성에 중요한지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있

지는 않다.

또한, 자원의존 이론은 행위자 간에 상호보완적인 자원을 가지며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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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행위자는 이러한 상호보완성을 고려하여 권력과 생존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Brass et al., 2004; Calanni et al.,

2014; Park & Rethemeyer, 2014).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은 자원의존 이

론을 검증하기 위하여 재정적 자원, 정보, 사회적 영향력 등 여러 유형의

자원들을 분석 모형에 포함시킨다(Calanni et al., 2014; Park &

Rethemeyer, 2014). 그러나 행위자들이 여러 유형의 자원들과 관련하여

다른 행위자들과 어떤 상호의존성과 상호보완성을 가지는지를 모형에 반영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존 연구들(Calanni et al., 2014; Park

& Rethemeyer, 2014)은 여러 유형의 자원들의 효과를 각각 병렬적으로

모형에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원의존 이론에 따르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어떻게

발생할까? 이에 따를 때, 정부기관은 많은 자원을 가진 기관에 대해 더

많은 협력적 노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정부기관은 이러한

협력적 노력을 제공함으로써 추후에 자원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조직 의존성에 중요한 자원의 부존량이

많은 정부기관(<그림 10>에서 정부기관 B)은 조직 의존성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존과 권력 획득 가능성을 높이려는 많은 다른 정부기관

(<그림 10>에서 정부기관 A)의 협력적 관계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림 10> 자원 부존량에 따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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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자원의존 이론은 앞서 살펴본 예견적 조정 기제와 적응적 조정

기제와 다른 관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설명한다. 즉, 정부기관

간에 경계를 교차하는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메커니즘은 정부기관이 통합적

시각을 가지려는 의도와 무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각 정부

기관은 단지 자신의 생존 가능성과 권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동

의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2) 경쟁가설 :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통제효과)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해 온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미시적인 연결 형성

원리가 구조를 만드는 현상에 관심을 가진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그러한 점에서 조직 간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개별적인

조직의 미시적인 연결들의 형성이 어떤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하위구조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연구한다(Kilduff & Tsai, 2003). 어떤 외부적인 요인

없이도 조직 간 연결들은 다른 연결들에 영향 미치며, 이를 통해서 네트

워크는 자기조직화한다(Brass et al., 2003; Kilduff & Tsai, 2003).

많은 네트워크 연구들은 상호성과 이행성의 구조적 효과가 조직 간 네트

워크에서 작동한다는 점을 밝혀왔다(Brass et al., 2003; DeLaat, 1997;

Kilduffl & Tsai, 2003; Uzzi, 1996). 균형 이론에 기반하는 상호성의 구조적

효과는 어떤 조직도 다른 조직과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도움을

받는 관계에 있는 불균형적인 상태를 피한다고 전제한다. 이행성의 구조적

효과는 A, B, C가 존재하는 삼자관계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과

친구이고 B라는 사람이 C와 친구라면, 이때 A는 C와 친구로 지낼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성과 상호성의 원리는 소수의 이웃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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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들이 서로 도움을 제공하면서 응집력 있는 집단을 구성하는 현상을

설명한다(Kilduff & Tsai, 2003; Wasserman & Faust, 1994).

이러한 상호성과 이행성의 구조적 효과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도 작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호성의 원리로 인하여 어떤 정부

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에 대하여 협력적 노력을 제공할 때 다른 정부기관

역시 그에 상응하여 협력적 노력을 제공할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

행성의 원리는 서로 관계를 가지지 않은 두 기관에 대해 긴밀한 관계를

가진 제3의 정부기관이 있는 경우 이 정부기관이 이러한 두 기관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돕는다는 것이다.

한편, 여러 네트워크 연구자들은 인기도와 활동성을 연결의 형성 원리로

고려한다(Siciliano, 2017; Whetsell, Kroll, & DeHart-Davis, 2021). 여기

에서 인기도는 선호적 연결이라고도 불리며 네트워크 연구자들에 의하여

왜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링크들만으로 효과적

으로 연구되는지에 대한 현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Barabasi, 2002; Barabasi & Albert, 1999). 이는 소수의 행위자들이 많은

행위자들로부터 연결의 상대방으로 인기를 얻는 현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러한 인기 많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의 허브로서 작동하면서 네트워크의

연결 측면에서 효율성을 크게 높인다(Barabasi, 2002). 반대로 활동성은

소수의 행위자들이 다른 행위자들에 비해서 활발하게 다른 행위자들과

관계를 맺는 원리를 가리키며(Lusher et al., 2013), 그 현실 적실성으로

인해 많은 연구들에서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원리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인기도와 활동성의 원리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도 적용

될 수 있다. 일부 정부기관들이 협력적 관계의 상대방으로 많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한편으로(인기도), 일부 정부기관들은 적극적으로 다른 기관

들에게 협력적 노력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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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요인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특히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를 중심으로 정

리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형성된 공식적 동의안(즉, 협력적 의사결정의 산출물)이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수행될 때 일정 수준의 과업 모호성과 나아가서는 정부기관 간의

상당한 수준의 과업 의존성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은

업무 및 목표의 공식화(Bryson et al., 2015; Fountain, 2013; Vlaar et

al., 2006)이며, 이는 이어지는 협력적 행동을 위한 권위 있는 텍스트로서

기능한다(Koschmann et al., 2012). 이때 각 정부기관이 오로지 개별 행동

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

러한 공식적 동의안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면서도 과업의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을 통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협력적 관계의

형성을 설명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협력적 의사결정의 구성원들과 협력적 행동의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이해할 때 예견적 조정

기제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여러 연구들은 공식적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상호작용들과 그에

따른 결정들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Koschmann et al., 2012; Thomson & Perry, 2006). 즉,

이러한 논리는 공식적 협의체가 반복적인 회의를 통해서 정부기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제공함으로써 협력적 관계의 가

능성을 높인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다음으로 관료제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협력적 행동이 정부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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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한 계층제적 조정 기제(공식적 감독기구 또는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강조한다. 그러나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보다는 개별 정부기관의 과업을 명확히 하는

관할권 조정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Park et al., 2020; Tsai,

2002).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간에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적응적 조정 기제에 주목하고 있다. 즉,

공식적 협의체가 공식적 동의안을 만들고 이를 정교하게 만드는 협력적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에 충실한 동시에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찰들, 충동들, 갈등들을 해결하며 나아가는 협력적 행동에서의 역할까지

충분하게 효과적으로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공식적 협의체를 포함한 예

견적 조정 기제들은 사전에 이러한 마찰들, 충돌들, 갈등들을 예견하고

정교하게 정부기관들의 과업들을 정렬하고 일련의 행동들을 긴밀하게 연결

되도록 설계할 수 있음을 전제한다(Alexander, 2014; Mulford & Rogers,

1982). 그러나 일자리 문제나 코로나 대응 문제와 같이 오늘날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난제들의 성격을 고려할 때, 과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

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협의하면서 자신들의 행동들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호 조절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행

동을 수행하는 정부기관 간의 수평적 상호작용들을 발생시키는 기제들은

정부기관들의 사일로들을 교차하면서 과업 의존성과 필요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공동 과업 수행에 대한 의미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Park et al., 2020; Tsai, 2002; Willem & Buelens,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적응적 조정 기제들의 작동에 주목한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링크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 기법인

ERGM을 활용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작동하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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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방법은 설명변수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통해서 풍부한 해석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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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기본 연구설계

1. 분석수준

본 연구에서 분석수준은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이다. ‘부처’ 수준의 정부

기관은 ‘과’나 ‘국’ 수준과 같은 다른 수준의 정부기관과 비교하여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계와 관할권을 명확히 가진다. 본 연구

에서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을 분석수준으로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고유한 정책 분야와 정책 목표를 가지는

기본 기능 단위다(임도빈, 2003; 조석준·임도빈, 2016). 그로 인해서 ‘부처’ 수준

에서 정부기관들이 가진 고유한 분야와 목표의 상이함에서 비롯하는 부처

간 협력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김윤권·오시영, 2020; 박순애·

박치성, 2008; 유홍림·윤상오, 2006; 임도빈, 2004). 그래서 기존 연구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논의할 때 대부분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오재록·박치성, 2013; 오재록, 2011; 박순애·박치성,

2008).

둘째,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정부조직법과 이에 근거한 별개의 설치

및 근거 법률에 따른 공식적인 경계와 관할권을 가진다. 한국에서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조직 법률주의에 따라서 비록 추상적인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계와 관할권에 대한 기준을 가진다(조석준·임도빈, 2016). 이는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이 전문화와 분업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러한 근거 법률에서는 ‘부처’ 내에서

국·과 수준에서의 과업을 조율하는 감독 및 조정 기능을 가진 상급자에

대한 근거도 제시된다. 이는 동일한 부처 소속 국·과 수준의 정부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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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에 의한 계층제적 통제를 받는 근거가 되며, 이 경우 국·과 수

준의 정부기관은 협력적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율성’을 결여

하게 된다. 이와 달리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여전히 청와대나 국무

조정실 등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와의 협력적 관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셋째,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공무원들의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

적인 단위이다.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은 인력에 대한 분석과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소속 공무원들의 보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단위이다(인

사혁신처, 2019). 그래서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분야

지정과 같은 인사관리의 권한은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의 장에게 있다.

그리고 소속 공무원들은 다른 부처나 민간기관으로의 파견도 가능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의 장(즉, 장관 또는 처(청)장)의

통제를 받으며, 기본적으로 해당 부처에서의 지정된 전문분야에 따른 보직

경로를 따라서 인사이동을 하게 된다(인사혁신처, 2019: 224-7). 따라서

소속 공무원들은 동일한 ‘부처’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부처의 영역 특수지식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한편, 다른 부처들과 구분

하여 자신의 소속 부처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

2. 종단면적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사례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일자리

문제가 복수의 정부기관들이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을 필요로 하는 난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문제는 고용 기능을 주관하는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단독

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기능들의 조화로운 작동을 요구한다. 고용

문제는 고용 안전망, 구직 촉진 등의 고용 기능(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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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훈련(교육부), 산업 수요 증가(산업통상자원부), 중소

기업 및 창업 활성화(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더하여 취업대상자(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의 복지 문제(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산업 수요와 긴밀히 연관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공공 일자리 창출(인사혁신처), 고용 통계(통계청), 지역 일자리

(행정안전부) 등의 다른 부처들의 핵심 기능들이 그러한 문제를 더욱 복잡

하게 만든다.

둘째, 일자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자리위원회라는 이름의 범부처적인

공식적 협의체를 형성하여 본 연구에서 다루는 논의구조에 적합하기 때문

이다.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대통령’ 및 ‘일자리 정부’에 대한 공약의 실천을 위한 추진체계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7년 5월 10일에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일자리위원회, 2019). 이러한 일자리위원회는 대통령령 제28211호인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설치 근거를 둔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상위 수준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본위원회가 있고, 다음으로 이러한

본위원회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위원회가 있다. 특히 본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위 수준의 의사결정은 2017년 6월 21일에 제1차 일자리

위원회 본위원회 회의부터 시작하여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5월 15일에 제15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회의까지 총 15차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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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공식적 동의안 및 그에 대한 이행점검 내용

구분

3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10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14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발표

시기
2017년 10월 18일 2019년 4월 10일 2020년 3월 9일

주요

내용
10대 과제 선정 이행점검 결과 발표 핵심과제 재정비

세부

내용

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구축

②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혁신형 인적자원

개발

③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④ 혁신형 창업 촉진

⑤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신산업·서비스업

육성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⑧ 비정규직 남용 방지

및 차별 없는 일터

조성

⑨ 근로여건 개선

⑩ 청년·여성·신중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

① 청년고용

② 교육

③ 보건복지

④ 산업

⑤ 과기정통

⑥ 중소벤처

⑦ 국토교통

⑧ 지역일자리

⑨ 해외 진출 지원

⑩ 통계·지식분야

①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시스템 강화

② 지역 일자리

③ 신산업·서비스 일자리

④ 중소·벤처 일자리

⑤ 소상공인 일자리

⑥ 제조업 일자리

⑦ 건설 일자리

⑧ 사회적경제 일자리

⑨ 공공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한 고용여력

뒷받침

⑩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및 일터 혁신

⑪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및 고용안전망 완성

⑫ 맞춤형 지원

⑬ 인적자원개발 및 미래

변화 대비 중장기

이슈에 대응

출처: 일자리위원회(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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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일자리위원회 설치 이후에 약 5개월 간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는 공식적 동의안 발표 이후의 조정 기제 작동을 보기에 적

합하다. 이러한 로드맵은 관계부처들, 이해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진 본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활동들의 결과물로 향후 5년 동안의

일자리 정책 추진을 담은 계획이다(일자리위원회, 2019). 본 연구는 공식적

동의안이 발표된 이후에 그러한 협력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협력적 행동

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점에서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공식적 동의안이 공식적으로 발표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보기 위한 분석 대상으로서

유용하다.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마지막 부분에는 세부 추진

과제별 이행 계획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기관들이 과업 수행상

경험할 모호성과 의존성에 대한 단초가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은 10대 과제와 100대 세부과제를 담고 있으며, 각각의

세부 과제별로 과업 수행의 책임을 지는 정부기관을 할당하였다. 이러한

100대 세부과제 중에 49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복수의

정부기관에 할당되어 있다6). 이는 세부과제에 대해 전문화의 원리에 따라

과제별로 하나의 기관을 할당하는 것이 어려운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의

상황을 암시한다.

6) 다만, 공무원들에 대한 인터뷰에 따르면, 세부과제가 복수기관에 할당되었다고 해서
곧 이들 기관 간에 긴밀한 협의와 상호작용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해당 안건을 총괄하는 기관이 다른 기관이 제출한 사업 계획들을 단순히 유형별로
배치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인터뷰 대상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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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세부 추진별 이행 계획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적 협의체에서 공식적

동의안을 형성한 이후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발생하는 단기적 효

과와 장기적 효과를 보기 위해 종단면적 연구 설계를 채택하였다7). 본

연구는 2017년 10월 18일에 있었던 3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을 출발점으로 하여 1기와 2기를

구분하여 종단면적인 연구를 설계하였다. 1기와 2기의 구분은 ‘일자리정책

7) 2개의 시기에 대한 네트워크 패널 데이터세트(Lusher et al., 2013)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한 점에서 종단면적 연구설계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1기에 관찰된
네트워크 구조가 2기에 관찰된 네트워크에 미치는 효과를 반영하는 동태적 네트워크
분석과는 다르다. 즉, 본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은 이전 시기 관찰된 네트워크들을 외
생변수로 활용하는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 방법인 TERGM(Temporal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ling)과는 다르다. TERGM은 현재의 네트워크 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과거의 기억들을 활용하여 동태적인 네트워크의 구조적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이다(Leifeld, Cranmer, & Desmarais, 2018; Matous, Wang, & Lau,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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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2019년 4월 10일에 있었던 10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를 기준으로 하였다. 10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와 ‘일자리 대책 이행점검 및 현장 간담회 추진

계획’ 등 4개 안건이 발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중간점검을 발표하는 자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를 고려하여 1기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3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2017년 10월 18일)

부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발표(1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2019년 4월 9일)까지 540일을 시간적 범위로 한다. 그리고 2기는 이러한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발표(1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2019년

4월 9일)부터 540일이 지난 2020년 7월 22일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한다.

이상의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주요 발표 내용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표 3>에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

진방향’(14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 2020년 3월 9일)의 구체적인 내용도

같이 제시하였다.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의 경우에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들이 고심해온 것들이 반영되어 있어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림 12> 종단면적 연구설계에 따른 시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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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분석틀

1. 종속변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협력적 행동을 위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결

정된 공식적 동의안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정부기관들이 필요할 때 자신

들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다. 공식적 동의안을 실행하도록 정부기관들의 관할권과 과업을

정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많은 부분들이 모호한 채 남겨져 있기 쉽다

(Gulati et al., 2012). 따라서 이러한 협력적 관계가 존재할 때 정부기관

들은 협력적 행동을 위하여 항상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기관들은 과업 의존성이나 모호성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있는 경우에 공동 과업 수행을 모색하기 용이하다. 이러한 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정부기관들은 협력적 행동을 위해 공동으로 과업

을 수행할 공통의 인식을 가지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기관들이 상호 간에 ‘경계’를 교차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가 있

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들이 자신들의 개별 과업의 범위를 넘어

서는 공동 목표와 공동 과업이 존재하고 이를 함께 해결한다는 점을 인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정부기관들은 자신들의 개별 과업 내

에서 다른 정부기관들의 업무에 도움을 주는 협조를 협력으로 오인한다.

그러나 공동 목표와 공동 과업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히 다른 정부기관

들의 업무의 일부에 도움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전문화된 영역들에서의

영역 특수 지식들의 새롭고 창의적인 접합과 조합이 나타나기 어렵다(최

태현, 2020). 그러한 점에서 협조는 정부기관들 간에 협력적 행동 현장에



86

서 이루어지는 자체적인 관할권 조정에 불과한 것일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수행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 간 정보나 지식, 의견을

공유하는 상호작용과 구분된다. 정부기관 간에 정보나 지식, 의견을 공유

하는 상호작용은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행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유용한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 자체로 협력적 관계인 것은

아니다. 아래의 <표 4>와 <표 5>는 협력적 관계와 (정보나 지식, 의견을

공유하는 것을 포함하는) 협력적 상호작용을 포함한 협력적 관계들에 관

하여 기존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들을 정리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협력적 관계들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데 있어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들은 협력적 관계의 측정 도구로서 주로 참여 기관의 주요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협력적

관계를 기관 간 협력적 관계로 정의하든(Lee et al., 2012; Milward et

al., 2009; Park et al., 2020; Provan et al., 2009), 협력적 연결로 정의하든

(Gao & Acar, 2005), 아니면 정보나 지식, 의견 공유 등 협력적 상호작용

으로 정의하든(김준기·정복교, 2007; 김준현, 2008; Provan & Huang,

2012; Tsai, 2001; Willen & Buelens, 2007)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으로 얻게 되는 협력적 관계에 대한 정보는 어떤 질문을

활용하든(예를 들어, ‘다른 기관과의 접촉 빈도는 얼마인가?’(Lee et al.,

2012), ‘조직 내 기술 이전이 필요할 때 어느 부서에서 조언을 얻는지?’

(Tsai, 2001)) 실제로 관찰 가능한 협력적 관계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는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에 대한

주요 업무 담당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해당한다.

둘째, 국내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정부기관

들이 실제 활용하는 업무나 문서의 흐름들로 분석하는 시도들이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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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왔다. 국내 연구자들은 주로 정부 부처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면서 정부 부처 간의 문서 교환이 정부 부처 간 권력관계와 협력(또는

갈등) 관계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다(박순애·박치성, 2008; 박치성·오재록·

남주현, 2011; 오재록, 2011; 오재록·박치성, 2013; 이주헌·박치성, 2010;

조석준, 1977). 이러한 연구의 시초는 조석준(1977: 38)의 연구이며, 그는

정부 관료제의 성격상 정부 부처의 문서 흐름은 하위기관에 대해 수직적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정부 부처 간에 이루어지는 수평적인

문서 흐름은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러움을 지적한다. 그는 특히 정부 부처

간 정기보고 자료에 근거해서 살펴볼 때, 다른 부처들로부터 많은 수의

정기보고를 받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중심적인 권력기관이고, 그러한

정기보고에서 소외되는 항만청과 철도청은 열세에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

한다(조석준, 1977: 50-51).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서, 정부 부처

간의 문서 연결을 정부 부처 간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간주

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을 이해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업무 흐름을 살펴보려고 시도한 점에서 설문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넘으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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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존 연구들에서 협력적 관계에 대한 측정방법들 (해외 문헌들)

저자 이름
(출판연도)

출판사
협력적 관계
종류

분석대상 측정방법

Park, Krause, &

Hawkins(2020)
JPART 협력적 관계

정부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관계 측정하는 5개 지표(상호 간 신뢰, 약속 이행, 정보
공유, 위험 감수 의지, 공통의 목표에 동의하는지) 결합해서 활용)

Lee & Lee(2020) UAR 비공식적 관계
지방정부 간
관계

설문조사(토의, 조언, 공유된 정보 등에 대하여 질문한 것을 결합
해서 사용)

Spekkink &

Boons(2016)
JPART 공동소속 관계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간

관계
문헌자료(두 행위자가 동일한 사건에 포함되었는지 여부)

Calanni, Siddiki,

Weible, &

Leach(2015)

JPART 조정 연결들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간

관계

설문조사(행위자들이 대상 이슈에 대해 어떤 집단들과 함께 조정
하는 경향이 있는지)

Lee, Lee, &

Feiock(2014)
JPART 상호작용

지방정부 간
관계

설문조사(행위자들 간 접촉 빈도 질문)

Provan, Beagles,
Mercken, &
Leischow (2013)

JPART 상호작용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4가지 유형의 정보(금전, 일반 관리, 서비스 전달, 홍보/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어느 조직에서 정보 받았는지)

Park &

Rethemeyer(2012)
JPART 상호작용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간

관계
설문조사(행위자들 간 월 단위 의사소통 빈도 질문)

Provan &

Huang(2012)
PAR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5개의 상호작용 패턴(계약들, 정보공유, 고객 소개, 평판,
영향력) 각각에 대해 별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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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저자 이름
(출판연도)

출판사
협력적 관계
종류

분석대상 측정방법

Lee, Lee, &
Feiock(2011)

PAR 상호작용
지방정부 간
관계

설문조사(행위자들 간 접촉 빈도 질문)

Kapucu, Arsian,
& Collins(2010)

A&S 협력적 관계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간

관계

뉴스, 보고서 등에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했거나 재난
대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기록이 있었는지

Milward et
al.(2009)

JPART 협력적 관계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4개 연결들(계약들, 정보공유, 보낸 고객 소개들, 받은
고객 소개들)의 평균)

Provan, Hunag,
& Milward(2009)

JPART 협력적 관계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4개 연결들(계약들, 정보공유, 보낸 고객 소개들, 받은
고객 소개들)의 평균)

Schalk, Torenvlied,
& Allen(2010)

JPART 공동소속 관계
정부기관들 간

관계
인터뷰(행위자들이 8개의 소속들에 속하는지 질문)

Willem &
Buelens(2007)

JPART 상호작용
정부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지식 공유 강도, 지식 공유의 효과성에 대해 질문)

Isett &
Provan(2005)

JPART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비영리 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2개 연결들(파트너십, 비공식적 관계로서 고객 소개)을
별도로 분석에 활용)

Guo &
Acar(2005)

NVSQ 협력적 연결
비영리 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비공식적 협력(정보공유, 고객 소개, 사무실 공유, 관리
서비스 조직), 공식적 협력(합작 프로그램, 합작 투자, 합병, 모-자
회사 관계))

Tsai(2001) AMJ 상호작용
부서 간

관계들(민간)
설문조사(조직 내 기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어느 부서가 새로운
지식 또는 전문지식을 제공하는지)

Provan &
Milward(1995)

ASQ 협력적 관계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5가지 유형의 서비스 연결들(보낸 고객 소개들, 받은 고
객 소개들, 사례 조정, 합작 프로그램, 서비스 계약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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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JPAR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UAR: Urban Affairs Review, PAR: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A&S: Administration & Society, NVSQ: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AMJ: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ASQ: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표 5> 기존 연구들에서 협력적 관계에 대한 측정방법들 (국내 문헌들)

저자 이름
(출판연도)

출판사
협력적 관계
종류

분석대상 측정방법

이희철(2019)
박사학위
논문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지방정부 간
관계

문헌자료(행정협의회 구성 여부, 자매결연 여부)

황한찬·엄석진
(2018)

한국행정
학보

공동소속 관계
정부부처 간
관계

문헌자료(회의체에서 발언이 있었던 정부부처 간 연결)

오재록·박치성
(2013)

한국행정
학보

협력적 관계
정부부처 간
관계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 유통현황

오재록(2011)
한국조직
학회보

협력적 관계
정부부처 간
관계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 유통현황

박치성·오재록·
남주현(2011)

행정논총 협력적 관계
정부부처 간
관계

정부부처 간 전자문서 유통현황

허만형·박치성
(2011)

한국행정
연구

상호작용
정부부처와

국책연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연구원이 생산하는 연구를 수요로 하는 중앙부처)

이주헌·박치성
(2010)

한국행정
학보

협력적 관계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정보교환, 서비스이관, 사업비 교류 등 3개의 연결들을
별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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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저자 이름
(출판연도)

출판사
협력적 관계
종류

분석대상 측정방법

장연진(2010)
박사학위
논문

협력적 관계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6개 연결들(정보/의견교환, 고객 의뢰, 협의, 자원공유,
공동 프로그램/공동성명, 공식 계약)을 개별적으로 분석)

박순애·박치성
(2008)

행정논총
협력적 관계
갈등적 관계

정부부처 간
관계

설문조사(중앙부처와 관련 업무에 대해 협력(갈등) 관계 표시)

김준현(2008)
박사학위
논문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서비스 전달기관
간 관계

설문조사(3개 연결들(정보교환, 자원교환, 공동사업)을 개별적으로
분석)

김준기·정복교
(2007)

행정논총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다양한 행위자
(공공, 민간) 간

관계

설문조사(4개 연결들(정보교환, 인적자원 교환, 물적 자원 교환,
고객 교환)을 개별적으로 분석)

박치성(2006) 행정논총
협력적 관계,
상호작용

비영리조직과
정부조직 간
관계

설문조사(2개 연결들(공식적 계약 관계, 정보공유 관계)을 개별적
으로 분석)

조석준(1977) 행정논총 상호작용
정부부처 간
관계

문헌자료(3개 이상 기관으로 된 위원회 구성, 부처 간 정기보고)

조석준(1976) 행정논총 상호작용
정부부처와
지방정부 간
관계

문헌자료(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접촉 빈도(문서수, 출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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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측정하는

데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협력적 관계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많은 경우 복수의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연결들을 하나의 협력적 관계로 종합해서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Lee

& Lee, 2020; Milward et al., 2009; Park et al., 2020; Provan et al.,

2009; Provan & Milward, 1995). 그러나 이렇게 정의된 협력적 관계는

협력적 상호작용(행위자들 간 정보, 의견 공유 등), 협력적 행동(고객 소개,

합작 프로그램 형성 등), 공식적 관계(파트너십, 공식적 계약 등)를 단순히

종합하는 방식으로 정의된다는 점에서 측정상에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자원

공유’와 같은 통합된 개념으로 정보, 지식, 의견의 교환을 묶는 것과 같이

(예를 들어, Lee & Lee(2020)의 연구) 여러 다른 성격의 연결들을 종합

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Scott & Ulibarri, 2019).

둘째, 문헌자료, 전자문서 등을 통해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실제

흐름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은 협력적 관계에 대한 개념 정의와 그에 맞는

조작화를 엄밀하게 하지 않고 있다. 즉, 이와 관련된 대부분의 국내 연구

들은 전자문서 유통현황 ‘그 자체’를 정부 부처 간 협력적 관계의 증거로

삼는다(박치성·오재록·남주현, 2011; 오재록, 2011; 오재록·박치성, 2013).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들은 전자문서 유통현황 자료에서 두드러지는 정

보의 양, 설문조사로 놓칠 수 있는 자료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협력적 관계들의 정의에 대한 근거로 한다(박치성·오재록·남

주현, 2011: 60).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정부 부처 간에 어떤 전자문서들이

왜 오고 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언급을 결여한다. 그러나 문서

들마다 활용되는 목적과 의미가 다를 수 있는 점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설명과 언급의 결여는 연구결과를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오히려 초기 연구인 조석준(1977)의 연구는 정부 부처 간에

문서들 중에서도 정부 부처 간에 정기보고에 국한하여 상호작용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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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권력관계를 분석하는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다른 유형의 협력적 연결들과

구분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로 ‘정부 보도

자료 첨부문서’를 활용하였다8). 정부 보도자료는 각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활동들을 정리하여 발표하는 자료이며, 제목 및 요약내용과 함께

상세내용을 담은 첨부문서로 구성된다(국립국어원, 2011; 김태욱·한정진,

2020). 정부 보도자료는 그동안 주로 정부의 정책 홍보(최성락·함용석,

2014) 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임현수·이준웅 2011)의 관점에서 논의되

어왔다. 그로 인해서 정부 보도자료를 활용하는 연구들은 언론 매체의 보

도로 얼마나 연결되는지에 관심을 가졌다(이서현·최진봉, 2017; 임현수·

이준웅, 2011).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기관들의 실제적인 과업 수행 활동

들이 드러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보도자료는 정부기관들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책 산출물(각종 사업 프로그램 개시,

사업 평가결과, MOU 체결, 법령 개정 등)과 이것들과 관련된 행사들(각종

공청회, 기념식 등)을 다룬다(국립국어원, 2011; 김태욱·한정진, 2020). 본

연구에서는 정부기관들이 과업 의존성에 따른 공통의 목표와 과업에 대해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과업 경계를 넘어서서 상대의

과업 내용과 관점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는 노력들을 보려고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보도자료는 정부기관들의 과업 수행 활동의 실제 흔적

들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또한, 현직 법무부 홍보담당관이 저자로 참여

하여 최근에 발간한 ‘정책홍보 보도자료 작성 실무’에 따르면, 각 정부기

관이 자신의 과업과 관련하여 홍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을 홍보

8)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은 정부 보도자료가 정부기관 간 협력을 보기에 유용한 자료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해주었다. “보도자료 내용은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싣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협력의 증거를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되네요.”(인터뷰
대상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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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상의하여 정부 보도자료를 준비한다(김태욱·한정진, 2020).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측정

되었다(아래의 <표 6> 참조). 먼저,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한

후에(1단계) 각종 협의체에서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서들을 제외하고 남은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했다9)(2단계).

<표 6>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측정방식

개념 측정방식 자료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1 : 관계

있음)

(0 : 관계

없음)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2단계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3단계

①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 상호 간에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

(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② [복수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있는 경

우]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해 협력적 행동을

제공하는 연결이 있는 것으로 측정

(협력 기관 → 담당 기관)

9) 이후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때 제외된 각종 협의체에서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서들은
설명변수들(공식적 협의체, 다른 수직적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을 측정하는 데 활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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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하는

것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측정했다(3단계). 해당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해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들이 상호 간에 공동

목표와 과업 의존성을 인지하면서 공동 과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측정했다.

즉, 이 경우 담당 기관 상호 간에 협력적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측정

했다(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이와 달리, 해당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해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구분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해 협력적 행동을 제공하는 연결이 있는 것으로 측정했다(협력

기관 → 담당 기관). 다만, 이 경우에도 협력 기관이 단순하게 담당 기관의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 목표와 과업 의존성을 인지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측정을 정확

하게 하기 위해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13> 담당기관이 하나인 경우(정부기관의 개별적 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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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복수의 담당 또는 협력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활용했다. 먼저, 정보 보도자료 문서의 상단에 표시된 ‘담당 부서’

항목에 기재된 정부 기관들을 식별했다. 많은 수의 정부 보도자료 문서는

<그림 13>과 같이 하나의 담당 부서만이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정부기관이 협력적 관계 없이 개별적인 과업 수행을 한 경우이다. 해당

정부 보도자료는 시·도별 청년서비스사업단의 선정에 대한 것인데, 보건

복지부가 자신의 과업 범위 내인 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접근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복수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담당 부서’ 항목에 <그림 14>와 같이 복수의 기관들의 이름과 담당자

연락처들이 열거된다. 이와 같이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담당

정부기관의 담당자와 연락처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공동 과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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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인식과 해당 활동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당 정부

보도자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

업부 등 총 5개 정부 부처의 관리자들과 실무자들이 전국에 있는 국가

산업 단지 20곳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을 마무리하는 활동에 대한

것이다(기획재정부, 2017). 이러한 활동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직전부터 한 달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정부기관들이 산업 현장

에서의 요구들을 공동으로 청취하고 고민하고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기획

재정부, 2017b). 정리하면,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복수의

정부기관들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정부기관들 간에 과업 의존성에

대한 인식과 공동 과업 수행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자리 이슈에 대한 모든 정부 보도자료를 정독한 후에 ‘담당

부서’ 항목에 정부기관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담당 기관 또는 협력 기관

으로 볼 수 있는 일부 보도자료들을 파악하였다.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보도자료에서 ‘담당 부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도자료 내용에서 해당 활동을 공동으로 기획했거나 주최,

후원했다는 표현이 있는 경우만을 예외적인 경우로 추가했다10). 즉,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들은 해당 정부기관이 보도되는 활동을 계획하여 시행

하는 데 있어 아이디어나 의견, 자원 등을 제공하여 해당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했음을 가리킨다. 많은 정부 보도자료들이 다른 정부기관의

관계자가 ‘참여’했다는 점을 적시했는데 이러한 경우들을 예외적인 경우로

추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단순히 관계자가 ‘참여’한 것만으로는 공동

목표나 과업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어떤 일자리 관련 정부 활동에 대해 해당

정부기관이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10)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기획’은 ‘일을 꾀하여 계획함’을 의미하고, ‘주최’는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을 가리키며, ‘후원’은 ‘뒤에서 도와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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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정부기관을

담당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어떤 일자리 관련 정부 활동에 대하여

해당 정부기관이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리지만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부기

관을 협력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이 분류 기준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살펴보자.

앞서 <그림 14>의 일자리 카라반 활동의 경우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도

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정부 보도자료를 등록하였기 때문에 이 활동의 담당 기관이다. 그에 반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서 살펴본 것

처럼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공동 과업 수행을 하면서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리긴 했으나 자신들의 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의

보도자료로 별도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점에서 이들 기관들은 협력

기관이다.

또한, <그림 15>를 통해서 복수의 담당 기관이 있어서 상호호혜적인

협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5>의 사례는 실험실

창업선도대학과 관련된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 과업 활동에

대한 것이며,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두 정부기관의 이름이

나란히 나타난다. 그리고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자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서 동일한 활동에 대한 별도의 보도자료를 등록하였다.

<그림 15>에서 상단에 제시된 보도자료는 교육부의 보도자료이고, 하단에

제시된 보도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표 6>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측정하였

으며, 관계가 있는 경우는 1로 부호화하고 관계가 없는 경우는 0으로 부

호화했다. 그리고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빈도는 관계의 강도로서 처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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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담당 기관이 복수인 경우(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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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명변수

1) 예견적 조정 기제

(1)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공식적 동의안(‘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 이후에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이루

어진 정부기관들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가설1). 정부기관들은 본위원회에 자신들과

관련된 안건이 올라가는 경우 기관 간 의견, 목표의 차이, 과업 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으로 과업을 조정하는 노력을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물로서 과업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이러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정부

기관 간에 전문화된 영역들을 넘어서는 통합적 사고를 유도하는 점에서

정부기관 간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공식적 협

의체에서 정부기관들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측정했다.

먼저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개최를 통해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활용

하여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하였다.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측정할 때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

하였다. 먼저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담당 기관들 간에

과업 조정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이와

달리,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하는 가운데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구분

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하여 공동 과업을

조정하는 노력을 제공하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으로 측정했다(협력 기관

→ 담당 기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0(존재) 또는 1(존재하지 않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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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호화한 반면에, 이러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일종의 상호작용으로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빈도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서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서 활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활용했다. 그래서 공식적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에서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정부기관을 담당 기관으로

분류했다. 또한, 공식적 협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일자리 관련 의사결정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에서 해당 정부기관이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에 이름을 올리지만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정부기관을 협력 기관으로 분류하였다.

<표 7>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측정방식

개념 측정방식 자료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

(조정 노력

횟수)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2단계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3단계

①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 상호 간에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

하는 것으로 측정

(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② [복수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해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측정

(협력 기관 →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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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이외에도 전문·특

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가지는 점에서 본위원회와 다른 위원회들 사이

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위원회의 전문·특별위원회는 공공일

자리 전문위원회,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회, 보건

의료 일자리 특별위원회가 있다(총 4개). 일자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는

건설산업 TF, 청년 TF, 여성 TF, 중장년 일자리 TF, 직업능력개발혁신

TF,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과위원회, 미래차 대응 TF, 공공고용서비

스 혁신 TF, 일터혁신 TF 등이 있다(총 9개)(일자리위원회, 2019).

이러한 전문·특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별도의 전문위원들로 구성되고

이들에 의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본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구체화하는 활동을 하였다(일자리위원회 2019). 특히 전문위원들을 구성할

때 외부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대표를 포함하며, 이들과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안건을 구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일자리위원회, 2019). 예를 들어, 아래의 <표 8>은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

(1기)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사항을 정리한 것이다11). 민간일자리 전문

위원회(1기)는 7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이 일자리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으로 순차적으로 발표되었다(일자리위원회, 2019).

이러한 안건들로는 일자리위원회 6차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뿌리산업 창

출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7차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SW 혁신

성장 전략’,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10차 본위원회에서 발

표된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이 있다.

11)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는 총 4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상정
한 분석 기간과 무관하다. 1기(2018.4.16.~2019.4.15.), 2기(2019.4.24.~2020.4.23.), 3기
(2020.7.1.~2021.6.30.), 4기(2021.9.1.~)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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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민간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차수별 주요 논의사항(1기)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1차 2018.4.27. •뿌리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2차 2018.9.4.

•5대 신산업 프로젝트 중심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SW 혁신성장 전략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방안

3차 2018.11.26. •소속 TF 운영 활성화, 2019년 본회의 후보안건 논의

4차 2018.12.13. •후보과제를 바탕으로 추진할 과제 논의(6개)

5차 2019.1.30.
•직업능력개발혁신방안

•후보과제 작업반 구성·운영 현황

6차 2019.2.27.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방안

•섬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디자인 주도의 일자리 창출방안

7차 2019.3.27.
•의류·패션 제조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재생에너지산업 일자리 창출방안

출처: 일자리위원회(2019)

이를 고려하여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기본적으로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으로 국한했다. 이는

전문·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들에서 논의되는 것들이 본위원회

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2018년 7월 5일에

여성 TF에서 발표한 ‘성차별 없는 공정한 채용 방안 마련’은 정리되어 정부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으나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예외적으로 공식적

협의체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으로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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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층제적 조정 기제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권위를 가진 감독기구 또는 상급기관에 의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작동 기제이다(Park et al.,

2020). 권위를 가진 감독기구 또는 상급기관은 각 정부기관이 자신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행동하도록 관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계층제적 조정 기제를 다음과 같이 모형에 반영했다. 먼저

협력적 행동이 이루어지는 행동 무대에서 활동하는 공식적 감독기구의

역할을 모형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송신자이거나 수신자일 경우 다른 정부기관과의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

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모형에 반영하였다(가설2-1). ‘일자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기획단이 일자리위

원회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권한위임을 받는다. 또한, 일자리기획단의

단장은 동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비서실에 있는 일자리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 중 1명(일자리 기획·조정 비서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에 따라

일자리기획단은 정책개발부와 같은 하부단위들을 통해 일자리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정책의 홍보 및 소통체계 구축에 대한 임무를 수행

한다(일자리위원회(http://www.jobs.go.kr/), 2021년 3월 15일 검색). 이를

통해 일자리기획단이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계층제적 조정 기제로서 공식적 협의체 이외의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외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와 같은 공통의 상급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정부

기관들이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하는 것이 이들 간의 협력적 관계의 발

생에 영향 미칠 수 있다(가설 2-2). 여기에서는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정부기관들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http://www.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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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측정방식

개념 측정방식 자료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

(조정 노력

횟수)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2단계

다른 수직적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서

들만 확보
3단계

①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 상호 간에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측정

(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② [복수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해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측정

(협력 기관 → 담당 기관)

먼저 다른 수직적 협의체 개최의 결과에 대해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활용하여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했다(<표 9> 참조).

정부 보도자료 문서 중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한 후에(1단계),

모든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검토하여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의 회의 결과인지 여부를 확인했다(2단계). 이때 다른 수직적

협의체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협의체로서 국무회의, 4차산업

혁명위원회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일자리 이슈가 다루어진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대상으로 정부기관 간의

공동 과업 조정을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수신하는 상호작용을 측정했다.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하여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측정했다(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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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은 공식적 협

의체에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할 때 활용한 것과 같은 방식을 활용

하였다. 즉, 정부 보도자료의 ‘담당 부서’ 항목과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

했다.

(3)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예견적 조정 기제로서 수평적 협의체는 상급기관이 참여하지 않는 대

등한 정부기관들 간의 수평적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유발한다. 그래서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가설3).

수평적 협의체는 전문화된 영역들을 가진 정부기관 간에 수평적인 의사

소통들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Tsai, 2002). 한국에서 정부기관 간 과업

조정을 위한 조정기제로서 특히 제도화된 수평적 협의체인 관계부처회의가

많이 활용된다. 이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을

측정하였다.

먼저 수평적 협의체 개최의 결과에 대해 발표된 정부 보도자료를 활용

하여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하였다(아래의 <표 10>

참조). 정부 보도자료 문서 중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한 후에

(1단계), 모든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검토하여 수

평적 협의체에서의 회의 결과인지 여부를 확인했다(2단계). 여기에서 수

평적 협의체는 주로 관계부처회의로서 일자리 이슈에 대한 수평적인 상호

작용과 이견 조정을 위해 관련 정부기관들 간에 이루어진 회의들을 통칭

한다. 이는 정부 보도자료에서 관계장관회의, 관계차관회의, 확대경제관계

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그리고 그 외에 일반화된 표현으로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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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회의’의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된 수

평적 협의체에서 일자리 이슈가 다루어진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대상

으로 정부기관 간의 공동 과업 조정을 위한 노력을 제공하고 수신하는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공식적 협의체 및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하여 이들 간에 이루어진 상호작용을 측정했다(3단계).

다음으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은 공식적 협

의체와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측정할 때 활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활용하였다. 다시 말해, 정부 보도자료 문서의 상단에

제시된 ‘담당 부서’ 항목과 자신의 기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등록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을 구분했다.

<표 10>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측정방식

개념 측정방식 자료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

(조정 노력

횟수)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2단계

수평적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3단계

① [복수의 담당 기관들이 있는 경우]

담당 기관 상호 간에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측정

(담당 기관 1 ↔ 담당 기관 2)

② [복수의 담당 기관과 협력 기관이 있는

경우]

협력 기관이 담당 기관에 대해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측정

(협력 기관 →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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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적 조정 기제

적응적 조정 기제는 정부기관들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협력적 행동을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조정하는 작동 기제를 가리킨다

(Park et al., 2020). 정부기관들의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서로의

목표, 접근방식, 과업에 대하여 이해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과업을

넘어서는 협력적 관계를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정부기관들이 공유된 이해, 상호 신뢰, 공유된 신념 등

공통성들을 발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는 정부기관들이 과업을 수행하는 데 활용하는

의사소통 채널들을 식별하였으며, 이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통한 정부기관

간 상호작용의 빈도를 모형에 반영했다(가설 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

전략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먼저 의사소통 채널로서 공문서와 메모보고를 통한 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빈도를 측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아래의 <표 11>과

<표 12> 참조). 의사소통 채널로서 공문서는 기존의 국내 연구들에서 정부

기관 간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많이 활용되었다(박순애·박치성, 2008;

박치성·오재록, 2013; 박치성·오재록·남주현, 2011; 오재록, 2011; 이주헌·

박치성, 2010; 조석준, 1977)는 점을 고려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전자

정부의 발전에 따른 ‘온나라시스템’의 도입으로 정부기관들이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박순애·박치성, 2008; 박치성·

오재록·남주현, 2011). 또한, 의사소통 채널로서 메모보고는 기존의 연구

들에 의해 주목받지는 않았다. 그러나 메모보고도 공문서와 마찬가지로

온나라시스템을 통해서 결재되고 전자적으로 관리되는 의사소통 채널이

라는 점(국가기록원, 2019)에서 공문서와 함께 고려되었다.



109

<표 11> 공문서 통한 업무 상호작용의 측정 방법

개념 측정방식 자료

공문서 통한

업무

상호작용들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

(일자리 키워드 활용하여 필터링: 창업, 일자리,

직업, 고용, 채용, 취업, 실업, 인력, 인재, 구직,

인턴)

공문서2단계

네트워크 리스트에 있는 정부기관과 관련 없는

문서들에 대한 필터링

3단계

공문서의 수발신을 통해 상호작용 측정(로그값)

(공문서 발신자 → 공문서 수신자)

<표 12> 메모보고 통한 업무 상호작용의 측정 방법

개념 측정방식 자료

메모보고 통한

업무

상호작용들

1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메모보고들만 확보

(일자리 키워드 활용하여 필터링: 창업, 일자리,

직업, 고용, 채용, 취업, 실업, 인력, 인재, 구직,

인턴)

메모보

고
2단계

네트워크 리스트에 있는 정부기관과 관련 없는

메모보고들에 대한 필터링

3단계

메모보고의 수발신을 통해 상호작용 측정

(메모보고 발신자 → 메모보고 수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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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전에 확보한 인터뷰 자료들을 통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공문서와

메모보고 등의 상호작용 수단들을 얼마나 활용하였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공문서와 메모보고가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데

제한적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은 이러한 공문서와 메모보고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의사소통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실제 정부

기관 간의 의견, 정보, 지식, 목표 등의 차이를 파악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비공식적인 상호작용 수단인 이메일이나 전화, 비공식적인

대면접촉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더욱 비공식적이고 많이 활용되는 의사소통 채널로서

이메일 상호작용을 모형에 포함했다. 이메일은 이론적으로도 일상적 의사

소통 채널로서 의미가 크고(Park et al. 2020). 여러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행위자들의 소속 구성원들이 이메일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한다는 점을

확인했다12). 다만, 이메일 데이터는 연구모형에 반영하되 측정상에 있었던

한계를 고려하여 해석상 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개인

정보 보호 문제 등으로 인해 이메일의 제목이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고 개개인의 활동 내역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이메일 상호작용을 통해 정부기관 간에 일자리 이슈에

대해 얼마나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루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표 13> 이메일 통한 상호작용의 측정방법

개념 측정방식 자료

이메일 통한

상호작용
정부기관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수(로그값) 이메일

12) 공무원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현장에서 업무 의사소통으로 이
메일을 많이 활용한다는 데 동의했다(인터뷰 대상자 G, H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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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의 상호작용 흐름은 각 정부기관별 데이터

수집에 포함된 ‘과’의 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를 정규화한 수치로 전환

하여 분석에 활용했다. 공문서의 경우 데이터 수집시 정부기관이 수발신을

모두 포함했기 때문에 발신 기관과 수신 기관에 포함된 과의 수의 합으로

상호작용 흐름을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메모보고와 이메일은 발신 기관

기준의 데이터이므로 발신 기관에 포함된 과의 수로 각 상호작용 흐름을

나누어 정규화했다.

3. 통제변수

1) 자원부존량(수신자 효과)

자원의존 이론은 각 조직이 권력과 생존을 위하여 자원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2; Pfeffer & Salancik, 1978). 이에 따를 때,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기관들이 권력, 영향력, 생존 가능성을 높이라는 전략

적이고 이익추구적인 행동의 산물이다. 그래서 자원의존이론에 따를 때,

정부기관들은 자원을 많이 가진 다른 정부기관들을 협력적 관계의 상대

방으로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복수의 연구들은 중요한 접근 대상으로 고

려되는 자원으로서 재정 자원, 전문지식, 인적 자원 등을 포함시킨다

(Calanni et al., 2015: 910; Park & Rethemeyer, 2012).

본 연구는 자원부존량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일자리 이슈에 대한

재정자원(프로그램, 사업, R&D 예산 등)을 얼마나 보유하는지를 고려했다.

일부 연구들이 실제 자원들의 획득을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것과 달리(예를

들어, Casciaro & Piskorski(2005)), 많은 연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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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을 측정하려고 하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와 달리, 여기에서는 정부

기관들의 실제 자원부존량을 측정하여 모형에 반영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

적인 측정은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원부존량을 정부기관들들이 보유하는 재정자원만으로

측정하는 점에서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자원 유형들을 가지는 것에 따른

상호의존성을 충분히 통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기존

연구들(Calanni et al., 2014; Park & Rethemeyer, 2014)도 서로 다른 자원

유형들의 효과를 각각 병렬적으로 모형에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최소한 본 연구는 여러 연구들에서 협력적 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여겨지는 재정자원을 통제효과로서 반영하고 있다

(Calanni et al., 2014; Guo & & Acar, 2005; Park & Rethemeyer, 2014).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또는 자기조직화 효과)

본 연구에서는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의 논의를 고려하여 조직

간의 연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 효과들(또는 자기조직화

효과들)을 통제효과로 추가하였다. 먼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직 단위들

간의 연결은 상호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두 가지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즉, 상호성과 이행성). 이에 대한 두 가지 효과는 조직 간 연결에서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기존에 누적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모형에 반영

했다(Brass et al., 2003; DeLaat, 1997; Kilduff & Tsai, 2003; Ring &

Van de Ven, 1992). 그런데 ERGM 모형에 이행성을 반영할 때 비수렴성의

문제가 발생하여 모형의 타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종종 발생시킨다(박현희,

2020; Handcock, 2003; Lusher et al., 2013). 그래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여러

연구들의 조언을 따라 이행성의 원리를 ERGM 모형에 반영할 때 ‘복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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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적 닫힘’의 효과를 활용했다(Lusher et al., 2013; Snijders. Pattison,

& Robins, 2006). 이러한 복수의 이행적 닫힘은 이행성을 확장하여 어느

두 행위자 사이에 복수의 공유된 연결을 가진 행위자들이 존재할 때 이들

간에 연결이 있을 가능성이 커지는 효과이다(Lusher et al., 2013;

Snijders et al., 2006)13). 여기에 ‘복수의 이행적 경로’를 모형에 추가하여

‘복수의 이행적 닫힘’의 효과가 과대평가될 가능성을 통제하였다. 아래의

<그림 16>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복수의 이행적 경로’14)는 두 행위자가

복수의 공유된 연결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행위자들을 통해 단순히

연결이 간접적으로 이행되는 효과이다. ‘복수의 이행적 경로’를 통제할

때 ‘복수의 이행적 닫힘’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경우에 그러한

이행성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된다(Lusher et al., 2013).

<그림 16> 복수의 이행적 닫힘과 복수의 이행적 경로

(a) 복수의 이행적 닫힘 (b) 복수의 이행적 경로

추가적으로 구조적 효과로서 기본 연결(edges)의 효과를 구조적 효과에

대한 통제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어떤 행위자들 간의 연결이 어떤 무

작위적인 두 행위자들 간에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은 경우 두 행위자들 간에 우연한 연결이 발생할

13) 본 연구에서는 R의 gwesp 항을 활용하여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가중치를 0.25
로 두었다.

14) 본 연구에서는 R의 gwdsp 항을 활용하여 이를 모형에 반영하였으며, 가중치를 0.25
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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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크며,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은 경우 두 행위자들 간에 우연한

연결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대해 통제함으로써 연구가설의 효과가

우연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효과로서 ‘인기도’와 ‘활동성’을 반영하였다15). 여기

에서 인기도는 네트워크 과학자들이 발견한 선호적 연결이라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Barabasi & Albert, 1999). 이는 다른 행위자들로부터 많은

연결을 받는 행위자가 연결의 대상으로 선호되어 훨씬 더 많은 연결들을

받게 되는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다음으로 활동성은 반대로 다른 행위자

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도하는 행위자가 더 많은 행위자들에게

연결을 시도하는 효과를 가리킨다.

15) 인기도는 R의 gwidegree 항을 통해, 그리고 활동성은 gwodegree 항을 통해 모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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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변수들의 정의

변수 구조적 패턴 정의

예견적

조정 기제

동반 효과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협력적 관계가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성

계층제적

조정 기제

송신자 효과

(공식적 감독기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공식적 감독기구가 송신자일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향성

수신자 효과

(공식적 감독기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공식적 감독기구가 수신자일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향성

동반 효과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협력적 관계가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성

동반 효과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협력적 관계가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성

적응적

조정 기제

동반 효과

(공문서 통한 의견, 정보, 지식

공유) (로그값)

•협력적 관계가 공문서를 통한 의견, 정보, 지식 공유 상호

작용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성

동반 효과

(메모보고 통한 의견, 정보,

지식 공유)

•협력적 관계가 메모보고를 통한 의견, 정보, 지식 공유

상호작용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성

동반 효과

(이메일 송수신) (로그값)

•협력적 관계가 일상적인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을수록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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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부존량

수신자 효과

(자원부존량)

•협력적 관계가 자원부존량이 큰 수신자에 대해 형성되는

경향성

구조적

효과

기본 연결 •협력적 관계가 형성되는 전반적 경향성

상호성 •협력적 관계가 상호적으로 형성되는 경향성

복수의 이행적 닫힘
•협력적 관계가 복수의 공유된 파트너들에 대하여

이행적인 삼자관계의 구조적 효과를 따르는 경향성

복수의 이행적 경로
•협력적 관계가 폐쇄적 닫힘의 구조적 효과 없이 복수의

파트너들을 따라 이행되는 경향성

인기도(또는 선호적 연결)
•협력적 관계를 많이 수신하는 행위자가 더 많은 협력적

관계를 수신하는 경향성

활동성
•협력적 관계를 많이 발생시키는 행위자가 더 많은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경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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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분석틀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분석틀을 <그림

17>과 같이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면적 연구설계를 하였으며,

이러한 분석틀을 따라서 1기와 2기에 대해 각각 분석을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효과들에

대해서 더욱 엄밀한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모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변수가 발생시키는 설명력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모형1은 통제효과인 자원부존량의 수신자 효과(자원의존이

론)와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만을 포함한 모형이다. 다음으로 모형

2는 이러한 모형1에 예견적 조정 기제에 대한 효과들을 포함한 모형

이다. 이를 통해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계층제적 조정 기제,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의 효과를 반영했다. 마지막으로 모형3은

모형2에 적응적 조정 기제의 효과들을 추가한 것이다. 적응적 조정

기제의 효과들로서 자발적인 업무적 상호작용(공문서, 메모보고)과 일상

적인 비공식적 대화적 상호작용(이메일)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서

모형에 주요 효과들을 반영하면서 나타나는 통계적 유의성과 모수

추정치의 변화 등을 살펴보면서 주요 분석 결과들을 신중하게 해석

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 17>은 이상의 내용을 반영하여 분석틀을

정리한 것이다.

모형1 : 통제효과

모형2 : 통제효과 + 예견적 조정 기제

모형3 : 통제효과 + 예견적 조정 기제 + 적응적 조정 기제(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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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연구의 기본 분석틀

-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동반효과)

- 계층제적 조정기제에 의한 조정

1) 공식적 감독기구(수신자 효과)

2) 공식적 감독기구(송신자 효과)

3) 다른 수직적 협의체 의한 조정(동반효과)

-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동반 효과)

- 공문서 통한 상호작용(동반효과)

- 메모보고 통한 상호작용(동반효과)

- 이메일 통한 비공식적 상호작용(동반효과)

- 자원부존량(수신자 효과) (자원의존이론)

-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

1) 기본 연결 2) 상호성 3) 복수의 이행적 닫힘

4) 복수의 이행적 경로 5) 인기도 6) 활동성

예견적 조정 기제

적응적 조정 기제

통제효과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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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료수집 절차

1.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 설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 또는 정부기관 간의

공문서와 이메일 상호작용을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네트

워크 행위자 리스트 설정이 자료수집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과

관련 없는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거나, 분석과

관련 있는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에서 배제되어 있으면, 네트

워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이슈와

관련 없는 정부기관이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기관이 다른 정부기관과 일자리 이슈와 관련된 상호작용이나 공동의 과업

수행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이다. 반대로 일자리 이슈와 관련 있는

정부기관이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 기관과

관련된 전체적인 상호작용이나 공동의 과업 수행이 분석에서 누락될 것

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부터 일자리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으로 구성된 엄밀한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확정되었다.

먼저, 본 연구는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을 분석 단위로 하지만 이러한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이 과업을 수행하는 기본 단위는 ‘과’이기 때문에

(조석준·임도빈, 2016: 132-133; 이윤호, 2019), 전 정부 차원에서 일자리

이슈를 담당하는 ‘과’들을 식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의 연구용역(‘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 차원에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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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 검토와 해당 연구용역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외부적 검토를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단계로서,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가 업무의 주요

관련성을 기준으로 16개 과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서, 연구용역 참여 전문가들이 추가로 일자리 이슈에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과들을 식별하여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정부기관

들의 일자리 관련 대국민공개 공문서들에 대한 사전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중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100개의 과를 식별했다. 또한, 연구진이

정성적인 평가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에서 누락된 각 정부 부처의 일자리

전담 13개 과들을 추가 식별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서,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가 연구용역 참여 전문가들의

요청을 검토하여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행정

안전부 협업정책과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를

제공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료 제공에 있어서 해당 과의 업무 성격상

보안성이 중요한 이슈인 경우(예를 들어, 국방부, 국정원, 감사원 등의

관련 과들)와 일자리 이슈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62개 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마지막 단계로서, 연구자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과업 내용과

직원 직무 등을 확인하여 3개의 정부기관을 제외하고 일자리기획단을 추가

하였다. 제외한 3개 정부기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행정안전부 주민과이다. 공문서의 내용과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들 기관의 업무를 고려할 때 두 가지 일자리 이슈와 직접적인 과업 관

련성을 생각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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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

네트워크 행위자 데이터 수집에 포함된 과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고용보험기획과, 고용서비스기
반과, 고용서비스정책과, 고용정책총괄과,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공무원노사관계과,
공정채용기반과, 국제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노동시장조사과, 여성고용정책과, 외국인력담당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일자리정책평가과, 장애
인고용과, 정보화기획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직업
능력정책과, 청년고용기획과, 청년취업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중등직업교육정책과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청렴총괄과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지원과, 윤리경영과, 예산기준과, 예산정
책과, 일자리경제정책과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서비스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지원과, 성별영향평가과, 여성인력개발과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 취업심사과, 개방교류과, 인재정책과, 공
개채용1과, 인재정보담당관,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
사과, 채용관리과

일자리기획단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규제혁신과, 기술창업과, 벤처혁신정책과, 일자리정
책과, 창업생태계조성과, 창업정책총괄과, 창업촉진
과, 투자회수관리과

통계청 고용통계과, 통계심사과, 행정통계과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정보기반보호정책과, 조직기획과, 지역
일자리경제과, 행정정보공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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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확정한 일자리 업무 수행하는 ‘과’ 수준의 정부

기관들을 종합하여 ‘부처’ 수준의 정부기관을 도출하였다. 여기에는 고용

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토

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해양수

산부, 행정안전부 등 총 19개 정부기관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국가보훈처,

법제처, 산림청은 파일럿 분석 결과 업무 관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일

자리 이슈와 관련하여 다른 정부기관과 협력적 관계에 대한 어떤 경향성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 점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의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를 통해 총 16개 정부기관으로 구

성된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를 확정하였다(<표 15> 참조).

2. 자료수집 절차

1)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와 설명변수인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을 측정하기 위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를 활용한다. 이러한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각각의 정부 부처 홈페

이지에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들을 웹크롤링(web crawling)을 통해 수집

했다. 분석 기간 전체(1기, 2기 포함)에 걸친 정부 보도자료의 총 수는

30,150개이고, 이것들의 ‘제목’, ‘날짜’, ‘담당기관’, ‘요약문’, ‘보도자료 첨부

파일’을 수집하여 기본 데이터세트를 구축했다. 아래의 <그림 18>은 전체

정부 보도자료의 정부기관별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가장 많은 정부 보도

자료를 생산한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3,403개)이고, 가장 적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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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를 생산한 기관은 일자리기획단(68개)이다.

<그림 18> 분석 기간 관련 정부기관에서의 정부 보도자료 수

정부 보도자료의 기본 데이터세트를 구축한 이후에는 분석 목적에 맞

도록 정리 및 가공했다. 먼저,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의 제목에 일자리 키워

드가 들어간 문서들을 추출했다. 이때 활용된 일자리 키워드는 ‘일자리’,

‘창업’, ‘직업’, ‘고용’, ‘채용’, ‘실업’, ‘인력’, ‘인재’ ,‘구직’, ‘인턴’ 등 10개이다.

이상의 일자리 키워드는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서 발주한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용역’에서 행정안전부가 정부 내부의

일자리 업무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쳐서 설정한 것들이다.

두 번째 단계로 순전히 조직 이름에 일자리 키워드를 포함해서 추출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식별하여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직 이름으

로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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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삼성인력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제목에 들어가면서 일자리 문제와 관련 없는 활동

들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을 제외했다. 이를 통해서 제외된 문서

로는 예를 들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

있다.

세 번째 단계로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의 전체 요약문과 세부 내용을

검토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 활용한 키워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자리

이슈로 볼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문서들을 데이터세트에 추가하였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워크넷’, ‘신중년’, ‘청년 유니온’, ‘청년정책’, ‘일학습병행’, ‘교육훈련’,

‘사회적기업’, ‘국가직무능력표준’, ‘진로’, ‘기능인’,‘ 폴리텍’, ‘스타트업’, ‘새일

센터’, ‘공직박람회’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문서들을 데이터세트에 추가했다.

여기에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간담회 중 일자리 문제가 주된 이슈임이

명시된 경우를 데이터세트에 추가했다.

네 번째 단계로 세 번째 단계까지 해서 추출된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전체

정부 보도자료 문서들의 내용을 전체 검토하여 일자리 이슈로서 관련성이

떨어지는 문서들을 제외하였다. 인사혁신처의 ‘개방형 직위 채용’에 대한

것은 ‘채용’이라는 단어로 데이터세트에 포함되었으나 공석에 있는 일부

국·과장에 대한 모집과 관련된 것으로 일자리 이슈와 연결성이 떨어져서

데이터세트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총 네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일자리

이슈에 대한 문서들만 확보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다음으로 정부기관들의 과업 수행 활동에 대한 것과 협의체를 통한 회의

결과를 발표한 것을 구분하여 데이터세트를 분할했다. 이를 위해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의 전체 내용을 반복해서 꼼꼼하게 읽은 후에 협의체나

회의 활동과 무관하게 정부기관들의 과업 수행 활동을 한 경우(종속변수

데이터세트)와 협의체나 회의 활동의 결과물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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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설명변수 데이터세트)로 나누었다.

한편, 자료수집할 때 종속변수 데이터세트의 시간적 범위를 설명변수

데이터세트의 시간적 범위보다 시간적으로 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즉,

종속변수의 데이터세트의 경우 1기(2017년 10월 19일 ∼ 2019년 4월 9일,

540일), 2기(2019년 4월 10일 ∼ 2020년 10월 1일, 540일)로 구성하였고,

설명변수의 데이터세트의 경우 1기(2017년 8월 19일 ∼ 2019년 2월 9일,

540일), 2기(2019년 2월 10일 ∼ 2020년 8월 2일, 540일)로 구성하였다.

2)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 데이터의 자료수집 절차

이메일과 공문서 등 본 연구의 주요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서 발주한 ‘주요 분야 협업 프로세스 및 네트워크 진단 연구

용역’에서 얻은 것들이다. 이 연구용역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2019년 8월

7일부터 2019년 12월 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 이 연구용역은

공문서, 이메일, 메모보고 등 주요 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자료들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였고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 데이터의 시간적인 범위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이다. 종속

변수의 데이터 수집기간을 고려할 때(1기: 2017년 10월 19일 ∼ 2019년

4월 9일, 2기: 2019년 4월 10일 ∼ 2020년 10월 1일) 대체로 시간적 선행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먼저 공문서의 자료수집상 특이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문서

데이터는 문서번호, 제목, 수신처, 발신처, 보고(접수)일, 보고(접수)기관,

보고(접수)자, 공개여부, 목록공개여부 등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다.

공문서 데이터는 각 공문서별 제목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정부 보도자료 문서에 대해 일자리 이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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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총 4단계) 일자리 이슈에 대한 것만으로

재정리했다.

이때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에서 제공한 공문서의 원 데이터는 데이터

추출 리스트에 포함된 과들이 수발신한 모든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로 인해 데이터 추출 리스트에 있는 과들 간의 공문서 수발신은 두 번씩

중복해서 수집된다. 이를 감안하여 문서 제목, 발신일자 및 수신일자, 발신

기관 및 수신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복되어 수집된 공문서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한편, 일자리위원회의 일자리기획단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문서를 전달

받지 못했으나, 네트워크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일자리기획단이 네트워크 리스트에 있는

다른 기관들에게 보낸 자료들은 이들 기관들의 데이터를 통해 확인 가능

하고, 일자리기획단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들 역시 이들 기관들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로 공문서를 수집한

기관의 목록에 일자리기획단이 없었으나 일자리기획단이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에 있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송수신한 모든 공문서들을 데이터에

포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메모보고 데이터는 발송일자, 발송자, 메모 제목, 수신기관,

공개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메모보고 데이터 역시 각 메모보고별 제목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일자리

이슈에 대한 것만으로 재정리했다(마찬가지로 총 4단계). 메모보고 데이

터의 경우에는 공문서 데이터와 달리 데이터 추출 리스트에 포함된 과들이

발신한 모든 메모보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수집 문제는 발생

하지 않았다. 또한, 메모보고 데이터는 공문서 데이터와 달리 일자리기획

단의 메모보고 활용 내역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기획단이 다른

정부기관과 한 건의 메모보고도 수신하거나 발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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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세트에 반영하였다.

다음으로 이메일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의 도움

으로 데이터를 얻었다. 다만, 이메일 데이터는 공문서와 메모보고 데이터와

달리 정부기관 간의 주고받은 전체 총량만을 포함하고 제목이나 본문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이를 얻기 위하여 약 2개월 이상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문제, 사생활 침해 등

의 문제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3) 자원부존량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자원부존량 자료를 얻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열린재정 재정정보공개시스템’(https://www.openfiscaldata.go.kr/)에서

제공하는 세출/지출 세부사업 예산편성현황(총액)을 활용했다. 여기에는

세부사업별로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경비구분, 정부안금액,

국회확정금액이 제시되어 있으며, 앞서 다른 자료수집할 때 일자리 이슈를

판단한 것과 같은 기준을 세부사업명에 적용하여 정부기관별 자원부존량을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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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앞서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했던 것처럼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조정 기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인과적 추론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Mill, 1919; 김

병섭, 2010: 187에서 재인용). 첫째, 설명요인과 종속변수 간에 공변관계에

있고, 둘째, 설명요인이 종속변수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셋째,

설명요인과 종속변수 사이에 공변관계가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조정 기제에

대한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을 채택했다.

첫째,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분석 방법으로 ERGM 분석을 활용하였다.

ERGM 분석은 다른 요인들을 모형에 통제하면서 조건부적인 설명요인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그래서 ERGM 분석은 본 연구의

분석틀로 제시한 여러 효과들을 검증할 수 있다.

둘째, ERGM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볼 것

이다. ERGM 분석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간 연결의 발생

가능성이다. 그러나 행위자 간 연결이 집계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네트워크 이론가들은 오래전부터 행위자 간 연결의 형성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통해 미시적 수준을 거시적 수준으로 연결하는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Coleman, 1988; Granovetter, 1973). 그러한 점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은 ERGM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이러한

행위자 간 연결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적 맥락을 만드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ERGM 분석을 진행한 이후에 사례연구를 통해 조정 기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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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근원적 메커니즘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는 어떤 이론적 가설이 타당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상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Freedman, 1991; Sutton

& Staw, 1995). 이를 통해 얻은 연구 결과들에 기반하여 이론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그림 19> 인과적 추론을 위한 분석 전략 정리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ERGM)

분석

사례분석

[인과적 추론 전략]

시간적 선행성 확보

다른 요인 통제

[인과적 추론 전략]

근원적 메커니즘 탐색

1.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들을 통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을 한다. 먼저, 네트워크 구조 지표들을 구함으로써

이러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 네트워크의 구조가 갖는 특징을 분석한다

(Koliba et al., 2018; Provan & Milward, 1995). 이때 활용되는 지표로는 밀도

(density), 집중도(centralization), 군집화 계수(clustering coefficient) 등이

있다(Scott, 2000; Wasserman & Faust, 1994). 이러한 지표들을 통하여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연결 정도는 어떠한지(‘밀도’), 네트워크의 연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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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는지(‘집중도’), 노드들이 인근에 있는 이웃들과 긴밀

하게 연결되어 있는지(‘군집화 계수’)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협력적 행동 네트워크가 서비스 전달에 대한 집행 네트워크 논의들에서

다루는 네트워크 관리 구조 유형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살

펴볼 것이다. 앞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존 연구들(Koliba et al., 2018;

Provan & Kenis, 2008)은 네트워크 관리 구조 유형을 크게 세 개로 분류

한다(자기주도적 네트워크 유형, 선도 조직 네트워크 유형, 네트워크 관리

조직 유형).

그런데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 네트워크는 일자리

기획단이라는 공식적 감독기구가 있는 점에서 세 가지 유형 중에서 네트

워크 관리 조직 유형에 해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구조

지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에 있는 서비스

전달에 대한 집행 네트워크 연구들과의 연결지점을 찾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분석은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들의 집합적인 구조(즉, 네트

워크)가 네트워크 관리 조직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분권화된 형태로 이루

어지는지 아니면 이러한 네트워크 관리 조직 또는 별도의 출현하는 중심

기관을 중심으로 집권화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집권

화된 형태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한 중심기관이 공식적 감독기구인지

아니면 공식적 권위를 가지지 않은 일반 정부기관들 중의 하나인지를 분석

한다. 그리고 중심기관이 일자리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흐름에서 어떤 형태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이와 관련지어서, 두 시기 네트워크에 대하여 행위자들에 대한 중심성

(centrality) 지표(내향연결 중심성, 외항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를 분

석할 것이다.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행위자들의 중심성 분석은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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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는 네트워크에 다른 행위자보다 중요한 행위자가 있고 이러한 중요한

행위자를 파악하는 것이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Wasserman & Faust, 1994). 특히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

워크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과 일자리 사업을

주도하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요한 행위자인지 파악하는

것이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2. 종단면 데이터에 대한 ERGM 분석

1) ERGM 분석의 방법과 절차

ERGM은 왜 네트워크 연결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사

회적 과정들을 추론하는 통계모형이다(박현희, 2019; Hunter, Goodreau,

& Handcock, 2008; 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 다시 말해,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은 관찰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기술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ERGM 분석은 어떤 네트워크의 발생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모형화하는 것을 통해 그러한 네트워크에서 행위자 간 링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추론한다(Lusher et al., 2013). 이에 따라 ERGM 분석은

연구자들이 네트워크의 구조를 기술하고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 것으로

부터 더욱 추론적인 분석과 이론 검증으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다(이인원·

이영미, 2013; Kapucu, Hu, & Khosa, 2017; Scott & Ulibarri, 2019). 그

러한 점에서 ERGM 분석은 행정학 및 정책학을 포함한 많은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들에서 널리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박철순·강아름, 2020;

Lee, Feiock, & Lee, 2012; Siciliano, 2017; Ulibarri & Scott, 2017;

Whetsell et al., 2021).

ERGM은 네트워크에 있는 어떤 링크의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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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발생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하며, 그러한 점에서 흔히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비교된다. 왜냐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어떤 속

성의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는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16)

(van der Pol, 2019).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주로 네트워크 용어로 하면

노드의 어떤 속성의 발생 가능성을 추론하기 위해 이론에 기반하여 설명

변수들로 구성된 모형을 만든다. 그래서 만일 행위자들이 동일한 성별을

가지는 것(설명변수)이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 가능성을 로지스틱 회귀

분석으로 분석한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행위자 간 성별이 동일한

점에서만 차이가 나는 공변량을 통해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 가능성을

추론한다(Lusher et al., 2013; Menard, 2002). 그래서 이러한 공변량을

만드는 설명변수에 대한 회귀계수를 통해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 가능성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다17).

그런데 행위자 간 링크는 (특히 이웃하는) 다른 행위자 간 링크에 의존

한다는 점에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행위자 간 링크를 분석하는 것은

모형의 타당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박현희, 2019; Hunter et al., 2008;

16) ERGM을 수식으로 정리하는 많은 좋은 논문들과 책들이 있으며(Hunter et al., 2008;
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 여기에서는 편의상 Lusher et al.(2013)의 기
호 표기를 따랐다(이는 이하의 다른 수식에서도 마찬가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따
를 때, i와 j 간에 링크가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추론할 수 있다.

Pr   exp   ⋯ exp   ⋯ 
( : i와 j

간에 링크, : 로지스틱 회귀계수,  : 양자 공변량 또는 두 행위자의 개별적 특징

(예를 들어, i와 j 간 나이 차이 등)). 이를 로짓 형태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

다. Pr   logPr  Pr       ⋯ 
17) 두 쌍 (i, j)와 (h, m)에 대하여 i와 j의 성별이 동일하고( ), h와 m의 성별이

다르다( )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의 공변량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

다(Lusher et al. 2013: 99).

Pr  P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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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sher et al., 2013; Scott & Ulibarri, 2019; van der Pol, 2019). 이는

행위자 간 링크를 종속변수로 다룰 때 관찰치인 링크가 다른 링크의 존

재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의존성을 가지기 때문에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인

관찰치의 독립성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링크들 간에 의존성은 그

동안 상호성, 이행성, 선호적 연결 등의 연결 형성 원리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이며(Barabási & Albert, 1999; Tsai & Kilduff, 2003), 이는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해온 연구자들이 핵심적으로 발전시켜온 것이기 때

문에 네트워크 분석에서 포기될 수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ERGM 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링크들 간의 의존성을 모형에 포함하여 어떤 설명변수들이 링크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줄이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다(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18). 그래서 ERGM 분석은 종속변수인 링크의 발

생 확률을 추론하기 위해 링크들 간의 의존성과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포

함한 여러 종류의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ERGM 분석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다(<그림 20> 참조)(Lusher et al., 2013).

18) 구체적으로 ERGM에 따를 때 i와 j 간에 링크가 있을 확률은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Lusher et al., 2013: 100).

Pr        exp     ⋯  exp     ⋯  
,

 Pr         logPr        Pr        
    ⋯  

여기에서 좌변에    가 포함된 것은 i와 j 간의 링크 외에 관찰된 다른 모든

링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조건하에 를 설명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는 설명변수의 벡터에 대한 i와 j 간에 링크의 발생에 따른 변화 통계량을 가

리킨다. 이러한 변화 통계량을 자세히 수식으로 정리한 부분을 보고 싶다면 van der
Pol(2019: 849-850)의 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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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행위자 간 링크의 형성을 설명하는 요인들

어떻게 왜 링크는 형성되는가?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행위자 속성

외생적 맥락

요인

활동성/

인기도
상호성 이행성 매개성

송신자

효과

수신자

효과

송수신자

효과

다른

네트워크

공간적

요인

출처: Lusher et al.(2013: 57)

첫째, 네트워크 자기조직화는 행위자 간 링크가 다른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구조적 효과들을 가리키는 것이다(Kilduff & Tsai,

2003; Lusher et al., 2013). 이것은 앞서 본 연구의 통제효과로 검토했던

상호성, 이행성, 활동성, 인기도(또는 선호적 연결) 등 여러 유형의 네트

워크 자기조직화 효과들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행위자 속성은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다(Lusher et al., 2013). 다시

말해, 행위자들은 연령, 자원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송신자 또는 수신자가 가지는지가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에

영향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사 간에 조언을 수신하거나 받는 교사

간 조언 관계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조언을 구하는 대상으로서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크다(즉, 수신자 효과)(Siciliano, 2017). 또한, 송신자와 수

신자가 같은 행위자 속성을 가지는 경우에 링크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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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동종성의 원리 또는 유유상종의 원리로 널리 알려져 있다(이인원·

이영미, 2013; Feiok, Lee, & Park, 2012; Lee, Feiok, & Lee, 2011; Ring &

Van de Ven, 1992). 이것은 ERGM 분석에서는 송수신자 효과로서 모형에

포함될 수 있다.

셋째, 외생적 맥락 요인은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다른

외부적인 연결 공변량이나 공간적 요인을 가리킨다(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 다시 말해, 행위자 수준의 속성이 아니라 링크 수준

에서 가지는 여러 가지 외부적 맥락 요인이 행위자 간 링크의 발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리킨다. 먼저 외부적인 연결 공변량은 행위자 간

링크와 다른 유형의 연결 흐름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어떤 교사가 상대

교사를 얼마나 편한 관계(설명변수)로 인식하는지가 이 교사가 상대 교사

에게 조언을 구할 관계(종속변수)로 인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iciliano, 2017). 또 다른 예로서, 공식적인 조직의 위계관계(설명변수)가

조직 내에서의 비공식적인 의사소통 관계(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Lusher et al., 2013). 다음으로 공간적 요인은 주로 행위자 간 공간적

근접성의 의미로 사용된다. 기존 조직 네트워크 연구들은 공간적 근접성이

행위자 간 연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혀왔다(Borgatti

& Cross, 2003; Brass et al., 2004). 이러한 공간적 근접성은 어느 한 행

위자가 갖는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 간에 존재하는 속성이라는 점에서 행

위자 간에 존재하는 외부 맥락적 요인이 된다.

이렇게 해서 ERGM 모형설정을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네트

워크들을 생성하여 설명변수의 모수들을 추정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박현희, 2019; van der Pol, 2019). 이때 관찰된 네트워크가 발생할 가능

성이 크다고 가정하여 관찰된 네트워크의 우도(likelihood)를 최대화하는

모수들의 식별을 모색한다(Snijder et al., 2006; van der Pol, 2019).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추정 절차는 최대우도 추정법(maximum likelihood



136

estimates: MLEs)을 따른다.

이제 관찰된 네트워크로부터 확인된 노드 수와 링크 수로 이루어진 단순

무작위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으로 대량 생성해야 한다(Lusher et al.

2013). 이는 특정한 설명변수와 관련된 수치들이 우연에 의한 것보다 훨씬

많이 존재하는지를 통계 기법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네트

워크를 생성할 때 Snijders(2002)와 Handcock(2003)에 의하여 제안된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알고리즘이 활용된다. MCMC는 일

련의 네트워크들을 생성하고,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인접행렬에서 어떤

하나의 쌍이 1 또는 0으로 변환되는 작은 변화를 통해 연속적으로 업데

이트된다(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 그리고 시뮬레이션 네트

워크와 관찰된 네트워크를 비교하여 두 네트워크 간에 일치할 가능성이

크도록 모수 추정치들(parameter estimates)인 계수들(coefficients)19)을

조정한다20) (Snijders, 2002).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시뮬레이션된 네트워크

19) ERGM 분석을 활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구조적 효과를 포함하는 설명변수들의 통계
적 효과를 추정하는 계수를 가리킬 때 ‘coefficients’(Lee et al., 2012; Siciliano, 2017)
또는 ‘estimates’(Hummel, Hunter, & Handcock, 2012; Lusher et al., 2017; Park &
Jang, 2017; Stivala, Robins, & Lomi, 2020; Whetsell et al., 2021) 또는 ‘estimated
coefficients’(Hunter et al., 2008)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관련하여 ergm 방법 및
분석 도구의 발전에 오랜 시간 기여해 온 Hunter와 Handcock 및 이들의 동료들
(2009: 14)은 두 용어들이 상호교환적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이를 ‘파라미터 계수’(박현희, 2019), ‘계수’(박철순·강아롬, 2020), ‘모수 추정
치’(이영미·이인원, 2013) 등으로 번역하여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회귀분
석에 친숙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계수’로 통일하여 분석시에 활용할 것이
다.

20) 모수 벡터를 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Lusher et al.

2013: 247-248). 
  …이 초기 모수()에 대하여

생성된다(단,  , 는 모수의 수). 이에 대한 공변량 행렬은 다음과 같다.


     다음 단계에서 최대우도 추정치에 가까운

모수 추정치를 얻기 위한 최적화 작업으로서 반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며, 이때 초기

모수 벡터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1) 이어서 반복

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모수 벡터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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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계수들의 평균값과 관찰된 통계량 간에 일치하게 되면 수렴하게 된다

(Lusher et al., 2013)21).

이렇게 해서 추정이 수렴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모수 추정치의 값과

표준오차를 산출하며 모수 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판단하게 된다. 그

리고 이러한 모형의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통해서 모형의 타당

성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다만, 이상에서 살펴본 ERGM의 모형설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추가로

주목할만한 부분은 모형의 비수렴성에 대한 문제이다. 비수렴성 문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ERGM 모형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네트

워크들이 관찰된 네트워크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 데 실패하는 현상을 가리

킨다(박현희, 2019; Lusher et al., 2013; van der Pol, 2019). 이러한 비수

렴성 문제는 특히 이행성을 포함하여 구조적 닫힘과 관련된 자기조직화

원리들을 모형화할 때 특히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Snijders et al.,

2006). 이는 이러한 자기조직화 원리들이 가지는 네트워크 이론에서 이

론적 위상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2000년대 중반에

ERGM 방법론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가 ‘천장 효과’라고 부르는 닫힘의

효과가 과대계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진단하고 이러한 천장 효과를

완화하는 모형을 제안했다(Robins, Snijders, Wang, Handcock, &

Pattison, 2007; Snijders et al. 2006). 이들은 그러한 모형이 비수렴성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형의 타당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들을 발표하였으며,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ERGM 분석은 이들의 연구 기여에 따라

계량된 연구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21) 즉,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각주 15)의 식 (1)에서 이 에 근접하게 되

고 의 기댓값이 와 일치하게 되면 추정이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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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RGM 분석의 활용 방법과 타당성

본 연구에서는 종단면 데이터에 대해서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기법인

ERGM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또는 링크)에 대한 것이고 ERGM은 이러한 연결을 종속변수로 다룰

수 있는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기법이다. 만일 이러한 연결을 종속변수로

표준적인 로지스틱 통계분석을 실시한다면, 이 분석 모형은 심각한 오류를

가지게 된다(박현희, 2019; 이인원, 2013; Scott & Ulibarri, 2019;

Siciliano, 2017; van der Pol, 2019). 이는 행위자들 간 연결은 다른 연결

들의 존재로부터 영향받는 의존성을 가지므로(앞서 언급한 ‘구조적 효과’)

관찰치의 독립성이라는 통계학 가정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ERGM 분석은

그와 달리 행위자들 간 연결이 가지는 의존성을 모형에 반영한다(van

der Pol, 2019).

둘째, ERGM은 행위자들 간 연결의 의존성에 대한 효과만을 모형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행위자 속성과 다른 네트워크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Lusher et al., 2013), ERGM은 본 연구의 분석적 프레임워

크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분석 방법이다. 이처럼 ERGM 분석은

행위자들의 연결들(네트워크)이 단순히 자기조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

위자들의 속성을 모형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ERGM 분석에서 사용할 변수들을 측정할 때 인과적

추론을 모색하기 위한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ERGM 분

석에 활용되는 네트워크 자료가 흔히 횡단면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특히 행위자 간 연결 흐름들 간의 동반 효과의 경우

아무리 정교하게 분석하더라도 인과관계로 설명하기 쉽지 않다(Lu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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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예를 들어, 교사 간 우정 관계가 교사 간 조언 관계를 설명

하는 데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정 관계가 조

언 관계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알아내기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에서 특히 중요한데, 본 연구의 경우에 주요 설명

변수들(공식적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 다른 수직적 협의체, 공문서, 메모

보고, 이메일)이 일종의 연결 흐름들의 행렬로서 그러한 동반 효과에 기반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주요 설명변수들의 시간적 범위가 종속변수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시간적 범위보다 선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예견적 조정

기제와 관련된 설명변수들(공식적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 다른 수직적

협의체)의 경우에 2개월 정도 선행하도록 했다.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

일의 시간적 범위(2017년 5월 1일 〜 2019년 7월 31일)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1기 시간적 범위(2017년 10월 19일 〜 2019년 4월 9일)보다

넓은 점에서 시간적으로 선행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의 시간적 범위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2기 시간적

범위(2019년 4월 10일 〜 2020년 10월 1일)보다는 확실히 선행한다.

특히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의 경우 2기 ERGM 모델

에서 시차적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는 적응적

조정 기제의 경우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이 공통성들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견적 조정 기제들은

직접적인 조정을 목적으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차를 가질

필요가 없지만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장기적인 시차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본 연구는 ERGM 분석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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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틀에서 제시한 모든 효과들을 ERGM 모형에 반영하였다(<그림

17>). 또한, 본 연구는 종단면 연구설계에 따라서 1기와 2기에 대하여

각각 ERG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분석 결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식별했다. R의 ERGM 관련 패키지들(‘ergm’, ‘statnet’ 등)을 활용

하여 ERGM 분석을 진행했다.

3. 사례분석

본 연구는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과 ERGM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사례분석을 진행하였다. 특히

사례분석은 ERGM 분석의 결과에 따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난 조정 기제

들을 중심으로 그 이면에 있는 메커니즘들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하였다. 즉, 통계적 검증의 결과로는 그러한 가설들이 작동하는 근원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알 수 없기 때문에(Freedman, 1991), 이를 알아내려고

시도함으로써 ERGM 분석 결과를 보완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례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크게 세 개 그룹의 사례를 채택하여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의 조정 기제 작동과 관련하여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의사결정과 정부기관의 행동이 어떻게 이어지는 보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살펴보았다.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표되는 안건들은 많은 경우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의

반복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2018년 12월 14일에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의 반복적인 협의와 숙의를

거친 끝에 발표된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사례는

공식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어떤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례이다.



141

둘째, 수평적 협의체의 조정 기제 작동을 살펴보기 위하여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계획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례를 채택했다. 전자의 경우에는

수평적 협의체와 공식적 협의체가 어떻게 맞물려서 작동하는지, 후자의

경우에는 수평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노력이 실제 정부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을 보기 위해 실험실 창업 사례를

채택했다. 실험실 창업 사례는 전체 분석 기간 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적 행동으로 5차례나 이어졌다는 점에서 두 기관 간에

끈끈하고 장기적인 협력의 특징을 보여준 사례이다. 또한, 두 기관은 이

사례에 이어서 ‘학생 창업유망팀 300’과 같은 다른 협력적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이 사례를 통해 적응적 조정 기제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어떻게 영향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

사례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활용하였다. 첫째, 앞서

수집했던 정부 보도자료들과 공문서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특히 본 연구의 이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단순한 수치를 제공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사례분석을 진

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

둘째, 사례와 연관된 담당자 또는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다. 사례분석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3

명의 정부 관계자들(대상자 F, G, I)과 3명의 전문위원들(일자리위원회

특별․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속)(대상자 J, K, L)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에 대한 인터뷰는 2021년 12월 12일부터 12월 28일에 걸쳐

이루어졌다22).

22) 이 연구에서의 인터뷰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 승인 아래 실시되었다
(IRB No. 2112/0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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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제 1 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분석

1. 기술통계 :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1)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본 연구는 먼저 분석 기간 동안에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기관 보

도자료 수를 살펴보았다(<표 16> 참조). 이때 정부기관의 대응에 대해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활동을 본청의 활동과 소속/산하

기관의 활동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정부기관의 활동에

복수의 담당 기관이 표시된 경우 본청의 어느 하나의 과라도 연관되는

경우에는 본청의 활동으로 분류하고 순수하게 소속/산하기관들과만 관련

되는 경우에는 소속/산하기관의 활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내용에 기초

하여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기관 보도자료 수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먼저, 보도자료로 드러나는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전체 정부기관

활동의 수는 1기보다 2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556개 → 1,403개).

이는 소속/산하기관의 행동이 다소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342개

→ 222개),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본청의 활동은 아주 약간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1,214개 → 1,181개). 그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

기관 활동 수 전체에서 본청의 과들에 의해 수행된 활동의 비중이 1기에

78%에서 2기에 84.2%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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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보도자료 수(발신기관 기준)

정부기관 이름
1기 2기

본청
소속/

산하

합계

(비율)
본청

소속/

산하
합계

고용노동부 251
(49.2)

259
(50.8)

510
(100)

372
(66.2)

190
(33.8)

562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9
(98.3)

2
(0.7)

121
(100)

75
(96.2)

3
(3.8)

78
(100)

교육부 79
(100)

0
(0)

79
(100)

45
(100)

0
(0)

45
(100)

국민권익위원회 20
(100)

0
(0)

20
(100)

25
(96.2)

1
(3.8)

26
(100)

국토교통부 72
(100)

0
(0)

72
(100)

77
(100)

0
(0)

77
(100)

기획재정부 83
(100)

0
(0)

83
(100)

44
(100)

0
(0)

44
(100)

법무부 18
(100)

0
(0)

18
(100)

13
(100)

0
(0)

13
(100)

보건복지부 32
(97.0)

1
(3.0)

33
(100)

37
(100)

0
(0)

37
(100)

산업통상자원부 87
(98.9)

1
(1.1)

88
(100)

46
(100)

0
(0)

46
(100)

여성가족부 34
(100)

0
(0)

34
(100)

29
(100)

0
(0)

29
(100)

인사혁신처 76
(93.8)

5
(6.2)

81
(100)

79
(96.3)

3
(3.7)

82
(100)

일자리기획단 27
(100)

0
(0)

27
(100)

31
(100)

0
(0)

31
(100)

중소벤처기업부 141
(99.3)

1
(0.7)

142
(100)

168
(100)

0
(0)

168
(100)

통계청 41
(100)

0
(0)

41
(100)

42
(100)

0
(0)

42
(100)

해양수산부 44
(100)

0
(0)

44
(100)

35
(100)

0
(0)

35
(100)

행정안전부 58
(87.9)

8
(12.1)

66
(100)

45
(91.8)

4
(8.2)

49
(100)

합계 1,214
(78.0)

342
(32.0)

1,556
(100)

1,181
(84.2)

222
(15.8)

1,4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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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부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정부기관 보도자료 수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두 시기 모두에 걸쳐서 가장 많은 활동을 하였다. 고용노

동부는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의 주체로서 본청에 있는 여러

과들뿐만 아니라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의한 많은 수의 정부기관 활동들이 나타났다. 아래의 <그림 21>은

고용노동부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일자리 이슈 관련 개별적

행동 사례를 보도자료로 발표한 사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발달장

애인의 특징이나 장점을 고려한 직업영역개발 및 직무 매칭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민간기업인 ㈜테스트웍스와 체결하였음을 발표했다. 이처럼

노동부의 산하기관은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이슈 관련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림 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일자리 이슈 관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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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본 연구는 연구 방법에서 밝힌 것처럼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것처럼 정부기관의 소속/산하기관이 아니라 본청의 행동

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정부기관의 본청의 행동들 중

에서 두 시기에 걸쳐서 일자리 이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양을 보면, 1기에

비해 2기에 협력적 행동과 개별적 행동 모두 더 약간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의 경우에 1기(123개)에 비해 2기

(111개)에 10% 정도 더 적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정부기관별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의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협력적 행동의 절대적인 수에서 1기와 2기 모두 고용

노동부가 가장 많은 협력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기: 23개, 2기:

29개). 그 다음으로 많은 협력적 행동을 하는 정부기관은 두 시기 모두

기획재정부이다(1기: 23개, 2기: 21개). 반대로 가장 적은 협력적 행동을

하는 정부기관은 1기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인사혁신처(이상 1개)이고, 2기의 경우 법무부, 보건복지부, 통계

청(이상 1개)이다.

개별적 행동을 포함한 전체 행동 수 대비 협력적 행동 수의 비율로 살펴

보면, 1기와 2기 모두 기획재정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기와 2기 모두 많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행동

하는 경우에는 협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일자리기획단의 경우에도 협력적 행동의 비율이 1기(25.9%) 2기(19.4%)

모두 다른 기관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일자리기획단이 사업 부서가 아니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기획이나 감독,

네트워크 관리와 같은 업무와 관련된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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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시기별 정부기관 행동 기술통계(발신기관 기준)

정부기관 이름
1기 2기

협력적

행동

개별적

행동

합계

(비율)

협력적

행동

개별적

행동

합계

(비율)

고용노동부 23
(9.2)

228
(90.8)

251
(100)

29
(7.8)

343
(92.2)

372
(1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
(10.9)

106
(89.1)

119
(100)

4
(5.3)

71
(94.7)

75
(100)

교육부 15
(19.0)

64
(81.0)

79
(100)

6
(13.3)

39
(86.7)

45
(100)

국민권익위원회 1
(5.0)

19
(95.0)

20
(100)

2
(8.0)

23
(92.0)

25
(100)

국토교통부 5
(6.9)

67
(93.1)

72
(100)

6
(7.8)

71
(92.2)

77
(100)

기획재정부 23
(27.7)

60
(72.3)

83
(100)

21
(47.7)

23
(52.3)

44
(100)

법무부 1
(5.6)

17
(94.4)

18
(100)

1
(7.7)

12
(92.3)

13
(100)

보건복지부 1
(3.1)

31
(96.9)

32
(100)

1
(2.7)

36
(97.3)

37
(100)

산업통상자원부 5
(5.7)

82
(94.3)

87
(100)

9
(19.6)

37
(80.4)

46
(100)

여성가족부 1
(2.9)

33
(97.1)

34
(100)

2
(6.9)

27
(93.1)

29
(100)

인사혁신처 1
(1.3)

75
(98.7)

76
(100)

5
(6.3)

74
(93.7)

79
(100)

일자리기획단 7
(25.9)

20
(74.1)

27
(100)

6
(19.4)

25
(80.6)

31
(100)

중소벤처기업부 17
(12.1)

124
(87.9)

141
(100)

11
(6.5)

157
(93.5)

168
(100)

통계청 2
(4.9)

39
(95.1)

41
(100)

1
(2.4)

41
(97.6)

42
(100)

해양수산부 2
(4.5)

42
(95.5)

44
(100)

2
(5.7)

33
(94.3)

35
(100)

행정안전부 6
(10.3)

52
(89.7)

58
(100)

5
(11.1)

40
(88.9)

45
(100)

합계 123
(10.4)

1,059
(89.6)

1,182
(100)

111
(9.5)

1,052
(90.5)

1,16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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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의 <표 17>에 제시된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의 수는 발신

기관 기준으로 정리된 것으로서 발신기관별로 중복하여 협력적 행동의

수를 발표한 것들이 합산되어 있다. 발신기관별로 중복하여 제시된 협력적

행동의 수를 제거하면 아래의 <표 1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8>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수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도출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도출하였으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표 19> 참조). 먼저,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밀도는 1기에 비하여 2기에 다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변화율 -1.5%). 이는 링크 수의 감소(64개→ 63개)에 따른

것으로서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연결의 정도가 아주 조금 감소하였음을

가리킨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통합성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군집화 계수와 이행성은 모두 1기에 비하여 2기에 감소

하였는데, 이는 2기에 네트워크에서 연결하는 행위자들이 더 많은 연결

들을 만들면서 나타나는 군집화 경향이 더 적게 나타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모두 네트워크의 통합성의 정도가 1기에 비하여 2기에

낮아졌음을 공통적으로 가리킨다.

구분 1기 2기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
보도자료 수

88 73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수

188 140

링크 수 6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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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네트워크의 또 다른 구조적 특징으로서 네트워크가 소수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행위자들에게 얼마나 집중되는지를 가리키는

집중화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집중화의 정도는 어느 중심성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다.

먼저, 내향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집중화 수준은 1기보다 2기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집중화 수준은 소수의 정부기관들이 협력적 행

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집중적으로 받는지 아니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분산적으로 받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를 때 2기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1기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정부기관들이 협력적 관계를 맺고

도움을 받는 데 있어 분권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집중화 수준은 1기보다 2기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중심성을 기준으로 집중화 수준은 소수의 중개자 위치에 있는 정부

기관들이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적 노력을 중개하는 데 있어 집중적인 영

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집중화 지표가 1기보다 2기에

증가했다는 것은 1기보다 2기에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적 노력을 중개하는

영향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19>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기술통계

구분

1기 네트워크

(2017.10.19.∼

2019.4.9)

2기 네트워크

(2019.4.10.∼

2020.10.1)

변화율

네트워크 밀도 0.267 0.263 -1.5%

군집화 계수 0.626 0.571 -8.8%

이행성 0.458 0.434 -5.2%

집중화

내향연결
중심성 0.569 0.431 -24.3%

매개
중심성 0.256 0.29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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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1기)

<그림 23>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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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행위자에 대한 분석

1. 중심성 분석 :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세 가지 중심성 지표를 활용하여 두 시기의 협력적 행동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행위자를 식별하였다(내향연결 중심성, 외향연결 중심성, 매개

중심성). 먼저 내향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보면, 1기와 2기 모두 중소벤처

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중심적인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두

정부기관들은 각각 창업과 고용을 담당하는 주무기관이자 사업기관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보유하며 결과적으로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정부기관들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부기관의 협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공동 과업

수행을 요구하는 복잡하고 모호한 성격을 가진 행동을 할 때 다른 정부

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1기에는

고용노동부의 내향연결중심성이 0.8000으로 가장 높고 중소벤처기업부의

내향연결중심성이 0.7333으로 그 다음으로 높지만, 2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0.6250)가 고용노동부(0.4375)보다 다른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

내는 데 있어 조금 더 영향력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내향연결 중심성을 기준으로 볼 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이어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협력적 행동의 지원을 받는 데 있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 기획재정부의 내향연결 중심성은 0.5000

으로 세 번째로 높고 2기에 기획재정부의 내향연결 중심성은 0.3750으로

네 번째로 높다. 또한, 1기에 국토교통부의 내향연결 중심성은 0.3125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네 번째로 높고, 2기에 국토교통부의 내향연결 중심

성은 0.4375로 두 번째로 높다. 그 외의 기관들은 내향연결 중심성 측면

에서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은 정도의 수치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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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내향연결 중심성 기준)

1기 네트워크 2기 네트워크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1 고용노동부 0.8000 1 중소벤처기업부 0.6667

2 중소벤처기업부 0.7333 2 고용노동부 0.4667

3 기획재정부 0.4000 2 국토교통부 0.4667

4 행정안전부 0.3333 4 기획재정부 0.4000

4 국토교통부 0.3333 4 산업통상자원부 0.4000

6 일자리기획단 0.2667 4 인사혁신처 0.3333

6 교육부 0.2667 7 일자리기획단 0.266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667 7 국민권익위원회 0.2667

9 산업통상자원부 0.2000 7 교육부 0.2667

9 국민권익위원회 0.2000 10 행정안전부 0.2000

평균 0.2670 평균 0.2630

다음으로 외향연결 중심성 측면에서 보면, 이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

부와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외향연결 중

심성은 어떤 정부기관이 다른 정부기관을 위하여 공동 과업 수행을 지원

하거나 도움을 제공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가리킨다. 중소

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창업과 고용을 담당하는 사업기관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기관들의 활동에 관여하고 많은 도움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외향연결 중심성(0.6000)이 고용노동부의 외향연결 중심성(0.5333)보다

조금 높다. 2기에는 반대로 고용노동부의 외향연결 중심성(0.6000)이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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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부의 외향연결 중심성(0.5000)보다 조금 더 높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외향연결 중심성이 높은

기관은 1기에는 일자리기획단과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

0.4000)이고, 2기에는 교육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상 0.4000)이다. 이러한

기관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정부기관들의

과업 수행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적 행동에 참여하는 기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1>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외향연결 중심성 기준)

1기 네트워크 2기 네트워크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1 중소벤처기업부 0.6000 1 고용노동부 0.6000

2 고용노동부 0.5333 2 중소벤처기업부 0.5333

3 일자리기획단 0.4000 3 교육부 0.4000

3 행정안전부 0.4000 3 산업통상자원부 0.4000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000 5 보건복지부 0.3333

6 교육부 0.3333 6 일자리기획단 0.2667

7 기획재정부 0.2667 6 국토교통부 0.2667

7 보건복지부 0.2667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2667

7 산업통상자원부 0.2667 6 행정안전부 0.2667

7 국토교통부 0.2667 10 기획재정부 0.2000

10 국민권익위원회 0.2000

평균 0.2670 평균 0.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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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행위자(매개중심성 기준)

1기 네트워크 2기 네트워크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순위 행위자 이름 중심성

1 중소벤처기업부 0.3083 1 중소벤처기업부 0.3462

2 고용노동부 0.2376 2 고용노동부 0.2833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1921 3 산업통상자원부 0.0951

4 행정안전부 0.1413 4 교육부 0.0673

5 법무부 0.0667 5 법무부 0.0667

6 국토교통부 0.0481 6 통계청 0.0619

7 교육부 0.0416 7 기획재정부 0.0538

8 기획재정부 0.0365 8 행정안전부 0.0495

9 일자리기획단 0.0184 9 국토교통부 0.0353

10 보건복지부 0.0048 10 국민권익위원회 0.0210

⋮

12 일자리기획단 0.0089

평균 0.0680 평균 0.0640

마지막으로 매개 중심성 측면에서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가장 중심적인 행위자임을 알 수 있다. 매개 중심성이 다른 정부기관들

간에 협력적 관계들을 가지는 데 있어 다른 정부기관들 간에 중개자 역할을

하는 정도를 가리킨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함께 협력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많은 협력적 노력들을 제공하고

(외향연결 중심성) 많은 협력적 노력들을 받으며(내향연결 중심성) 나아

가서는 다른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노력들을 중개해주는(매개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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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기에 중소벤처기업의 매개 중심성은

0.3083이고 고용노동부의 매개중심성은 0.2376이며, 2기에 중소벤처기업의

매개 중심성은 0.3462이고 고용노동부의 매개 중심성은 0.2833이다. 두

시기 모두 중소벤처기업부의 매개 중심성이 고용노동부의 매개 중심성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매개 중심성이 높은 정부

기관은 1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0.1921)와 행정안전부(0.1413)이고 2

기에는 산업통상자원부(0.0951)로 나타났다. 그 외의 기관들은 평균값과

거의 유사하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주변적인 행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일자리기획단의 역할

그렇다면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일자리기획단은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네트워크 관리

조직인가? 일자리기획단은 일단 내향연결 중심성과 매개 중심성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면 네트워크에 있는 행위자들 간 협력적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17개 정부기관들 중에서 내향연결

중심성의 경우 중간 수준(1기: 6위, 2기: 7위)이고 매개 중심성의 경우에는

하위권 수준(1기: 9위, 2기: 13위)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기획단의 매개

중심성 순위가 내향연결 중심성 순위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일자리

기획단이 같이 협력적 행동을 하는 파트너들이 주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

기업부와 같이 다른 행위자들과 많은 연결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내향연결 중심성보다 매개 중심성의

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만으로는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일자리기획단이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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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조직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아래의

<표 23>에서 제시된 링크의 현황들을 살펴보면 유용하다.

<표 23> 일자리기획단의 연결 특성

1기 네트워크 2기 네트워크

파트너 이름
빈도

행위자 이름
빈도

송신 수신 송신 수신

산업통상자원부 3 3 산업통상자원부 5 3

중소벤처기업부 3 3 고용노동부 3 2

기획재정부 2 0 국토교통부 2 1

고용노동부 2 2 중소벤처기업부 1 0

행정안전부 1 1 보건복지부 0 1

국토교통부 1 0

3. 소결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1기와 2기 협력적 행동 네트

워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들을 공유하고 있다. 첫째, 두

시기 협력적 행동 네트워크는 링크의 수나 네트워크의 밀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 둘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일자리 사업의 두

핵심 사업부처가 중요한 행위자로 나타났다. 셋째,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

공식적 협의체로부터 권한 위임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은 네트

워크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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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1기와 2기 협력적 네트워크는 다음에 있어서 상이한 특징을

보였다. 첫째, 1기보다 2기에 이행성이나 군집화 계수 등의 지표가 감소

하여 네트워크의 응집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행위자들이 자신의 주위에 있는 다른 행위자

들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군집화하는 경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둘째, 1기보다 2기에 협력적 관계가 들어오는 흐름에 있어서는 더욱

분권화된 네트워크의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관계들을 매개하는 지위에

있어서는 집권화된 경향을 보였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네트워크 관리

조직 모드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더욱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Koliba et al., 2018; Provan et al., 2009;

Provan & Kenis, 2008). 그러나 최소한 이러한 경향을 주도하는 것은 일

자리기획단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와 같은 중심기관들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네트워크 관리조직은 직접 서비스 전달을 수행하지 않

으면서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상호작용, 의사소통 등을 관리하는 행위자를

가리킨다(Provan et al., 2009; Provan & Milward, 2001). 그러한 점에서

협력적 행동을 주도하며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

기업부는 적어도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 관리조직은 아니다.

셋째,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의 역할과 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세 가지 중심성 지표에서 모두 일자리기획

단의 중심성은 1기보다 2기에 더 낮게 나타났다. 결국, 일자리기획단은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네트워크 관리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이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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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추론적 네트워크 분석

제 1 절 기술통계

1. 예견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 공식적 협의체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는 2017년 10월 18일에 개최된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후속 회의들을 통해 그러한 로드맵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일자리 이슈의

내용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아래의 <표 24>와 <표 25>는 1기와

2기에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다루어진 안건들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1기(2017년 8월 19일

∼ 2019년 2월 9일)에는 3차 회의에서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과 함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함께 발표되었으며 그 이후 6번의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러한 본 회의들에서는 청년 일자리 대책(5차), 혁신창업

조성(6차), 사회서비스 일자리(9차)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다양한

분야별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여기에 6차와 7차 사이에 일자리위원회 여성

TF에서 관계부처와의 추가 회의한 것을 또한 공식적 협의체의 활동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일자리위원회가 본 회의에서 발표된 것에

준하여 회의 결과로서 합동으로 의결했음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기에는 총 8개의 회의를 통한 조정이 분석대상으로서 공식적 협의체의

결과물로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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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식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1기)

구분 차수(일시) 회의안건

1기

(2017.

8. 19.

~

2019.

2. 9.)

3차
(2017. 10. 28.)

1.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
2.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4차
(2017. 12. 12.)

1. 과학기술․ICT기반 일자리 창출방안
2.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
3. 일자리통계 개선 방안

(비공식)
1. 여성 일자리대책
2.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이행점검 방안
3. ‘18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운영방안

5차
(2018. 3. 15.)

1. 청년 일자리 대책

6차
(2018. 5. 16.)

1.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2.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3.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4. 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

추가
(2018. 7. 5.)

1.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

7차
(2018. 9. 11.)

1.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

2. 4차 산업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소프트웨어(SW)
일자리 창출 전략

3. 지식재산(IP)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대책

8차
(2018. 10. 4.)

1.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

9차
(2018. 12. 14.)

1.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
2.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3.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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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2기(2019년 2월 10일 ~ 2020년 8월 2일)는 10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부터 15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까지 총 6개의 회의를 통한 조정이

분석 대상으로서 본 연구에 포함되었다. 2기에는 1기에서와 달리 본회의에

추가하여 일자리위원회의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관계부처 합동 결정 사항을 발표한 경우는 없었다.

<표 25> 공식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2기)

구분 차수(일시) 회의안건

2기

(2019.

2. 10.

~

2020.

8. 2.)

10차
(2019. 4. 10.)

1. 일자리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중심으로)

2. 일자리 대책 이행점검 및 현장 간담회 추진계획
3. 사람투자 10대 과제
4.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11차
(2019. 6. 4.)

1.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
2.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12차
(2019. 9. 3.)

1. 지역고용정책 개선방안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

3.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4. 디자인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5. 일자리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3차
(2019. 11. 19.)

1.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
개조 계획(안)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3. 국민내일 배움카드 시행계획

14차
(2020. 3. 9.)

1.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15차
(2020. 5. 15.)

1. 건설현장 체불근절을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개선
방안

2.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정책 강화 방안
3. 신중년 퇴직 전문인력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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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공식적 협의체의 결과물들이 보도자료로 발표되면서 나타나는

관계적 특성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표 26>을 통해 1기에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10개 과업 조정 연결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6>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10개 과업 조정 연결들(1기)

순위 협력 제공 기관 협력 수신 기관 빈도

1 고용노동부 일자리기획단 4

2

일자리기획단 고용노동부

3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기획단

국토교통부 일자리기획단

행정안전부 일자리기획단

10

일자리기획단 기획재정부

2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기획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기획단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기획단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일자리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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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획단이 공식적 협의체의 회의들을 주관하면서 많은 과업 조정

연결들에서 협력 제공 기관 또는 수신 기관임을 알 수 있다. 과업 조정

연결 흐름들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기획단에게 협력을 제공하는 흐름이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기획단이 기획

하고 준비하는 의제들에서 공동 과업 조정을 하기 위하여 참여하고 많은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였다. 고용노동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

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에

참여하고 일자리기획단에 협력을 제공하였다.

또한, 일자리기획단 이외의 정부기관들 사이에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두드러진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기관들이 공동 과업 조정을 위해 협력을 제공하거나 수신하는 연결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여러 정부기관들이 참여함을 암시한다.

한편, 이러한 과업 조정 연결 흐름들은 일자리기획단으로 일방향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적이고 그래서 상호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제가 다루어지고 일자리기획단에 의해서만 보도

자료로 발표된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

통상자원부에 의해서도 자신들의 웹페이지를 통하여 별도의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음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27>을 통해 2기에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10개 과업

조정 연결들도 확인할 수 있다. 대체적인 연결 흐름들의 양상은 1기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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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10개 과업 조정 연결들(2기)

순위 협력 제공 기관 협력 수신 기관 빈도
1 고용노동부 일자리기획단 5

2 산업통상자원부 일자리기획단 4

3 일자리기획단 고용노동부 3

4

교육부 일자리기획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기획단

일자리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일자리기획단

교육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 다른 수직적 협의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으며,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협력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표 28>에는 1기에 있었던 다른 수

직적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문제가 다루어진 경우들이 나열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해 총 5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두 차례의 국무회의를

통한 과업 조정 노력이 이어졌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정책 5년 로

드맵’에 그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맞물리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또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시 같이 발표되었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어



163

사회적경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 담겨 있다.

한편, 다른 수직적 협의체로서 제도화된 정기적 회의체인 국무회의나

국정현안점검회의 외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스마트공장과 연계하여

일자리 이슈를 논의한 것이 포함된 점이 특징적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

업혁명위원회 5차 회의에서는 청년 일자리 증가,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하는 「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논의를 발표하였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이외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통해서도 일자리 문제가

논의되고 이것이 다시 정부기관들의 행동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 28>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1기)

구분 일시 내용

1기

(2017.

8. 19.

~

2019.

2. 9.)

2017. 8. 30.
(대통령 배속 회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
가족부 핵심정책 토의

2018. 2. 6.
(국무회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일자리 안정
자금」지원 대상 확대

2018. 3. 8.
(4차산업혁명위원회)「스마트공장 확산 및 고도화
전략」 논의

2018. 7. 3. (국무회의)「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발표

2018. 7. 19.

(국무총리 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의사 양성 및 병원 혁신전략」
추진

2기에도 국무회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반부패정책협의회 등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재 협의체들에서 부분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루

어졌다. 그 회수는 총 6회이고, 아래의 <표 29>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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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2기)

구분 일시 내용

2기

(2019.

2. 10.

~

2020.

8. 2.)

2019. 4. 9.
(국무회의) 일자리 정부 성과창출과 노동조건 보호
위해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안

2019. 6. 4.
(당․정․청 협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당정협의
결과 발표

2019. 10. 29.
(국무회의) 일반직 경찰 소방 등 9급 공채시험 전
문과목 필수화 관련 법령 개정안 통과

2019. 11. 8.
(반부패정책협의회)「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 발표

2019. 11. 18.
(반부패정책협의회)「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추가 공개

2019. 12. 12.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
애인 노동자 지원 방안」 발표

이어서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결정 사항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 발생

하는 공동 과업 조정 연결들을 아래의 <표 30>과 <표 31>에 정리했다.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제한적으로만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를 통한 과업 조정 연결들의 수가 많지는 않았다. 1기에는 빈

도수가 2인 연결들이 두 개 있었고, 빈도수가 1인 연결들은 총 26개가

나타났다. 아래의 <표 30>에서는 상위 2개 과업 조정 연결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게 과업 조정을 위해

제공한 연결들이 제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에서 고용노동부의 과업 조정을 도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일자리 안정자금」지원 대상 확대’와 ‘「사회

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발표’에서 고용노동부의 과업 조정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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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2개 과업 조정 연결들(1기)

순위 협력 제공 기관 협력 수신 기관 빈도

1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2기에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연결들을 아래의

<표 31>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가진 연결은 행정

안전부가 고용노동부에 대해 과업 조정하는 연결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고용노동부 조직 개편 이슈와 공공부문 공정채용 이슈와 관련하여 고용

노동부에게 과업 조정을 위한 노력을 제공하였다.

<표 31> 다른 수직적 협의체를 통한 상위 9개 과업 조정 연결들(2기)

순위 협력 제공 기관 협력 수신 기관 빈도

1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3

2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2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7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1고용노동부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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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평적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는 관련 정부기관 간에 수평적으로 조직화되는 협의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1기에 활용된 수평적 협의체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관계부처 회의

들이 있다. 특히 2017년 10월 18일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발표된

직후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 계획들이 다루어졌다. 이 외에 장관급 또는

차관급 관계부처 회의들을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채용비리

향후 관련방안’ 등의 일자리 이슈들이 검토되고 세부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1기에 수평적 협의체를 통하여 일자리 이슈들이 다루어진 경우는 총 12

번이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 32>에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2기에도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일자리 이슈들이 다루어졌다.

1기와 마찬가지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비롯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다루어졌다. 주요 이슈들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제2벤처

붐 확산방안’,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방안’ 등이 있다. 다만, 전체적

으로 2기에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서 일자리 이슈들이 다루어진 경우는

총 8번으로 1기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었다. 특히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이슈들을 다루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은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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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수평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1기)

구분 일시 내용

1기

(2017.

8. 19.

~

2019.

2. 9.)

2017. 9. 27.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혁신성장·미래 일자리·
국민 건강 이끄는 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 발표

2017. 11. 2.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발표

2017. 11. 9. (관계장관회의)｢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

2017. 12. 11.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발표

2017. 12. 20.
(경제관계장관회의)「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
자금 시행 발표

2018. 1. 29.
(관계부처 회의)「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발표

2018. 4. 16.
(경제관계장관회의)「마포 청년혁신타운 조성방안」
발표

2018. 5. 3.
(관계부처 회의) 관계부처 합동 「채용비리 향후
관리방안」 논의

2018. 8. 27. (경제관계장관회의)「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 발표

2018. 10. 31.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 1,453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등 채용 전반 정기 전수조사 실시

2019. 1. 25.
(사회관계장관회의)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19. 1. 29.
(중견기업 정책 협의회)「2019년 중견기업 성장촉진
시행계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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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수평적 협의체에서 논의된 안건(2기)

구분 일시 내용

2기

(2019.

2. 10.

~

2020.

8. 2.)

2019. 2. 21.
(관계부처 회의) 관계부처 합동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발표

2019. 3. 6.
(관계부처 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2벤처 붐 확산
전략」발표

2019. 11. 11.
(사회관계장관회의)「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현황
및 미래 사회 첨단분야 인재 등 양성 방향」발표

2019. 12. 26.
(관계부처 회의)「40대 일자리 TF」 관계부처 회의
개최

2020. 4. 24.
(사회관계장관회의)「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논의

2020. 5. 22.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2020. 5. 27.
(관계부처 회의)「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

2020. 6. 8.
(관계차관 회의)「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마련․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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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응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 공문서

공문서 데이터는 아래의 <표 3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5월 1일

에서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8,162개의 일자리 관련 공문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공문서들이 수신과 발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문서 연결

흐름의 총수는 14,411개이다. 이는 공문서 1개당 평균 연결 흐름 유발 수는

1.77이다.

<표 34>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공문서 데이터 개괄23)

구분 정부기관 간 공문서

공문서 총수 8,162

공문서 연결 흐름 총수 14,411

공문서 1개당 평균 연결 흐름 유발 1.77

일자리 관련하여 정부기관 간에 공문서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연결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각 정부기관별 연결들에 공문서의

수신 정부기관과 발신 정부기관에서 데이터 추출을 위하여 활용된 ‘과’들의

총수를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상위 15개 공문서

연결 흐름을 보면(아래의 <표 35> 참조), 인사혁신처가 공문서의 송신자

이거나 발신자인 경우가 총 13개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문제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가 다른 정부기관들과 공문서 수발신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연결

23) 여기에서 정부기관 간 공문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정부기관 간의 공문서를 가리킨다.
전체 공문서에는 분석대상인 정부기관이 분석대상이 아닌 정부기관(예를 들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해 수발신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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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사혁신처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에서 중심적인 행위자가 아님을 고려할 때, 공문서 연결 흐름은 본

연구에서의 협력적 네트워크와 다른 연결 양상이 나타남을 예상할 수 있다.

<표 35>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상위 15개 공문서 연결 흐름

순위
공문서 연결 흐름 강도

(weight)송신자 수신자

1 법무부 인사혁신처 25.8

2 인사혁신처 해양수산부 24.6

3 인사혁신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4.5

4 인사혁신처 산업통상자원부 24.5

5 인사혁신처 교육부 24.2

6 인사혁신처 법무부 24.1

7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21.7

8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21.7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혁신처 21.4

10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21.1

11 교육부 인사혁신처 20.8

12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4

13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20.4

14 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 19.1

15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18.8

평균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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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문서 연결 흐름의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법무부가 인사혁신처에게 보내는 일자리 관련 공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주로 공공 일자리와 관련된 신규 및 경력

채용과 관련된 공문서들의 연결 흐름들이 나타났으며, 이는 “2017년도

국가공무원 면접시험 문제은행 출제·검토위원 추천 및 교육참석”(문서번호:

시험출제과-851), “국가시험 관련 회의 참석 협조 요청”(문서번호: 시험

출제과-1579), “출입국관리직 경력경쟁채용시험 자체점검 결과 제출”(문서

번호: 경력채용과-5042) 등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인사혁신처에

대하여 송신한 공문서들로는 “교육부 주관 채용시험 협의결과 통보(일반

임기제)”(경력채용과-5691), “채용담당자 워크숍 개최안내 및 참석요청”

(인재정책과-5998)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문서들 역시 공공일자리와 관련된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인사혁신처를 송신자로 하는 공문서 연결 흐름들의

경우에도 공공 일자리와 관련한 업무 흐름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인사

혁신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 송신한 공문서들로는 “공무원 블라

인드 채용 관련 협조요청”(인재정책과-3574)24), “2017년도 시간선택제 국가

공무원 경채 채용후보자 임용추천”(경력채용과-8748) 등이 있다. 이러한

연결 흐름들은 인사혁신처가 송신자인 다른 연결들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인사혁신처를 송신자 또는 수신자로 하지 않으면

서도 강도가 높은 공문서 연결 흐름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위의

<표 36>에서 교육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송신하는 공문서들이다(7번째로

강도가 높은 연결 흐름). 교육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총 64개의 공문서를

보냈는데(정규화된 강도는 21.3) 대부분의 내용이 직업교육 또는 직업훈

련과 관련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직업교육 마스터플랜 민관 합동추진단

24) 문서번호에 인사혁신처 과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인사혁신처 과가 발신한 경우 외에도
수신한 경우에도 문서번호가 발행되기 때문이다. 분석 방법에서 자세히 밝힌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공문서 연결 흐름을 정규화할 때 송신 정부기관과 수신 정부기
관의 추출 과들의 총합으로 원래의 공문서 연결 흐름을 나누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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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오프 회의(2.13) 개최 안내”(중등직업교육정책과-385), “직업교육 훈련

마스터플랜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18.4.4) 개최 안내”(중등직업교육정책과

-11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19년 시행계획(안) 수립 관련

설명회”(산업일자리혁신과-804) 등이 있다. 이러한 공문서 연결 흐름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적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업무 흐름이다.

비슷한 측면에서, 고용노동부가 여성가족부에 보내는 문서 흐름들이

두드러진다(12번째로 강도가 높은 연결 흐름). 이러한 문서 흐름들로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인터뷰 참석 요청”(일자리정책평가과

-1540),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제출”(고용

보험기획과-6431) 등이 있다. 이러한 문서를 통한 업무 흐름들이 고용노

동부와 여성가족부 간에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의견교환, 인식

공유로서 이들 간의 협력적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메모보고

메모보고 데이터는 아래의 <표 3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7년 5월

1일에서 2019년 7월 31일까지 총 41개의 일자리 관련 메모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기관들 간에 메모보고를 송수신

하기는 하지만 양적인 규모 측면에서 공문서에 비해서 적게 활용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메모보고들이 수신과 발신을 통해 만들어내는 메모보고

연결 흐름의 총수는 88개이다. 이는 메모보고 1개당 평균 연결 흐름 유발

수는 2.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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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메모보고 데이터 개괄25)

구분 정부기관 간 메모보고

메모보고 총수 41

메모보고 연결 흐름 총수 88

메모보고 1개당 평균 연결 흐름 유발 2.15

일자리 관련하여 정부기관 간에 메모보고를 주고받으면서 만들어내는

연결 흐름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하여 정부기관 간 연결의 수를 발신

정부기관의 추출된 과의 수로 나누어 정규화하였다.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상위 10개 메모보고 연결 흐름을 보면(아래의 <표 37> 참조),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메모보고 업무 흐름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여성가

족부가 인사혁신처에 보내는 메모보고 업무 흐름이다. 여성가족부는 인사

혁신처에 대하여 “2017년 여성인재풀 2차~4차 자료 등재 요청”, “17년

10월말 국가인재db 추천현황 자료 제출 요청드립니다.” 등 주로 인사혁

신처가 관리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관리하기 위해 메모보고를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부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에 발송한 메모보고 연결들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과제별 성과점검표 및 세부추진계획(관리

카드) 제출”, “사람투자 10대 과제 '20년 예산안 개요 요청('19.6.10.(월)

12:00까지)” 등이다.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이나 ‘사람투자 10대 과제’는

이후에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라는 점에서, 메모

보고의 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정부기관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준다.

25) 여기에서 정부기관 간 공문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정부기관 간의 공문서를 가리킨
다. 전체 공문서에는 분석대상인 정부기관이 분석대상이 아닌 정부기관(예를 들어, 산
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해 수발신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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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상위 10개 메모보고 연결 흐름

순위
메모보고 연결 흐름 강도

(weight)송신자 수신자

1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6.7

2 교육부 고용노동부 1.5

2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1.5

2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1.5

5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5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1

5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청 1

8 보건복지부 교육부 0.8

8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0.8

10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0.7

10 통계청 법무부 0.7

10 통계청 일자리기획단 0.7

평균 0.1

3) 이메일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이메일 연결 흐름 총수는 11,505개이다. 공문

서와 메모보고 데이터는 발신기관이 복수의 수신기관에 대해 같은 제목

으로 발신한 경우들이 식별되어 공문서 또는 메모보고의 총수와 그로 인해

유발되는 연결 흐름의 총수가 구분되었다. 이와 달리 이메일의 경우에는

데이터 구조상 정부기관 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은 총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이메일의 연결 흐름의 총수를 가리킨다. 정부기관 간 이메일 연결

흐름 총수는 11,505개로서 공문서 연결 흐름 총수(14,411개)보다는 적고,

메모보고 연결 흐름 총수(88개)보다는 훨씬 크다. 이로부터 이메일은 정부

기관 간에 상당히 활성화된 의사소통 수단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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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이메일 데이터 개괄26)

구분 정부기관 간 이메일

이메일 연결 흐름 총수 11,505

<표 39> 일자리 관련 정부기관 간 상위 15개 이메일 연결 흐름

순위
이메일 연결 흐름 강도

(weight)송신자 수신자

1 일자리기획단 고용노동부 656

2 일자리기획단 중소벤처기업부 164

3 일자리기획단 산업통상자원부 111

4 교육부 고용노동부 110

5 일자리기획단 보건복지부 110

6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106

7 일자리기획단 행정안전부 106

8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87.2

8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82

10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75

11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68.1

12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67.2

13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63

14 일자리기획단 인사혁신처 58

15 법무부 고용노동부 57

평균 13.4

26) 여기에서 정부기관 간 공문서는 분석대상에 포함된 정부기관 간의 공문서를 가리킨다.
전체 공문서에는 분석대상인 정부기관이 분석대상이 아닌 정부기관(예를 들어,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대해 수발신한 문서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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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정부기관 간 연결 흐름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발신 정부기관의 추출 ‘과’를 기준으로 정규화한 연결

흐름을 보면, 일자리기획단이 송신자로서 고용노동부(656), 중소벤처기업부

(164), 산업통상자원부(111), 보건복지부(110), 행정안전부(106)에 이메일을

보낸 연결 흐름들이 높은 순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고용노동

부는 수신자로서 일자리기획단, 교육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행정안

전부 등으로부터 많은 수의 이메일을 받음을 알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적응적 조정기제로서 정부기관들 간에 활용하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데이터의 특징들과 통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상호

작용들이 만들어내는 정부기관 간 상호작용 흐름들의 기술통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아래의 <표 40> 참조). 이는 정부기관별 추출된

‘과’의 수를 고려하여 정규화한 값들이다. 16개 정부기관이 가질 수 있는

정부기관 간 링크는 총 240(16×15=240)개이고 이러한 링크 전체를 관찰

하고 분석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세 가지 연결 흐름의 관측치는 모두 240

으로 동일하다.

<표 40> 적응적 조정기제 연결 흐름에 대한 기술통계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공문서 연결 흐름 240 4.6
(6.2) 0 25.8

메모보고 연결 흐름 240 0.1
(0.49) 0 6.7

이메일 연결 흐름 240 13.4
(47.6) 0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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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에 대한 통계

자원부존량으로서 정부기관의 일자리 예산을 아래의 <표 41>과 같이

정리하였다. 정부기관의 일자리 예산의 평균값은 2018년에 1,055이고

2019년에는 1,286이다. 최대값은 2018년에 12,626(고용노동부)이고 2019

년에는 14,919(고용노동부)이다. 최소값은 두 시기 모두 0이고 국민권익

위원회, 일자리기획단, 통계청이 이에 해당한다.

<표 41> 자원부존량에 대한 기술통계

(단위 : 10억원)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원부존량(2018) 16 1,055
(3157) 0 12,626

자원부존량(2019) 16 1,286
(3748) 0 14,919

정부기관의 일자리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정부기관들의 일자리 예산의 총액은 약 16조 8850억에서 약

20조 5700억원으로 21.8% 증가하였다. 특히 각각 고용 문제와 창업 문제의

사업 담당 정부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일자리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2018년과 비교하여 2019년 큰 폭의 변화를 겪은 일부 정부

기관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일자리 예산은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자리 예산으로 2018년에

약 30억원을 배정받았으나 2019년에는 약 2120억원을 배정받아 증가율이

697.7%에 이른다. 이러한 큰 폭의 증가는 2019년에 행정안전부 예산 프로

그램으로 ‘일자리지원’이 새롭게 추가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라는 이름의 세부사업에 약 2086억이 배정된 것에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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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다른 정부기관들의 일자리 예산이 증가한 것과 달리 교육부는

일자리 예산이 감소하였다.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대학창업펀드조성’,

‘과학기술인재육성사업’ 등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에 배정된 예산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증가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평생․직업 교육’ 예산 부문의

경우 세부사업들이 추가되고 그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러나 2018

년에 많은 예산이 배정되었던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사업(R&D)’(약

2350억원)이 2019년에 ‘의과학자 육성 지원(R&D)’(2.9억원)으로 축소되면서

전체적으로 배정된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다.

<표 42> 정부기관의 일자리 예산 현황

(단위: 10억원)

구분 2018년 2019년 변화율

고용노동부 12,626 14,919 1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32 284 22.4%

교육부 325 196 -39.7%

국민권익위원회 0 0 -

국토교통부 6 9 50%

기획재정부 12 10 -16.7%

법무부 7 9 28.6%

보건복지부 812 1,038 27.8%

산업통상자원부 129 164 27.1%

여성가족부 57 57 -

인사혁신처 13 13 -

일자리기획단 0 0 -

중소벤처기업부 2,648 3,643 37.6%

통계청 0 0 -

해양수산부 12 16 37.6%

행정안전부 3 212 697.7%

합계 16,885 20,570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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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ERGM)

1. 1기

1기에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43>과 같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만들

어진 직후 약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일자리 이슈와 관련하여 형성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미친 효과를 세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모형 1은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와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는 통제

효과만을 반영한 모형이다. 먼저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와 관련하여

무작위적인 두 정부기관이 협력적 관계를 가질 경향성을 가리키는 기본

연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진다. 이는 네트워크의

밀도가 높으면 양(+)의 관계를 가지고, 반대로 네트워크의 밀도가 낮으면

음(-)의 관계를 가지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상호성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의

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는 어느 한 기관이 다른 한 기관에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계수의 크기는 2.799인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있을 확률이 16.4배(exp(2.799)=16.4) 높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

과는 네트워크의 균형 이론에 따른 상호성의 원리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인 이행성의 원리와 선호적 연결

등 다른 효과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수의 이행적 경로와 활동

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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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1기 ERGM 분석결과

변수
1기

모형1 모형2 모형3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 연결
-4.115***
(0.634)

-4.252***
(0.741)

-4.278***
(0.771)

상호성
2.799***
(0.554)

2.806***
(0.577)

2.799***
(0.579)

복수의
이행적 닫힘

0.579
(0.379)

0.474
(0.395)

0.494
(0.393)

복수의
이행적 경로

0.023
(0.095)

-0.002
(0.103)

0.020
(0.106)

선호적 연결
1.348
(1,670)

1.492
(1.714)

1.753
(1.789)

활동성
-1.113
(1.330)

-0.763
(1.344)

-0.751
(1.425)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0.589***
(0.188)

0.612***
(0.223)

0.609***
(0.220)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0.864**
(0.402)

0.884**
(0.435)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0.997
(0.724)

0.799
(0.789)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0.824
(1.042)

-1.386
(1.120)

다른 수직적
협의체

-0.329
(0.525)

-0.295
(0.548)

수평적 협의체
0.715***
(0.253)

0.639***
(0.259)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0.429
(0.300)

메모보고(1기)
-0.075
(0.488)

이메일(1기)
0.18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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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자원부존량이 미치는 수신자

효과는 1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부기관들이 많은 일자리 예산을 가진 정부기관에게 접근하여

협력적 노력을 제공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자원

의존이론에 따르면, 정부기관을 포함한 조직은 자원을 풍부하게 가진 기관

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 생존 가능성, 영향력, 권력을 높이는 성향을 가진다

(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4; Pfeffer & Salancik,

1978). 정부기관들이 일자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동할 때 일자리

예산을 풍부하게 가진 정부기관들과 협력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추후에

자신들의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림 24> 통제효과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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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와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한 통제효과는

모형2와 모형3에서도 모형1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복수의 이행적 경로의 경우

모형1과 모형3에서 작지만 양(+)의 계수를 가지는 것과 달리 모형2에서는

음(-)의 계수를 가져서 사뭇 상반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이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림 24>를 통해 통제효과들의 계수에

대한 플롯을 제시했다. 이것은 시뮬레이션된 네트워크들의 계수들의 분포

들을 통해서 계수들의 95% 신뢰구간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는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효과는 파란색

으로 표시했다. 이에 따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성과 자원부존량을

제외한 나머지 효과들은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모형2와 모형3을 통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조정 기제에 관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예견적

조정 기제에서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은 모형2와 모형3에서 모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공식적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기관들은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가지는 과업

모호성을 해소하고 과업 의존관계를 고려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한다. 이

러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과업 의존관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이들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식적 협의체가 유발하는 효과는 모형2와

모형3에서 동일하게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계수의

크기에서도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준다(2기: 0.864, 3기: 0.884).

둘째, 계층제적 조정 기제들이 유발하는 효과들은 모형2와 모형3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정부기관들의

일자리 관련 과업 수행에 대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송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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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나 수신자라고 해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

니다. 이는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 제시하는 것과 달리

공식적 감독기구가 네트워크 관리조직으로서 다른 행위자들 간의 연결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결

과는 기술적․구조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일자리기획단의 중심성이 낮은

것과도 일관된다. 다음으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다른 회의들

또는 협의체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형태의 다른 수직적 협의체들은 필요한 경우 일자리 이슈와 관련된 안건

을 다루고 정부기관들은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 과업 조정을 위한

노력들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셋째, 수평적 협의체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정부기관들 간에 과업 조정을

하는 제도화된 조정 기제로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모형2와 모형3 공통). 경제관계

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그 외 기타 관계부처장관회의나 관계부처차관

회의 등의 수평적 협의체는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이 내재한 과업 모호

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즉시 활용 가능한 조정 기제이다. 정부기관들은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를 활용하여 안건별로 과업 의존관계를 가진 기관

들이 자신들이 가진 시각, 관점의 차이를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

쳐서 세부계획들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과업 조정 노력은 이어지는

협력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형3에서는 모형2에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정부기관 사이에 세 가지

상호작용 흐름들(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을 통해 적응적 조정 기제가

협력적 관계를 유발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적응적 조정 기제는

1기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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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공문서의 흐름이 증가하거나, 메모보고의 흐름이 증가하거나, 이메

일의 흐름이 증가한다고 해서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확률에

영향 미치지는 않았다. 이는 공식적 협의체나 수평적 협의체에서 이루어

지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과 달리, 이러한 적응적 조정 기제의 효과는 적어도 단기

적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이러한 예견적․적응적 조정 기제가 유발하는 효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을 아래의 <그림 25>와

같이 제시했다. 공식적 협의체와 수평적 협의체 외의 나머지 효과들은

모수 추정치의 95% 신뢰도 구간 안에 0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5>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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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RGM 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몇 가지 테스트를 시행하였다.

모형3을 기준으로 하여 적합도 테스트 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형의 각 변수의 계수에 대한 t-ratio를 검토하였으며(아래의 <표

44> 참조), 모든 변수에 대해 모형의 타당성에 영향 미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변수의 계수의 t-ratio의 절대값이 0.2 미만이면

모형에 타당성에 문제 없으며(박현희, 2019; Snijders et al., 2010), 이 모

형의 모든 변수에 대한 계수의 t-ratio는 0.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t-ratio도 0.12 수준).

<표 44> 모형의 변수별 계수의 t-ratio

변수 평균 표준편차 t-ratio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 연결 0.8783 7.6475 0.11

상호성 0.3754 3.7739 0.10

이행적 닫힘 1.0189 12.052 0.08

이행적 경로 1.5777 27.5332 0.06

선호적 연결 0.0804 0.8539 0.09

활동성 0.1422 1.1678 0.12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1.1012 16.2534 0.07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0.0176 3.0418 0.01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0.1046 1.6842 0.06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0.0401 1.3602 0.03

다른 수직적
협의체

-0.0933 2.4702 -0.03

수평적 협의체 0.3033 4.9734 0.06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0.5243 4.6536 -0.11

메모보고(1기) 0.1772 2.3714 0.07

이메일(1기) 0.1087 6.933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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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MC p-value 값을 확인하였으며, 이

경우에도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표 45> 참조). 모형의 각 변수의

MC p-value가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타당성이 높으며, 확인 결과 MC

p-value가 모두 1이거나 1에 가까워서 모형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 플롯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에 문제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아래의 <그림 26>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5> 1기 ERGM 모형의 각 변수별 MC p-value

변수 관찰치
시뮬레이션된
네트워크에서
평균값

MC p-value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 연결 64 63.27 0.98

상호성 23 22.58 0.96

이행적 닫힘 65.2 63.81 0.96

이행적 경로 185 180.9 0.92

선호적 연결 19 18.9 0.94

활동성 18.5 18.5 0.84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144.6 142.7 0.92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27 27.5 0.82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6 6 1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4 4 1

다른 수직적
협의체

16 15.9 1

수평적 협의체 35 34.5 0.94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16.6 17 0.78

메모보고(1기) 7.3 7.3 0.92

이메일(1기) 41.3 41.5 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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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1기 ERGM 결과 모형 적합도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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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기

2기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한 결

과는 아래의 <표 46>과 같다.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대한 이행점검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자리 이슈와 관련하여 형성된 정부

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미친 효과를 세 가지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1기와 마찬가지로 모형 1은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와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하는 통제 효과만을 반영한 모형이다. 먼저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와 관련하여 무작위적인 두 정부기관이 협력적 관계를 가질 경향성을

가리키는 기본 연결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음(-)의 관계를 가지만, 앞서

밝힌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의 상호성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의

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의 크기는 2.404인데,

이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상호호혜적인 연결이 있을 확률이 11.1배

(exp(2.404)=11.1) 높음을 가리킨다. 이러한 결과는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균형 이론에 따른 상호성의 원리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강력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또한, 복수의 공유된 파트너들을 가지는 행위자들 간에 연결을 가지게

되는 경향성을 가리키는 네트워크의 이행적 닫힘이 유의미한 양(+)의 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행적 닫힘은 두 행위자 간에 많은

수의 공유된 파트너들을 가지는 경우 연결을 가질 가능성이 커지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는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 효과들에 대한 결과는 모형1을 넘어서서 모형2와

모형3에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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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2기 ERGM 분석결과

변수
2기

모형1 모형2 모형3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연결
-3.492***
(0.661)

-2.940***
(0.676)

-2.250***
(0.713)

상호성
2.404***
(0.524)

2.294***
(0.545)

2.126***
(0.531)

복수의
이행적 닫힘

0.759**
(0.334)

0.681**
(0.337)

0.641*
(0.338)

복수의
이행적 경로

0.024
(0.127)

-0.048
(0.112)

-0.087
(0.116)

선호적 연결
-0.643
(1.193)

-0.527
(1.149)

-0.191
(1.206)

활동성
1.409
(1.740)

1.433
(1.776)

1.693
(1.912)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0.101
(0.083)

0.016
(0.105)

-0.144
(0.124)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0.828***
(0.318)

0.680**
(0.342)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0.250
(0.836)

-1.375
(0.906)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1.243
(1.056)

-2.116**
(1.067)

다른 수직적
협의체

0.129
(0.434)

-0.155
(0.423)

수평적 협의체
0.312
(0.305)

-0.148
(0.353)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0.052
(0.251)

메모보고(1기)
-0.440
(0.425)

이메일(1기)
0.78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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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자원의존이론에 따라서 자원부존량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효과는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와 모형3에서도 이러한 통제 효과는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다.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와 자원의존이론에 따른 통제 효과에 대하여

정교한 분석을 하기 위해 아래의 <그림 27>과 같이 통제 효과들의 계수

들에 대한 플롯을 제시하였다. 통제 효과들 중에서는 상호성만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졌으며, 나머지 통제 효과들은 모두

계수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여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림 27> 통제효과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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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형2와 모형3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조정 기제에 관한 연구가설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첫째, 예견적 조정

기제에서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은 모형2와 모형3에서 모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위원회 본위원

회는 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에 대한 이행점검을 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들이 상호 간의 과업 경계와

범위를 이해할 수 있는 과업 조정 기회들을 가졌다. 그러한 점에서 이와

같은 공식적 협의체가 유발하는 유의미한 양(+)의 효과는 이러한 기회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둘째, 계층제적 조정 기제의 경우 대체로 효과가 없으며 일부의 경우

오히려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통한 다른 수직적 회의들이나 협

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노력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정부

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감독기구의 수신자 효과는 모형2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모형

3에서는 유의미한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식적 감독기구가 앞서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식적 감독기구의 낮은 내향연결 중심성과 연관된다.

셋째, 2기에는 수평적 협의체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평적 협의체는 수평적인

정부기관들이 다른 시각, 관점들을 좁히고 공동 과업 조정을 하기 위해

유용한 제도화된 조정 기제이지만, 2기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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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3에서는 모형2에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정부기관 간의 세 가지 상호

작용 흐름들(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을 추가하여 적응적 조정 기제가

유발하는 협력적 관계 유발 효과를 살펴보았다.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비공식성이 높은 상호작용 흐름인 이메일 연결 흐름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형성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메일은 정부기관의 구성원들이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수단이며 이러한 상호작용은 정부기관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에, 공문서나 메모보고 등 다른 상호작용 흐름

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어떤 유의미한 영향을 가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논의한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을 <그림 28>로 제시

하였다. 공식적 협의체, 이메일, 공식적 감독기구의 수신자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들은 계수의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였다.

<그림 28> 설명변수들의 계수들에 대한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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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RGM 모형의 적합도에 대해서도 1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몇 가지

테스트를 시행했다. 이 경우에도 모형3을 기준으로 하여 적합도 테스트

결과들을 살펴보았다. 첫째, 모형의 각 변수의 계수에 대한 t-ratio를 검토

하였으며(아래의 <표 47> 참조), 모든 변수에 대해 모형의 타당성에 영향

미치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형의 모든 변수에 대한 계수의

t-ratio는 0.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장 높은 t-ratio도 0.12 수준).

<표 47> 모형의 변수별 계수의 t-ratio

변수 평균 표준편차 t-ratio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 연결 0.6965 8.4338 0.08

상호성 0.3252 4.0773 0.08

이행적 닫힘 1.0875 13.5094 0.08

이행적 경로 3.3370 28.9252 0.12

선호적 연결 0.1016 1.2166 0.08

활동성 0.0527 0.6587 0.08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2.9034 29.3379 0.10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0.3431 4.2842 -0.08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0.1230 1.3898 -0.09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0.0980 1.4588 -0.07

다른 수직적
협의체

0.2224 2.8802 0.08

수평적 협의체 0.3728 3.3035 0.11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0.6832 5.6587 0.12

메모보고(1기) 0.2910 2.8178 0.10

이메일(1기) 0.6689 7.3450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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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기와 마찬가지로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MC p-value 값을

확인하였으며(<표 48> 참조), 이 경우에도 문제없음을 확인했다. 모형의

각 변수의 MC p-value가 모두 1이거나 1에 가까워서 모형의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모형의 적합도 플롯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아

래의 <그림 29>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8> 2기 ERGM 모형의 각 변수별 MC p-value

변수 관찰치
시뮬레이션된
네트워크에서
평균값

MC p-value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 연결 63 62.6 1

상호성 21 20.6 0.92

이행적 닫힘 61.7 60.8 0.96

이행적 경로 172.5 94.8 0.98

선호적 연결 18.3 18.3 0.82

활동성 19.5 19.5 0.82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215 212.7 0.96

공식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28 28.2 0.94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4 4.1 1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4 4.1 1

다른 수직적
협의체

9 8.9 1

수평적 협의체 10 9.8 1

비공식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25.5 25.5 0.94

메모보고(1기) 7.8 7.9 0.96

이메일(1기) 48 47.1 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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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2기 ERGM 결과 모형 적합도 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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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1기와 2기에 대한 ERGM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49> 참조). 첫째,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공동

과업 조정은 지속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는 일자리 이

슈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전문·특별위원회들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된다.

공식적 협의체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과업 모호성과 불완전함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며, 그러한 정부기관들의 과업 조정 노력이 본위원

회에서 주기적으로 발표된다.

둘째, 공식적 협의체 의외에 다른 조정 기제가 보완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1기에는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정부기관들이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에 직면했을 때 단기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것은 수평적 협의체임을 암시한다. 반면에, 2기에는 적

응적 조정 기제인 이메일 상호작용 흐름의 효과가 유효했던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적응적 조정 기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

간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송신자 또는 수신자라고 해서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다.

넷째, 통제효과로서 살펴본 자원부존량은 자원의존이론의 예측과 달리

그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즉, 1기에는 그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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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ERGM 분석 결과(1기, 2기 종합)

변수
1기 2기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1 모형2 모형3

네트워크
자기조직화
효과

기본연결
-4.115***
(0.634)

-4.252***
(0.741)

-4.278***
(0.771)

-3.492***
(0.661)

-2.940***
(0.676)

-2.250***
(0.713)

상호성
2.799***
(0.554)

2.806***
(0.577)

2.799***
(0.579)

2.404***
(0.524)

2.294***
(0.545)

2.126***
(0.531)

복수의
이행적 닫힘

0.579
(0.379)

0.474
(0.395)

0.494
(0.393)

0.759**
(0.334)

0.681**
(0.337)

0.641*
(0.338)

복수의
이행적 경로

0.023
(0.095)

-0.002
(0.103)

0.020
(0.106)

0.024
(0.127)

-0.048
(0.112)

-0.087
(0.116)

선호적 연결
1.348
(1,670)

1.492
(1.714)

1.753
(1.789)

-0.643
(1.193)

-0.527
(1.149)

-0.191
(1.206)

활동성
-1.113
(1.330)

-0.763
(1.344)

-0.751
(1.425)

1.409
(1.740)

1.433
(1.776)

1.693
(1.912)

통제효과
자원부존량
(수신자)

0.589***
(0.188)

0.612***
(0.223)

0.609***
(0.220)

0.101
(0.083)

0.016
(0.105)

-0.144
(0.124)

예견적
조정기제

공식적 협의체
0.864**
(0.402)

0.884**
(0.435)

0.828***
(0.318)

0.680**
(0.342)

공식적 감독
기구(송신자)

0.997
(0.724)

0.799
(0.789)

-0.250
(0.836)

-1.375
(0.906)

공식적 감독
기구(수신자)

-0.824
(1.042)

-1.386
(1.120)

-1.243
(1.056)

-2.116**
(1.067)

다른 수직적
협의체

-0.329
(0.525)

-0.295
(0.548)

0.129
(0.434)

-0.155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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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협의체
0.715***
(0.253)

0.639***
(0.259)

0.312
(0.305)

-0.148
(0.353)

적응적
조정기제

공문서(1기)
-0.429
(0.300)

-0.052
(0.251)

메모보고(1기)
-0.075
(0.488)

-0.440
(0.425)

이메일(1기)
0.186
(0.214)

0.78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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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사례분석

지금까지 살펴본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 결과에서 정부기관 간 협

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공식적 협의체, 수평적

협의체, 그리고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 사례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조정 기제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제 1 절 공식적 협의체의 작동: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과정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주요 정책 과제들은 일자리위원회의 전문·특별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되고 논의되었다. 이러한 일자리위

원회의 전문·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위원들은

전문가, 이해관계자 집단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서 정부 외부의

시각들이 일자리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의사결정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일자리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일자리위원회 2019).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은 특히 10대 중점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

일자리 81만명 창출’은 이러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이다. 다른 대부분의

중점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 ‘공공일자리 81만명 창출’이라는 중점과제를

다루기 위하여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은 행정학·사회복지학·경제학·사회학 분야 교수들과 연구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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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부위원장과 정책

실장으로 구성되어 있다27).

<표 50>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차수별 주요 논의사항(1기)

차수 개최일 주요 논의사항

1차 2018.4.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단계 추진상황 및 2단계 실태조사
결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관련 소위원회 논의상황

2차 2018.5.11.

•「사회서비스공단」 관련 법안 및 주요쟁점

•2017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공공부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결과

3차 2018.6.22.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운영 관련 주요쟁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

4차 2018.7.26.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노동시간 단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5차 2018.8.29.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운영방안 주요쟁점 정리
6차 2018.9.28.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정리
7차 2018.10.12.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 주요쟁점 논의

8차 2018.11.9.

•「사회서비스원(법안명)」 설립방안(최종안)

•사회서비스원 관련 용역(작업반) 진행상황

•2018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운영 성과평가

9차 2018.12.21.

•사회서비스원 조직운영 가이드라인(안)

•공공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방향

•2019년도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논의 의제 발굴

10차 2019.1.18
•「공공고용서비스 혁신 TF」구성·운영 계획(안)

•공공일자리 81만개 확충 추진상황 점검

11차 2019.2.28.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침(안)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3단계) 정책추진방향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2019년 의제 발굴

12차 2019.3.22.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2019년 의제 발굴

27)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를 포함한 일자리위원회 소속 전문·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들의 이름,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위원회(2019)에서 발간한 ‘2017-2019
문재인정부 일자리위원회 활동보고서: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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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50>은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1기)에서 이루어진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28). 1차부터 9차까지 회의들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주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에 대한 것이며, 그 결과물로서 2018년 12월에

개최된 제9차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안건(‘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으로 상정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요양, 보육 등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

하기 위하여 시·도 단위에서 신설되는 공공기관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일자리위원회, 2018).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의

범위,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 등이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다.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어

지기 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무위원회의 성격을

가졌다29). 특히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와 달리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실무적인 검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매번 협의하는 내용이 외부에 공식적

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위원장의 진행 하에서 다양한 시각을

가진 참여자들에 의한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30)31).

28)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총 4기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상정한
분석 기간과 무관하다. 1기(2018.4.16.〜2019.4.15.), 2기(2019.4.24.〜2020.4.23.), 3기
(2020.6.10.〜2021.6.9.), 4기(2021.6.15.〜)로 구분된다.

29) 이러한 실무위원회는 또한 관련 정부기관 실무자들과 함께 전문가들 또는 이해관계자
대표들로 구성된 작업반을 가지며, 이러한 작업반의 활동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율된다. “작업반을 만들어요. 작업반을 노동계, 경영계도 대표 선수들을 참여하라고
하고 …(중략)… 일자리위원회 담당 공무원분들 참여해가지고 작업반에서 조율해 가
는 과정을 많이 거쳐요.”(인터뷰 대상자 J)

30) “이제 우리는 실무위원회였기 때문에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가기 전 단계에서 전문적
으로 논의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무적인 논의이고 그냥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였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중략)… 하여튼 그런 과정에서 각자의 영역
별 대표성을 가진 좀 핵심적인 인사들이 그것도 실무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상당
히 심도 있는 토론이 됐어요..”(인터뷰 대상자 I)

3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것은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간략하게 첨언
하면, 일자리위원회의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이러한 활발한 토론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가 아닌 다른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은 활발한 토론보다는 의견 청취 수준에서 회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거는 안 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터혁신 TFT 이게 전체 회의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자 의견 청취하는 수준을 넘기 힘
들어요. …(중략)…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견들이 나올 때마다 각자 의견들을 쭉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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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위원들 간에 토론은 쟁점에 따라서 외부에

있는 이익단체 대표들이나 정부기관 관계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원의 대상 서비스로 요양, 보육 등이

포함되는데, 사회서비스원 위탁기관들의 범위와 관련하여 특히 보육 서비스

기관들이 어디까지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충돌이 있었다. 요양

서비스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할권 문제가 없다.

반면에, 보육 서비스 기관들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들은 보건복지부 관할에

포함되지만 유치원들은 교육부의 관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하였다. 이를 다루기 위해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는 관할권의 갈등이

있는 이해관계자 대표를 회의에 초대하여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였다32).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것 중 하나는 종사자 임금 지급기준에

대한 것이었다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위원

들은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주장한 반면에,

일부 위원들은 호봉제를 통해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 격차를 크게 두는

것에 반대했다. 두 노동조합 소속 위원들은 이 문제를 비정규직 문제 해소

수단으로 이해한 반면에, 전문가 그룹의 다른 위원들은 사회서비스원의

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거기에서 무슨 조율 과정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
요.”(인터뷰 대상자 J)

32) “보육은 못하고 요양 중심으로 하는 거에요. 요양은 복지부에서 이제 보다 더 직접적인
통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육은 좀 애매해요. 보육하고 복지부하고 이제 교육
하고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 (중략) … 현장의 목소리가 좀 보육
어쨌든 그 사람은 이익단체죠. 이 단체가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더라고. ‘우
리는 들어갈 수 없다.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갈 수 없다.’면서...”(인터뷰 대상자 I)

33) “요양보호사 이 사람들의 문제가 무슨 문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 하여튼 자기들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거지. 자기들은... 근데 그 사람
들이 그리는 그림은 더 컸어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논의해도 그 사람들은 그럼 근로시
간은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뭐 처우는 어떻게 하냐 처우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
(중략) … 근데 우리는 직무 중심으로 가야 한다. 업무를 하는 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
니냐. 그래도 그거를 지금이라고 정착을 해야지 새로 만든 조직까지 모두 호봉제로 만
드는 거는 이건 정말 우리 또 하나의 뭔가 이 어떤 의미에서는 카르텔을 만드는 거다.”
(인터뷰 대상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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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을 위한 조직관리의 문제로 이해했다.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임금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충돌하는 의견들을

가진 위원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절충안으로

정리되었다. 즉, 호봉제 또는 직무별 동일 임금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되지

않고 ‘동일유형별, 업무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협의를 거쳐 합리

적인 임금 기준 마련’으로 최종 정리되어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의

세부내용으로 정리되었다(일자리위원회, 2018).

그렇다면 이러한 전문위원회의 활발한 협의와 토론의 과정에서 정부기관

들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들의 업무

관련 국·과장들, 그리고 일자리기획단 정책개발부장이 회의에 배석했다.

또한, 관련 기관들은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의 기관의 이슈가 안건이 된

경우에 자료를 정리해서 회의 서두에 이를 발표했으며, 그에 뒤이어서

위원들 토론이 이어졌다. 해당 회의에서 위원들 토론이 이루어진 후에

위원장이 주요 쟁점들을 정리하여 정부기관들에게 다음 회의에서 다루어

질 안건으로 제시하였다34)35).

특히 일자리기획단 정책개발부장은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 단순히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회의 주요 안건들을 조율하고 정부기관들과

전문위원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다36). 다시 말해, 일자리기획단은 전문

위원회에 참석하여 정부의 대표로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전문위원회와 관련

된 안건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다른 정부기관들로부터 분리되지 않도록

34) “이제 위원장이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회의 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
합해 보면 다 이렇게 해서 뭐뭐뭐다. 그걸 실무선에서 정책개발부에서 좀 정리를 해서
복지부나 이런 데 전달을 하면 좋겠다.”(인터뷰 대상자 I)

35) 다만, 전체적인 진행 방향은 대체로 사전에 조율된 큰 흐름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의제는 가능하면 초기에 맨 첫 회의할 때부터 큰 흐름을 이렇게 잡는다는 걸
위에서 좀 세팅 같이 해요. 진행을 위해서...”(인터뷰 대상자 J)

36) “이제 사무국(정책개발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 자료를 놓고
이제 위원들이 모여서 어떤 것을 이제 선정할 것인가 회의를 해서 정했던 것 같고요.
…(중략)… 예를 들어, 노동부다 복지부다 기재부다 행안부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연락은 이제 사무국(정책개발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서 그 담당 과장이 오시
거나 또는 국장이 오시거나 실무자들이 와서 발표들 하도록...”(인터뷰 대상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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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하였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일자리기획단의 정책개발부는

각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별로 전담 직원들을 배치하였으며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인원들을 모집했다. 아래의 <표

51>은 일자리기획단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얻은 일자리기획단 정책개

발부의 구성인원들의 원소속, 직급, 업무분장을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는 직원은 인사혁신처을 원소속으로 하는

서기관이고, 그 외에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여러 공공기관(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등) 또는 정부기관을

원소속으로 하는 인원들이 배정되었다. 한 인터뷰 대상자는 이러한 인원

들이 전반적으로 위원회 운영, 의견조율, 협의 등에 기여했음을 강조했다37).

<표 51> 일자리기획단 정책개발부 구성인원들의 원소속, 직급, 업무분장

구분 원소속 직급 업무분장

부장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정책개발부 업무 총괄

직원 고용노동부 서기관 고용사회팀 업무 총괄

직원 교육부 서기관 청년TF 운영

직원 고용노동부 사무관 정책개발부 주무

직원 여성가족부 사무관 여성TF 운영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고용통계 분석

직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전문연구원
일터혁신TF 운영,
노동계 정기 간담회

직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 일자리상황판 관리

37) “(정책개발부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위원회의 운영에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위원회 역할은 확대되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혹시라도 조금 소극적이고
그렇게 되면 위원회 활동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하에 있는 게 이 위원회
제도의 어떤 한계인 것 같아요.”(인터뷰 대상자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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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직원 일자리위원회 실무관 정책개발부 행정업무 지원

직원 기재부 서기관 경제공공팀 업무 총괄

직원 인사처 서기관 공공일자리 전문위 운영

직원 금융위 서기관 일자리금융TF 운영

직원 복지부 서기관 보건의료 특위 운영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후반기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이행점검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추경일자리사업 집행점검

직원 예금보험공사 차장 사회적경제 전문위 운영

직원 산업부 서기관 산업팀 업무 총괄

직원 중기부 서기관 유통TF 운영

직원 국토부 서기관 건설산업TF 운영

직원 과기정통부 서기관 민간일자리 전문위 운영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민간일자리 전문위 운영 지원,

경영계 정기 간담회

직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책임연구원
산단대개조 예비 수요조사,

이행점검 모니터링

직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차장

건설산업TF 지원, 일자리

중심의 산단대개조 모델 구축 등

제도 정비

직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리
지역일자리 특위 운영,

유통TF 지원

직원 행안부 서기관 홍보팀 총괄

직원 문체부 사무관 일자리 우수사례 및 홍보지원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행사 촬영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언론 대응 및 대외홍보

직원 일자리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
유관기관간 협업 홍보, 이슈대응,

주요 메시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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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대한 안건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일자리위원회

9차 본위원회 안건 중의 하나로 발표되었다. 일자리위원회 9차 본위원회

에서는 세 가지 안건이 다루어졌으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 이

외에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과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이 함께 다루어졌다. 아래의 <그림 30>에서 보도자

료의 담당부서 항목을 보면 세 개의 기관이 등장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행정

안전부가 별개로 안건에 대한 담당기관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림 30> 일자리위원회 9차 본위원회 보도자료38)

38) 본 연구에서의 측정기준에 따를 때,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으로서 이 보도
자료는 ‘보건복지부 → 일자리기획단’, ‘행정안전부 → 일자리기획단’으로 측정된다.
이는 세 기관이 보도자료 담당부서 항목에 들어가 있지만 일자리기획단만 자신의 기
관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올린 것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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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나타나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안건을 다루는 방식은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에서 과업을 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정부기관의 과업의 범위와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방안’에서 공공일자리 전문위원

회는 보건복지부의 과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별위원회를 통해

검토되어 보건복지부의 과업으로서 의료서비스 일자리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데 기여했다.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은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와 관계없이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검토

되어 발표된 것이다.

둘째, 일자리기획단이 본위원회 정책 보도자료를 발표하는 데 있어서

두 정부기관의 과업 조정을 주관하며, 이러한 일자리기획단의 활동을 통

해서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조정의 가능성이 증가한다. 세 개의 안건들에

대한 관할권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반면에, 그러한 안건들의 관련성을 고려

하여 본위원회에서 발표되도록 배열하고 정리하는 것은 일자리기획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처음 두 개의 안건들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사업들

이고, 세 번째 안건의 경우에는 지역일자리 사업의 수행주체가 지방자치

단체라는 점에서 첫 번째 안건과 연관성을 가진다. 앞서 <표 27>과 <표

28>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에서 상위 10

개의 연결들 중 상당수는 송신자 또는 수신자에 일자리기획단이 포함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기획단이 유사한 안건들을 묶어주고 연결함으로써 과업들

간에 맥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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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의 결과

공식적 협의체에서 정부기관들이 공동의 과업 조정을 하기 위해 노력

한다고 해서 모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한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개별 정부기관의

과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관할권 조정으로 그친다. 일자리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은 아래의 <그림 31>

에서 볼 수 있듯이 보건복지부에 의한 두 차례의 개별 과업 수행으로 이어

졌다.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간에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에 보육의 범위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인터뷰 대상자 I). 그러나

이러한 토론의 결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의 범위에 교육부 관할의

국공립 유치원이 포함되는데 이르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일자리위원회

9차 본위원회 보도자료의 담당부서 항목에 교육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그러한 공동 과업 조정의 실패로 인해 두 기관 간 협력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림 31> 보건복지부에 의한 사회서비스원 관련 과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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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방안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단독

사업으로 전개되었다. 아래의 <그림 32>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진

체계를 보여준다.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이 이러한 사회서

비스원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그림 32>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추진체계

보건복지부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

중앙지원단 사회서비스원

이사회

설립 지도/감독

재정 지원 등 협력

제공기관 위탁

설립 지도/감독

지원

•국공립 제공기관 운영

•종합재가서비스 제공

•민간 제공기관 품질향상 지원

•지자체 사회서비스 정책지원

•사업집행 사항 결정

•정관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복지부 서비스원 평가 지침

•서비스원 설립운영 지원

•표준 운영지침 관련 사무

•서비스원 정관 개정 검토

출처: 보건복지부(2019)

이상의 내용은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이 쉽게 일어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은 아래의 <그림 33>과 같은

정부기관 간 협력을 발생시켰다. 이것은 일자리기획단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현장 점검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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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다. 이 간담회는 특히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강립 보

건복지부 차관의 참석을 통해 사업 진행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동시에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목적을 가졌다. 이처럼 일자리기획단은 공공일

자리 전문위원회 협의 단계에 배석하는 것에서부터 본위원회 안건으로

발표되고 보건복지부의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형태로 보건복지부에 협력적

노력을 제공했다.

<그림 33> 사회서비스원 관련 정부기관 간 협력 사례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의 과업 조정은 일자리 이

슈와 관련하여 전체 정부기관들이 하는 개별 과업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렬하고 조율한다. 다시 말해, 공식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노력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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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목표와 이해를 가지는 공동 과업들을 형성하는 데 일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노력의 주된 초점은 각 기관의 개별 과업들이 파편화

되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은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

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즉,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이 수평적인 지위를 가진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이 사례

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을 발생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앞서 <표 27>과 <표

28>에 제시된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다수는 일자리

기획단이 송신자이거나 수신자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들을 연결하면,

일자리기획단을 수신자 또는 송신자로 하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일자리

기획단을 수신자 또는 송신자로 하는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기관

(이 사례에서는 보건복지부) 간 공동 과업 조정, 나아가서는 이들 간 협

력적 관계를 통해 또한 이러한 정부기관의 업무 추진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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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평적 협의체의 작동

1.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사례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핵심 카테고리에 ‘혁신형

창업 촉진’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상적이고 모호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과업 조정 및 의미형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일

자리위원회 본위원회는 전문·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통해 본위원회

에서의 협력적 의사결정 활동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혁신

창업 이슈와 관련된 전문·특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평적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정부기관 간 과업

조정 노력을 진행할 수 있는 즉시 이용 가능한 수단이었다. 2017년 11월

2일에 개최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발표’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가 동시에

논의되고 채택되었다. 특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는 공식적

동의안인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서 다소 모호하게 진술되어 있던 창업

환경 조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부담금·세금 부담 경감, 창업 플랫폼

구축, 기술 금융 활성화 등)을 포함했다. 또한, 이러한 창업환경 조성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기업 및 대학에서의 창업도전 환경을 조성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었다(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

이러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약 1개월 후인 2017년 12월 6일에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 의한 실험실 창업과 관련된 협력적 행동

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 두 정부기관들은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에서 열린 ‘2017년 실험실 일자리 대학생 창업 활성화 토크콘서트’를 공

동으로 개최하고 여기에서 실험실 창업 활성화와 창업 인재양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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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지원에 대한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두 정부

기관들은 이를 통하여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공식적 협의체)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수평적 협의체)에서 제시한 대학에서의 창업

환경 도전을 구체화하는 ‘실험실 창업’이라는 공통의 어휘를 새롭게 만들

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용어를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보유한 신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적 창업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위한 세부 이행 방법을 제시했다. 그에 따라서 두 정부기관

들은 2018년 3월 14일에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

했고, 2018년 7월 5일에는 선정된 5개 대학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사업

내용을 공개했다.

한편, 2017년 11월 2일에 개최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어서

2017년 12월 12일에 개최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 발표’ 안건이 다루어

졌다. 이것은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활성화 방안」 발표’와 긴밀하게

연관되는 것이다. 즉, 이것은 창업을 혁신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한

국형 메이커 스페이스로서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두 차례의 연속해서 이루어진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은 2018년 5월 16일에 일자리위원회 6차 본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재정리되었다. 이는

일자리위원회 전문·특별위원회나 분과위원회가 반복적인 협의와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안건으로 발전시키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수평적 협의체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일자리

위원회 전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와 달리 이러한 형태의 수평적 협의체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필요할 때 수시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관련 정부

기관들에 의하여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공식적 발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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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후에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공동 과업

수행이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던 실험실 창업 외에 ‘대학 창업유망팀 300

뽑는다’(2018년 6월 1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추진’(2018년

6월 19일),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범부처추진단 발대식’ 구성

(2018년 7월 11일) 등의 활동이 연이어서 출현했다. 특히 대학 창업유망팀

선정 활동은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발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

창업 붐 조성 방안’에서 창업 관련하여 대국민오디션 방식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던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이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

겠지만 2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아래의 <그림 34>는 지금까지

살펴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건들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 것

이다.

<그림 34>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관련된 사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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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사례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은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과업 조정 노력과 함께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과업 조정 노력이 복합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수평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노력만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수평적 협의체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11월 9일에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들의 경영악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조성

되는 자금이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은 두 가지 충돌할 수 있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추구하는 한편(신규 일자리 창출 vs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

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범위를 정의하기 어려운 모호성에 직면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동 과업 수행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와의

현장 간담회를 거쳐(2017년 12월 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2017년 12월 20일)이 발표되었다.

<그림 35>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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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은 현장에서의 관련 정부

기관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켰다. 예를 들어, 경제장관회의에서 ‘일

자리 안정자금 집행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가 발표된 직후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

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활동을 수행하여 수혜대상 기업들이 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2018년 1월 2일에는 관련 정부기관

들이 공동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마찰들과 충돌들을 같이 식별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정리하면, 일자리 안정자금 사례를 통해서 1기에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같은 수평적 협의체는 정부기관들이 협

력적 노력을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3. 수평적 협의체의 협력적 관계 발생 메커니즘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 사례들은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인과적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 따르면, 수평적 협의체는 전문화된 영역들을 가진 정부기관 간에

수평적인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촉진한다(Tsai, 2002). 관계부처회의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국무회의와 같은 다른 조정기제와 비교하여 관계부

처회의의 유용성에 대하여 지적한다(이송호, 2007, 2003a; 전영한 외,

2012). 첫째, 관계부처회의는 여러 가지 과업 수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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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지 못한 충돌들, 마찰들, 긴장들을 다루기 위해 유연하게 이용 가능

하다(전영한 외, 2012). 둘째, 관계부처회의는 실무 차원의 조정회의를 거

치지만 기본적으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난상토론을 통해 적극적인 의견

과 입장의 교환이 이루어진다(이송호, 2003a, 2003b). 그러나 관계부처회의

에서 이러한 난상토론이 실제 이루어지는지는 관계부처회의의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이송호, 2007). 이에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 관계부처

회의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에게 질문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관계부처회의에서 보도자료로 발표되는 과업 조정 결과들은 실무

차원에서의 조정된 결과들을 반영한 것이며 관계부처회의에서 난상토론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부분이다. 관계부처회의에 올라가는 안건은 실무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정리된 것들이며, 어떤 하나의 회의에서 많은 안건들을 한꺼번에

다루어야 하는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조정되지 않은 사안을 자유롭게 토론

하면서 의견을 조정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39).

또한, 관계부처회의에 참가하는 장관들이나 차관들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 담당 부서로부터 쟁점과 전략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장관들은

관계부처회의에 참여하기 전에 그러한 쟁점과 전략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관계부처회의에서 난상토론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40).

39) “정책을 만드는게 top-down이니 bottom-up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내
부적으로 정리가 안 됐는데 그거를 경제장관회의에 올릴 수가 없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이미 이만큼 있는거야. …(중략)… 일자리 관련해서 뭐 하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아젠다니까 아마 5월달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게 정제되어가지고
거기 안건에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인터뷰 대상자 G)

40) “무조건 그 관계장관 회의는 보통 부총리가 주최하는 경우거든. 그 전에 보고를 미리
다 받아. 그러니까 정례 회의하에서 담당 사업과에서 당연히 보고를 해야 돼. 이런 내
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들어갔고 지금 이슈는 뭐고 여기에 대한 우리 입장은 이
렇게 됐고 지금 입장이 이렇게 갈린다. 근데 이거는 지금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라든가 아니면은 이건 갈등이 있는 사람도 협의가 안 됐으니까
혹시라도 저쪽에서 과기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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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들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전문영역, 지식뿐만 아니라 업무방식,

루틴, 문화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의 대표들 간에 난상토론을

통해 과업들의 연계와 정렬을 기획하기 쉽지 않다. 공무원들은 다른 정부

기관들을 심지어 별개의 조직으로 인식한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들이

관할권을 중심으로 경계를 가지며, 정부기관 간 협력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이로 인해서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정부기관들 간에 협력적

관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에서 출발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상호 간의

보고체계, 문화, 관점, 목표 등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통해 점진적으로

충돌하는 의견을 좁히는 방식의 조정 기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큼을 시사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사례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렇다면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기관 간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서

보도자료로 작성되고 대외적으로 공표되기 때문에 ‘공식화’되고 이를 통해

이어지는 활동/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즉,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발표되는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의 결과물은 오랜 시간 관련

정부기관들의 협의를 거쳐서 합의된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합의된 내용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게 되고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수

행을 하도록 구속한다.

둘째, 단기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지만, 협력을

추진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관계부처회의는 활용 가능한 수단이다. 특히

하면 된다 이 정도 다 대충은 알고 들어가. …(중략)… 회의를 하다 보면은 난상토론이
될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막 너무 자유롭게
서로 길게 얘기를 한다거나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90%의 이슈나 이런 거
는 틀은 정해진 상태에서 들어가서...”(인터뷰 대상자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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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간에 새롭게 협력을 모색하는 경우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관계부처회의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의 반복된 회의를 진행한 후에 결과

물을 발표하기도 한다. 협력을 위한 기반 또는 토대가 부족한 경우에 관

계부처회의는 단기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로서 관계부처회의는 어떤 이슈와 관련된 정부기관

들로만 구성되며 이 회의 자체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토론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무자 회의와 결합하여 유용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이송호, 2007; 전영한 외, 2012), 국무회의

등 다른 수직적 협의체는 법령 통과를 중심으로 많은 안건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사례에서는 수평적 협의체와 공식적

협의체의 작동하는 동안 관련하여 다른 수직적 협의체의 활동이 두드러

지지 않았다. 일자리 안정자금 사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소득세

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관련해서 한 차례만 현장간담회, 현장 방문 등의

협력적 활동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나타났다. 이와 달리 수평적 협의체로

서 관계부처회의는 특히 다른 협력을 위한 기반 또는 토대가 부족할 때

단순히 법령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정부기관 간 업무 협

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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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 실험실 창업 사례

1. 초기에 협력 필요성 인지 과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 협력이 이루어진 실험실 창업(구체적

으로는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서

2018년 예산편성에 유사한 사업 기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 상당한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을 발생시킨 것에서 시작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이름의 신규 사업기획서를 제출했고,

교육부는 ‘대학원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이라는 이름의 신규 사업기획

서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교의 교원(교수)과 대학원생이

연구실 차원에서 보유한 특허․연구성과를 창업으로 전환하는 고급 과학

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한편,

교육부는 기존의 학부 중심의 창업 교육에서 대학원의 연구실을 중심으로

한 실천 창업으로의 확장을 위한 연구실 창업지원 및 대학 창업생태계

조성에 관심을 가졌다(교육부, 2018). 결국, 두 기관이 제시한 신규 사업

기획서는 모두 대학원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점에서 중복성을 가진 사업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이상에서 살펴본 중복성을 가진 두 신규 사업기획서들에

대해 정부기관 간 융합형 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면서 두 정부기관들은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다. 2017년 제1차 재정정책자문회의

에서 기획재정부는 정부기관들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발표하면서, 정책의 수혜대상에 대한 편익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부

기관 간 융합예산 편성을 유도할 것이라는 편성 계획을 발표하였다(기획

재정부 보도자료, 2017a). 이러한 예산편성 계획에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에게 대학원의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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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를 기관 간 융합사업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신규사업 기획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41).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추진하는 개별 사업이 외형적인

유사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접근방식과 관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원

창업의 문제를 일반 아이디어 창업과 구분하여 대학원 연구실이 개발하고

보유한 기술을 창업으로 연결하는 기술사업화의 관점에서 접근했다42).

즉, 기존에 대학원 연구실들은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가진 기술들을 가

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사업의 창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 판매되었다. 또한, 이때 대학원 연구실이 개발하고 보유한

기술은 로보틱스, 하이테크 등 고급 과학기술에 기반한 것으로서 중소벤

처기업부에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기술창업 중에서도 특수한 기술 유형에

해당한다.

반면에, 교육부는 대학원 창업의 문제를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의

구조적 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했다. 교육부는 창업 이슈와 관련하여 대학교

들이 고부가가치를 가진 대학원 창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대학교 차원의

구조적 문제를 가진다고 인식했다43). 즉. 교육부는 대학원 차원의 창업

문제는 대학교의 산학협력단과 대학원 연구실 간의 수익 배분 문제 등

41) “올해는 사업목적이 유사하면 부처 간 융합예산을 편성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래서
보면 이 3개 사업을 다 어차피 대학 창업 기술창업 지원하는 거 아니냐. 섞어서 해라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의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융합사업이 된 거에요.”
(인터뷰 대상자 I)

42) “과기부가 원래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과기부는 기술사업화라는 또 다른 얘기죠.
기술사업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술을 파는 건데 “팔지 말고 창업을 해봐”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원래 가지고 있었고...”(인터뷰 대상자 I)

43) “대학이 돈을 버는 그런 식의 창업은 대학이 투자를 해서 대학도 일부 지원을 하고
투자도 받게 지원을 해서... 그럼 대학이 지분의 일부를 갖겠죠. 왜 그러냐면 교수가
연구과제를 받아서 연구를 하면 그 연구성과는 본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산학협력단
이 가져요. 그래서 교수가 이거를 활용해서 창업을 하려면 대학에 양해가 있어야 돼
요. 그니까 교육 그러니까 과기부는 기술사업화 관점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고 교육부
는 대학의 개혁 차원에서 이거를 따로 하고 있었던 거에요.”(인터뷰 대상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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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구조적 이슈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했다. 왜냐하면 교수나 대학

원생이 창업하는 것은 창업의 원천이 되는 기술의 개발에 관여했던 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교육부는 대학교 창업지원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

2. 적응적 조정 기제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간에 대학원 창업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지만, 2017년 12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외

하고 ‘실험실 창업’이라는 공통의 용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

육부 간 협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협력의 발생은 두 기관 간에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협력의 공감대와 공유된 이해의 형성을 통해서 이

루어졌다. 반대로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와는 이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림 36> 실험실 창업에 대한 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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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에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수평적 협의체를 통해 발표되었던 기관 간 합의된 내용들의 구속력이다.

두 기관은 ‘창업 활성화 방안’(2017년 1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내용),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방안’(2017년 3월 27일 창업관계장관회의 발표내용),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2017년 10월 18일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 발표

내용)을 통해 대학원 창업의 문제가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합의된 내용들을 발표했다. 두 기관은 이러한 발표내

용들에 따라 대학교라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하여 합의된 내용을

공동으로 사업으로 진행할 압력을 받았다.

둘째, 두 기관이 가지고 있던 사전적인 경험과 이에 기반한 인적 네트

워크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분리된 경험을 가졌으며, 이러한

통합의 경험은 두 기관의 구성원들 간에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44).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는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

공감대 형성과 공유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협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의 존재가 관할권을 중심으로 사일로를 형성하는 정부기관

간에 의사소통 기회를 촉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초기에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와 교육부 간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 간에 반복적이고 빈번한 의사소통을

했다45). 주로 활용한 수단은 전화와 이메일이며, 기본적으로는 전화를 통해

44) “(이명박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는 전공을 화학전공을 했지만 교육부 업무
에 배치를 해서 교육부 사람들이 다 저는 교육행정직으로 알고 있을 정도로 교육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업무과 관련 업무를 많이 해서 그쪽 사람들도 되게 알고 지
내고 선후배 관계도 있었고 그랬는데... …(중략) … 담당 과장님도 그때 전에 같이 계
셨던 분들이고 담당 국장님이 직접 과장으로 두 번이나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들
일단 접근이 되게 쉬었어요.”(인터뷰 대상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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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진행하지만 자료의 교환을 할 때는 이메일을 주로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 자체가 협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촉발된 의사소통의 기회들은 실험실 창업이라는 공통의 어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실험실 창업은 고급과학기술에 기반하여 대학원

연구실에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창업으로서 기존에 사용되던 ‘기술창업’,

‘아이디어 창업’ 등의 용어들과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46). 이러한 용어

의 개발은 과업의 의존성과 모호성 속에서 정부기관들이 공동 사업을 추

진하기 위해 무엇에 대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중요했다.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실험실 창업이라는 용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안하고 교육부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이 용

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모두의 사업 취지와 대상을 특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점에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47).

결국, 인적 네트워크가 촉발한 의사소통의 기회들과 이를 통해 형성한

공통의 어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

선도대학’이라는 공동 사업으로 이어졌다. 다만, 실험실 창업이라는 공통의

45) “협의를 해야 될 때는 전화로 하구요. 자료 같은 것을 주고받을 때는 이메일을 쓸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을 내년 차년도를 짤 때 양쪽 부처에 같이
들어가야되잖아요. 서로 초안을 주고받고 과장님이 이건 별로라고 하시던데 그런 걸
주고받고 이제 자료를 주고받는거죠.”(인터뷰 대상자 I)

46)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업은 치킨집 여는거, 음식점 여는거 이런 것들하고는
기술창업이 구분되죠. 구분이 되는데 기술창업 중에서 세부적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중략)… 서로서로 기술창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 과기부
에서는 기술창업은 정말 연구실에서 하는 나노기술, 바이오 기술 등 고급 하이테크
창업이었고, 중기부에서 하는 창업은 그것도 일부 하지만 그런 것과 다른 차원에서...”
(인터뷰 대상자 G)

47) “실험실 창업 이전에 과학기술기반의 창업이다 아니면 하이테크 창업이다와 같이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사실 그 용어의 정의가 되게 중요하고 용어가 가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실험실 창업이라는 것을 정의했어요. 실험실
창업이라는 것을 딱 들으면 느낌이 실험실 가지고 창업하는 느낌이 들고 R&D 느낌도
딱 들잖아요. …(중략)… 사실 실험실 창업이라는 말을 들고 봤을 때 사실 교육부에서
반대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좋다네요. 저도 사실 놀랐거든요. 실험실 창업이라는
말이 사실 있는 말이 아닌데 새로 만든 말이 물론 정의는 했지만... 되게 놀라서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갔어요.”(인터뷰 대상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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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는 이러한 공동 사업에서 제한적 범위에서 사용되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안한 실험실 창업이라는 용어는 이후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다른 사업, 업무로 널리 활용되었으나,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는 제한적인 공동 사업의 범위에서만

활용했다48).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에 영향 미치는 적응적

조정 기제들은 담당자들 사이의 협의에 기반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담당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 전화와 이메일도

개인적 관계와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키는 데 참여했던 일부 공무원

들은 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개인적 관계적 특성들이 미친다는

점에 대해 분명히 언급했다49).

한편, 일부 인터뷰 대상자들은 전화와 이메일 이외에 의사소통 채널들

로서 공문서나 메모보고를 실험실 창업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하기 위해

많이 활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50). 이러한 점은 행정안전부 협업

정책과로부터 얻은 사전적인 연구 자료로 확보했던 인터뷰 자료를 통해

서도 확인했던 부분이다.

48)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사업에서 기술창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단지 이 사업
에 대해서 실험실 창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합의를 한거죠. 이름이 예쁘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은 과기부가 훨씬 더 많은 투자하기 때문에 과기부가 하자고 해도 교
육부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업이다.”(인터뷰 대상자 I)

49) “사람 중심으로 너무 협력 관계를 보시는 게 나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이 갔을 때
저쪽 부처랑 협력이 잘 되는 이유, 잘 안 되는 이유, 그게 더 맞을 수는 있어요. 물론
공무원들이 자리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일을 하는 건 결국 사람이잖아요. 관계를 만
들어 가는 것도 사람이라서 관계 맺기가 제일 중요한데 관계를 맺는 게 사람 간의 관
계는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리 간의 관계는 끊어질 수가 있어요.”(인터뷰 대상
자 G)

50) “온나라 공문서를 (얘기)해주셨는데 공문으로 거의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공문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과기부는 애초에 온나라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
는 모르겠구요. 과기부는 대부분의 업무를 이메일로 합니다. 담당 교육부 카운터파트
사무관님이나 전문기관 팀장님하고는 무슨 일이 있는지 항상 전화로 상시 소통을 했
구요.”(인터뷰 대상자 I)) “솔직히 저 실험실 창업에서 남긴 문서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인터뷰 대상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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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공문서나 메모보고라는 의사소통 채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

하는지는 어떤 정부기관의 구성원인지에 따라서 달랐으나, 공문서나 메모

보고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은 제한되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채널

들은 공동 과업 수행과 관련된 협력보다는 수평적 협의체인 관계부처회의

에서의 정책보고서 작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정리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의 협력적 관계의 발생은

기관의 담당 구성원들 간에 작동하는 적응적 조정 기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당 기관구성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이것이 창출한

의사소통의 기회들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점에서 결국 이러한

개인적 관계 및 상호작용 특성들이 어떻게 장기적인 조직 간 관계로 이어

지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3. 적응적 조정 기제와 협력의 장기적인 지속

이상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공동 사업의 형태로 2018년에 처음

시행한 데 이어서 2020년에 확장 시행되면서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래 <표 5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업 예산과 지원 규모를 크게

확장하여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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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예산 및 지원규모

2018년 2020년

사업 예산

24억 2000만원

(교육부 8억 2000만원,

과기부 16억원)

150억 6500만원

(교육부 25억 6500만원,

과기부 125억원)

지원 규모 5개 대학 15개 대학

지원 기간 2018.5.1.∼2021.1.31.(31개월) 2020.5.1.∼2023.1.31.(31개월)

출처: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그렇다면 두 정부기관이 기획하고 시행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은 어떻게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 개인의 협력 의

지와 관계적 특성, 그리고 상호작용과 협의의 결과들은 어떻게 장기적인

조직 간 관계로 전환되는 것일까? 특히 정부기관들의 업무 담당자들은 순

환보직으로 지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만일 개인의 협력 의지와 관계적

특징이 중요하다면 정부기관 간 협력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데 협력에 대한 “지식의

저장고”(Aryres et al., 2007; Argyres & Mayer, 2007)로서 사업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의 산학협력지원팀에 의해 시행되었으며(<그림 37> 참조),

이러한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이 두 기관의 협의를 돕고, 이견을

조율하고, 과거 협의된 내용과 특이사항에 대한 지식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공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 공동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 받는데, 이러한 두 기관의 사업

예산은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모두 배정되어 유연하게 활용되

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은 두 기관 외에도 정책대상집단인 대학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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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하면서 사업집행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의

견을 조율하면서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

<그림 37>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의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한국연구재단(전문기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과제협약 체결
사업 운영 및 관리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실험실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창업지원

사업관리위원회

선정/연차/단계
평가결과

심의 및 확정

출처: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또한,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이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연관 사업들을 맡아서 한다는 점도 이러한

기관 간 협력의 지식 저장고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51). 한국연구

재단은 2009년에 교육과학기술부 시절에 만들어진 준정부기관이고 그래서

지금도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영향을 모두 받고 두 기관의 사업을

수행한다. 이는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고용정보원 등 일반적인 산하기관과

다른 특징이다. 물론 한국연구재단의 모든 부서가 교육부와 과기부의 사업을

51) “그렇지만 이 안에 놔두지 않고 그래서 과기부의 과기 파트랑 교육부의 파트가 한
조직에서 공존했어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보통은 팀들이 나눠져 있어요. 과기담당
이렇게... 근데 산학협력팀은 양족에서 다 하더라구요. 산학협력팀에서 양쪽 부처를 다
컨택을 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쪽이 역할을 많이 했죠.”(인터뷰 대상자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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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맡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부서별로 과기부 또는 교육부 중에 어느 하나

기관의 사업만을 맡는다. 그런데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은 부서 특

성상 두 정부기관의 중복된 과업 영역에 있어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사업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한국

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은 교육부의 ‘대학 창업교육 및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사업’을 맡아서 시행한다. 이로 인해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이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연관

사업들을 통합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두 기관 간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러한 지식 저장고 역할을 하는 사업집행기관의 존

재가 개인 간의 협력 의지와 관계적 특성을 장기적인 기관 간 관계로 이

어지는 것을 돕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담당자 간에 전화, 이메일을 통한

반복적인 의사소통이 사업 집행기관을 통해 장기적인 협력의 기억과 지식

으로 전환되고 축적되면서 장기적인 기관 간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이제 업무담당자별 협력에 대한 관심도와 의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열성적인 업무담당자의 집중적인 의사소통 노력들이 누적되어 담

당자가 변경되더라도 장기적인 기관 간 협력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지식 저장고로서 사업 집행기관의 존재가 두드러진 사례는 ‘실험실 특

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외에도 ‘K-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도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의 협력 속에서 진행된 ‘K-

스타트업 경진대회’의 사업집행기관이 비영리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정신

재단이었다.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보통 어느 하나의 정부기관에 소

속되는 준정부기관과 달리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의 사업을

수탁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 38>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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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을 맡는 각 하위부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세 기관의 창업

관련 주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이 사업집행기관의 역할을 맡으면서 세 기관의 의견과 입

장을 조율하면서 기관 간 협력을 촉발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다.

이를 통해 지식 저장고로서 사업진행기관이 정부기관 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8>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조직도

이사장

상근

위원

이사회

기업가정신연구소

부설기관

경영지원파트

중기부
사업그룹

과기부
사업그룹

교육부
사업그룹

기반구축

프로젝트

멘토링센터

소셜벤처

프로젝트

민간

프로젝트

멘토링

프로젝트

기술창업

프로젝트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청소년창업

프로젝트

진로체험

프로젝트

대학창업

프로젝트

출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http://www.koe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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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제 1 절 결과의 정리

본 연구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협력적 의사

결정을 통한 공식적 동의안이 형성된 이후에 정부기관들에 의해 어떻게

통합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러한 행동을 위해 공식적 동의안을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고 개별 정부

기관의 과업과 관할권을 정교하게 조정하여도 일정 수준의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이 남아 있다(Gulati et al., 2012).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 간 협

력적 관계의 존재는 정부기관들이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전문화된 경

쟁력을 갖춘 지식들과 과업 영역들을 교차하여 공동 과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고려하면, 과업 모호성과 의존성을 해소하려는 정부

기관들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이 중요하고(Gulati, et al., 2012), 예견적·

적응적 조정 기제들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Calanni et al., 2015; Park et al., 2020; Tsai, 2002).

본 연구는 우선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적 관계들로 구성된 협력적 네트

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을 통해 구조적·기술적 특징과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1기보다 2기에

이행성이나 군집화 계수 등의 지표가 감소하여 네트워크의 응집력이 약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기보다 2기에 협력적 관계가 들어오는 흐름

(내향연결)에 있어서는 더욱 분권화된 네트워크의 경향을 보였으나, 이러한

연결들을 매개하는 지위(매개자)에 있어서는 집권화된 경향을 보였다. 셋째,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의 역할과 위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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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하면, 일자리 문제에 대한 협력적 네트워크에서 공식적 감독

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이 네트워크 관리조직으로서 역할이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네트워크

전통에 있는 여러 연구들은 네트워크 관리조직이 있는 협력적 네트워크

유형에서 네트워크 관리조직이 행위자들 간의 연결을 촉진하며 네트워크

관리조직을 중심으로 구조적으로 집권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제시했다

(Koliba et al., 2018; Provan et al., 2009; Provan & Kenis, 2008). 그러나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자리기획단의 역할이 두

드러지지 않았고 일자리 핵심 사업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심 기관들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ERGM)을 통하여 연구

가설들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진 정부기관 간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식적 협의체 이외에도 다른 조정 기제가

시기에 따라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기에는 수평적 협의체를 통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효과적

이었던 반면에, 2기에는 적응적 조정 기제인 이메일 상호작용 흐름의 효

과가 유효했다. 셋째, 계층제적 조정 기제는 공식적 감독기구의 송신자·수

신자 효과이든 아니면 다른 수직적 조정기제의 활용의 효과이든지 정부기

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에 영향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통제효과로서 살펴본 자원부존량은 자원의존이론의 예측과 달리

그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았다. 다섯째, 통제효과로서 네트워크 자기조직

화는 상호성 이외에 일관성 있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의 결과만으로 알기 어려운 조정

기제가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원적인 메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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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모색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례는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노력이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일자리 안정자금 사례는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 수평적 협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실험실 창업 사례는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사례는 특히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담당 실무자 간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소통

(이메일, 전화)이 장기적인 조직 간 관계로 전환되는 데 있어 지식 저장고

로서 사업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이 중요한 역할을 했

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과 ‘학생 창업유

망팀 300’ 사례의 비교를 통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따라서 정부

기관 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업 활동들이 협력인지 아니면 협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사업 추진체계를 보는 것이 중요함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다음 절에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했다.

제 2 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두 가지 연구 전통인 협력적 의사

결정 연구 전통과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을 연결하는 데 관심을 가

졌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협력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공식적 무대인

공식적 협의체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와 숙의 끝에 형성된 공식적

동의안이 어떻게 협력적 행동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해 고민했다.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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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행위자 간 협력적 관계는 정부기관들이 공식적 동의안의 과업 모

호성과 의존성을 해소하면서 정부기관들의 공동 과업 수행의 흐름들을

만드는 연결통로다. 이러한 연결통로를 통해서 정부기관들은 전문화의

영역들을 가로지르면서 협력적 의사결정의 결과물을 협력적 행동으로 통

합적이면서도 역동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기관 간 협력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

다음과 같은 기여들을 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협의체의 조정 기제로서의

작동을 이해하기 위해 공식적 감독기구가 어떻게 행위자들의 과업들을

조정하고 감독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

통에 있는 연구들은 공식적 협의체에서 공식적 동의안을 형성한 이후에

공식적 협의체가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들에 대한

의미와 설명을 제공한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한다(Ansell & Gash, 2008;

Emerson & Nabatchi, 2015a). 이러한 조정 기제로서 공식적 협의체의

작동은 공식적 감독기구가 핵심적인 관련 과제들을 어떻게 통합적인 시

각에 놓이도록 하고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이러한 시각이 이어지도록 감독

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어느 연구 전통에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먼저, 협력적 의사결정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들은 공식적 감독기구가 공식적 협의체의 형성, 개시, 작동

(Ansell & Gash, 2008), 복수의 연관된 과제들의 매개(Spekkink &

Boons, 2016)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협력적 네트워크 연구

전통에 있는 연구들은 이러한 공식적 감독기구가 네트워크 관리조직의

역할을 한다면 협력적 행동 단계에 있는 다른 행위자들 간의 협력적 관

계를 촉진한다고 본다(Provan et al., 2009; Provan & Milward, 2001).

본 연구는 공식적 협의체의 조정 기제에서 공식적 감독기구가 어떤 역

할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들을 얻었다. 먼저, 공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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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기구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이 파편화되지 않고 통합

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공식적 협의체

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은 전문·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그리고 심지어 수

평적 협의체들을 통해 여러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 정부기관들의

시각들을 반영하고 숙고하여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은 주무

기관의 관할권의 영역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통합성과 일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으며, 공식적 감독기구는 과제들의 그룹을 묶어주는 한편

으로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합성과 일관성을 잃지 않는 데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 다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사례에서 공식적 감독기구인

일자리기획단은 공공일자리 전문위원회와 다른 정부기관들을 중개했다.

또한, 일자리기획단은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다루어질

때 보건복지부 관할의 다른 핵심 일자리 사업(‘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

의료 일자리 창출방안’)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집행기관이라는 점에서

동일한 행정안전부 주도의 다른 사업(‘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

방안’)과 같이 검토되도록 했다.

결국, 일자리기획단은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각 정부기관의 주요 사업

들이 서로 맞물리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

였다. 또한, 일자리기획단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 핵심

과제별로 구성된 전문·특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전담 인원을 배정

했다. 이를 통해서 일자리기획단 주도로 공식적 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

본위원회는 사전적이고 예견적인 기획을 통해 과업들을 행동들을 정렬하고

조율하고자 하였다(Alexander, 2014, 1993). 그러나 공식적 감독기구가

주도하는 공식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노력들은 공통의 목표와 공유된 이

해를 가지는 공동 과업들을 형성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의 개별 과업들이

파편화되고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주된 초점이 있었다.

다음으로, 공식적 감독기구는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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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참여하여 과업 수행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해준다. 공식적 협

의체에서의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일자리기획단이 공식적 협의체에서 공동 과업 조정 노력을

주도하고, 이것이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일자리기획단과 다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상의 내용으로부터 명제1을

도출하였다.

명제1 : 공식적 감독기구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주요 정책 과제들이 파편화

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통합적 시각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업들의 조정을

주도한다. 또한, 공식적 감독기구는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과업

수행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그림 39>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관계의 발생과 그에 따른 공동

과업 수행방식 도식화

A
일자리

기획단

A
일자리

기획단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협력적 관계

A
일자리

기획단

a1

행위자

과업(사업)

(a)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관계의 발생

(b) 공식적 감독기구와 다른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수행방식

둘째, 조정 기제로서 수평적 협의체의 작동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맥락

에서는 공공-민간기관 간 협력의 맥락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문화된 영역들을 가진 행위자들 간에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수평적 협의체들이 수평적인 상호작용들을 촉진함으로써 행위자 간 협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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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인다고 본다(Park et al., 2020; Willem &

Buelens, 2007; Tsai, 2002). 정부기관 간에 수평적 협의체는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제도적 협의체의 성격을 가진다(이송호, 2007; 전영한 외,

2012). 경제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외에도 관계장관회의와 관계

차관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실무 조정을 거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상토론으로 진행된다고 알려졌다(이송호, 2003a,

2003b).

본 연구는 정부기관 간 협력의 맥락에서 수평적 협의체의 작동을 이해

하기 위해 몇 가지 측면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첫째, 정부

기관 간 협력의 맥락에서 수평적 협의체는 전문·특별 위원회 또는 분과

위원회 등이 부재하여 다루어지지 않는 핵심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

었다. 이는 핵심 과제임에도 별도의 전문·특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가

부재하여 즉각적인 조정 수요가 있었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과 일

자리안정자금 지원 사례에서 두드러졌다. 그래서 수평적 협의체는

ERGM 분석결과에서 1기에서만 그 효과가 유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기관 간 협력의 경우 관계부처회의 등 수평적 협의체에서 난상

토론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간 협력의 맥락에서는

수평적 협의체의 결과가 정부 보도자료로 대외적으로 발표되며, 이를 통해

정부기관 간에 합의된 내용이 공식화되는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공식화된

안건에 따라 정부기관 간 공동 과업 수행을 구속하게 된다. 이상의 내용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명제를 정리하였다.

명제2: 정부기관 간 협력의 맥락에서 수평적 협의체는 다른 예견적 조정

기제가 부재할 때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또한, 이러한 수평적 협의체의

과업 조정 결과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어 협력적 행동 단계에서 행위자들의

과업 수행의 정당성과 추진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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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 수평적 협의체를 통한 협력적 관계의 발생(1기)

A B

A B

수평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협력적 관계

셋째,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 행위자 간 상호작용들이 어떻게 조직 수준 행위자 간 장기적인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기존

연구들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계층제적 조정 기제의

작동과 그에 따른 관할권의 조정의 맥락에서 논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Jaques 1990; Kogut & Zander 1996). 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일련의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하고 맞물리게 하는 데 있어서 공식화되고 의도

적인 기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Alexander, 2014, 1993; Thompson,

1961). 그러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과업 조정은 공

식적이고 계층제적인 수단 외에도 이들 간의 비공식적인 대화적 상호작

용을 통해서 형성하는 공감대, 공통의 어휘와 시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Calanni et al., 2015; Park et al., 2020; Ring & Van de Ven,

1994). 이는 행위자들 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통한 상호

조절을 강조하는 것이다(Alexander, 1993; Lindblom, 1965).

구체적으로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행위자들 간에

상호 신뢰, 공유된 이해, 공감대 등의 공통성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행

위자들 간에 협력적 노력에 영향을 미친다(Ansell & Gash,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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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an & Kenis, 2007). 먼저, 이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은 정부기관 상호

간에 서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

기관들이 구조적·기능적 파편화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정부

기관 간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은 공식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관계적 특징(예를 들어, 신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정부

기관 간에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Kogut & Zander,

1996; Moynihan, 2009; Ring & Van de Ven, 1994). 본 연구는 ERGM

분석을 통해서 이메일 상호작용이 1기에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않았으나 2기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발견했다.

인터뷰를 통해 이메일 상호작용은 전화와 함께 정부기관 간에 의견, 정보,

자료를 교환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의사소통 채널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한 반복적인 상호작용이 정부기관 간에 공통성들을 형성

하고 그에 따라서 정부기관들의 행동들의 상호 조절을 하는 데는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 적응적 조정 기제를 통한 협력적 관계의 발생(2기)

A B

A B

적응적 조정 기제를

통한 과업 조정

협력적 관계

그런데 이러한 의사소통 채널들을 통한 상호작용들은 정부기관의 업무

담당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기관 간에 장기

적인 조직 수준의 공통성들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식 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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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gyres et al., 2007; Argyres & Mayer, 2017)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

으면 업무 담당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호이해의 증진은 업무 담당

자들의 변경과 함께 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K-스타트업 경진대회’로 이어지는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간의 협력 사례에서 사업 집행기관이 이

러한 지식 저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에서는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이 그러한 역할을 했고,

‘K-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는 비영리기관인 한국청년기업가재단이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 기관들은 정부기관들의 다른 사업들도 맡아서 시행하면서

정부기관들의 사업들에 대하여 이해하고 이들 정부기관들 간에, 그리고

정부기관들과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에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통하여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위로부터의 통합 원리를

이식하는 협의체들 외에 사업 집행을 담당하면서 아래로부터 정부기관

사이에 통합 원리의 발생을 촉진하는 사업 집행기관들의 지식 저장고로서

역할을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정리하면, 많은 수의 정부기관 간 상호작용은 이러한 지식 저장고를

통해 장기적 기억으로 누적되어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ERGM 분석 결과에서 이메일 상호작용의 효과가 1

기에는 작동하지 않고 2기에 작동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명제3으로 정리했다.

명제3 : 적응적 조정 기제로서 의사소통 채널들은 개인 수준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들을 저장하고 촉진하는 기억 저장고를 통해서 조직 수준의

행위자 간 장기적인 협력적 관계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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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정책적 함의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부가 복잡한 성격의 난제를 다루려고

할 때 정책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공식적 감독기구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정부기관 간 협력을 실제 얼마나 발생시켰는지보다는 공식적

협의체에서 정부기관들의 과업들을 조율하고 정렬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공식적 감독기구는 정부기관들의 과업들을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열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역할은 그러한 과업들이 파편화

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 공식적 감독기구의

역할은 정부기관들의 개별 과업들 간 연관성을 찾아내고 이러한 연관성

으로부터 공동 과업들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는 공식적 감독기구가 공식적 협의체에서 발표되는 내용(각종

정책보고서들)에서 여러 연관된 과업들을 묶는데 그치는지 아니면 연관된

사업들의 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시도로 이어지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의 100대 핵심 세부 과제들 중에서 49개의 세부

과제들에 복수의 정부기관들이 할당되어 있으나, 인터뷰 대상자들은 이

경우 상당수가 연관성에 따라 단순하게 종합된(aggregate) 것에 불과함을

언급했다. 이 경우 표면적으로는 정부기관 간에 협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부기관들이 각자 자신의 개별 과업 수행에 전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공식적 감독기구는 복수의 정부기관들 사이에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이 높은 과업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융합의 기회와 이를

통한 두 기관 간에 협력의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둘째,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서 적응적 조정 기제의 효과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 집행기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업

집행기관은 각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며, 이로 인해 개별 사업은 하나의

정부기관(사업 집행기관)과 하나의 산하기관(사업 집행기관)의 조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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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처럼, 두 정부기관 간의 협력은

사업 집행기관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통합성을 발생시키는 작동 기제를

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고려하면, 두 정부기관 간에 협조를

넘어서는 협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의 사업에 대하여 전체적

으로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식을 저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업 집행

기관의 역할을 어떤 기관이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셋째, 적응적 조정 기제를 위한 의사소통 채널들이 정부기관들 간의

협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인사 교류로서 협업 정원 제도의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협업 정원제도는 특히 어느 두 정부기관 간에 과업

의존성과 모호성에 대한 신호를 포착했으나 주요 의사소통 채널들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거나 공통성들을 형성하는 데 실패하고 교착 상황에 있을

때 유용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여러 가지 중요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적응적 조정 기제가 장기적인 효과에 미칠 수

있는 공통성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연구를 통해서 충분히 규명

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적응적 조정 기제를 통해 공통의 어휘(‘실험실

창업’)이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또는 공통 목표(‘일반 창업 또는

대학 창업이 아닌 대학원 창업 사업의 필요성’)의 형성을 살펴보았다. 그

러나 본 연구는 그 이후에 반복적인 상호작용의 지속과 사업 집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을 통해 어떤 추가적인 공통성들이 형성되

었는지를 알아내는 데 이르지는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간에 어떤 구체적인 지식들이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이라는 지식

저장고를 통해 저장되었는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러한 점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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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관심이나 지시와 같이 계층제적 조정 기제

에서 중요할 수 있는 요인들을 반영하지 못했다. 다른 수직적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자원의존이론을 통제효과로서 모형에 반영하였으나, 여러 유형의

자원들을 모형에 포함하지는 못했다. 각 정부기관은 재정적 자원인 예산

이외에도 정보, 사회적 영향력 등을 자원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자원 유형들의 서로 다른 분포 속에서 정부기관들이 가질 수 있는

상호의존성을 포착하는 것은 자원의존이론에서 중요하다(Brass et al.,

2004; Calanni et al., 2015; Park & Rethemeyer, 2014).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을 통제효과로서 충분히 고려하지는 못했다. 기

존의 연구들도 연구모형에 복수의 자원 유형들을 병렬적으로 반영하는데

머무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가장 중요한 재정적 자원을 모형에

반영함으로써 기존의 자원의존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하는 최소한의

효과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정부기관들이 과업 수행을 할

때 어떤 자원 유형들이 중요한지, 정부기관들 간에 서로 다른 자원 유형

들에 대한 의존성은 어떻게 모형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

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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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협력, 조정, 협조 등 주요 개념들에 대한 정의(용어집)

‣ 조정 : 행위자들 사이에 분업과 과업 상호의존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자들의 행동들 간의 연관성과 일관성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행동들을 묶어주고 정렬하고 맞물리게 하는 것

‣ 조정 기제 : 조정 기제는 행위자들이 과업을 어떻게 수행할 것

인지(어떤 부분을 개별 과업으로 진행하고 어떤 부분을 공동 과업

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수단임. 조정 기제는 조정 수단의

공식화 수준을 기준으로 예견적 조정 기제와 적응적 조정 기제로

구분할 수 있음.

‣ 협력 : 단일한 행위자에 의해 수행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공통의 문제와 목표를 고려하여 수행하는 경계를

교차하는 공동의 활동들

‣ 협력적 관계 : 협력적 의사결정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적 행동에

있어서 정부기관들 간 협력적 관계는 필요시 자신들의 개별 과업을

넘어서서 다른 행위자들의 업무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연결통로

‣ 협력적 의사소통 : 협력적 의사결정은 관련된 행위자들과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학습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호호혜적인 대안을 형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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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적 행동 : 협력적 의사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의도적인 노력들

‣ 협조 :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개별 목표, 접근, 이익을 가지고 기

존의 자신들의 작동방식으로 다른 행위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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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units: The effect 

of coordination mechanisms 

on collaborative ties

Hwang, Hancha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government units do 
collective actions(collaborative actions) in an integrated and 
cohesive way after a formal agreement is developed through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so that they address wicked 
problems. A certain level of ambiguity and dependence about 
jurisdiction and boundary of each unit remain after the 
formal agreement is developed regardless of the degree of 
elaboration. The existence of collaborative ties between 
government units helps them to do collective actions more 
flexibly across their task bound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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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ever, factors affecting collaborative ties between 
government units for collaborative actions remain 
insufficiently explored. Under collaborative governance 
traditions, in which either decision making or implementation 
is laser-focused, translating decision making into actions 
effectively and coherently has been rarely examined. 
Especially, this becomes more important for tackling tricky 
and wicked public problems, considering members for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are often different ones for 
collaborative action. As such, continuous and vibrant 
coordination is necessary in converting decisions into 
integrative and coherent collective actions.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explores the possibility that 
collective task coordination efforts of government units 
through coordination mechanisms might likely lead to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m. The coordination 
mechanisms have two types: anticipatory coordination 
mechanisms, focusing on formalized and deliberate planning, 
adaptive coordination mechanisms, focusing on mutual 
adjustment by informal and voluntary interactions. On the 
one hand, some researchers highlight the iterative procedure 
of deliberation and negotiation in the formal forum after the 
formal agreement. On the other hand, some other scholars 
center attention on the top-down alignment of tasks and 
actions of the units, using hierarchical coordination 
mechanisms. Both of them are premised on the anticipatory 
coordination mechanisms. Unlike them,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that the bottom-up alignment of tasks 
and actions of the units through iterative and cycl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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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 is likely to influence the 
emergence of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m. It is based on 
the adaptive coordination mechanisms.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the planning team on job 
creation as a formal supervisory authority as well as 
structural characteristic of the collaborative network that 
consists of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 units, adopting 
structural and descriptive network analysis. It finds that the 
planning team played a limited role in the network.
   Next, the study adopts the exponential random graph 
models (ERGMs) and empirically tests four theoretical 
hypotheses. First, collective task coordination efforts of 
government units in the formal forum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 Creation) is likely to result in the 
emergence of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m. Second, other 
two coordination mechanisms might stimulate the likelihood 
of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 units. In the first period, the 
effect of horizontal coordination forums is significant, and in 
the second period, email interaction flow, one of the adaptive 
coordination mechanisms, is significant. Third, hierarchical 
coordination mechanisms are insignificant as opposition to 
the expectation.
   Last, case studies are attempted to discern the underlying 
mechanism about how coordination mechanisms likely lead to 
collaborative ties. First,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agencies for social services reveals that 
collective task coordination efforts in the formal forum have 
a high tendency to stimulate collaborative ties between the 
planning team on job creation and another government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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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nning team played a mediator role between 
sub-committees and government units on the one hand, and 
it made the orderly alignment of government projects. 
Second, the two other cases, policy initiatives of innovative 
start-ups and the government subsidy for job creation, show 
that the horizontal coordination mechanism might be working 
in absence of sub-committees. Third, the case of “lab 
start-ups” reveals how the adaptive coordination mechanisms 
work. It shows that iterative and cyclical interactions between 
officer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stimulated mutual adjustment of tasks and 
actions across their boundaries. Furthermore, it is evident 
that the team for academic/industrial collaboration in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played a crucial role 
to transfe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etween both ministries 
into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hips as a repository of 
knowledge. 
   From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ree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formal supervisory authority take an 
initiative in the formal forum so that primary policy tasks 
are undertaken under an integrative perspective. It also 
provides some level of legitimacy and momentum for actors. 
Second, horizontal coordination mechanisms might work 
effectively in absence of other anticipatory coordination 
mechanisms. Third, communication channels as the adaptive 
coordination mechanisms are likely to lead to longstanding 
collaborative ties between organization-level actors with a 
repository of knowledge, through which results of 
interactions between individual-level actors are accumulated.



273

   
keywords : coordination mechanism, collaborative tie, 
adaptive coordination, ERGM, network analysis
Student Number : 2018-3853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제1절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협력 및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개념 정의
	1) 협력, 조정, 협조의 개념적 혼동과 구분
	2) 협의의 정의 vs 광의의 정의
	3) 본 연구에서의 협력 및 협력적 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
	4) 정부기관 간 협력의 개념적 특수성과 보편성

	2.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들
	1) 이론적 배경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적실성
	2)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
	3)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
	4)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 논의
	5) 소결


	제2절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대한 논의
	1.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정 기제들
	1) 예견적 조정 기제
	(1)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2) 계층제적 조정 기제
	(3) 수평적 조정 기제

	2) 적응적 조정 기제
	3) 검토
	(1) 경쟁가설 : 자원의존이론(통제효과)
	(2) 경쟁가설 :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통제효과)
	(3) 소결




	제3장 연구설계
	제1절 기본 연구설계: 비교 사례연구
	1. 분석수준
	2. 종단면적 연구설계

	제2절 연구의 분석틀
	1. 종속변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2. 설명변수
	1) 예견적 조정 기제
	(1)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2) 계층제적 조정 기제
	(3)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2) 적응적 조정 기제

	3. 통제변수
	1) 자원부존량(수신자 효과)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또는 자기조직화 효과)

	4. 연구의 분석틀

	제3절 자료수집 절차
	1.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 설정
	2. 자료수집 절차
	1)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자료수집 절차
	2)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 데이터의 자료수집 절차
	3) 자원부존량 자료수집 절차


	제4절 분석방법
	1.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
	2. 종단면 데이터에 대한 ERGM 분석
	1) ERGM 분석의 방법과 절차
	2) ERGM 분석의 활용 방법과 타당성

	3. 사례분석


	제4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제1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분석
	1. 기술통계 :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1)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2)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도출

	제2절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행위자에 대한 분석
	1. 중심성 분석 :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2.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일자리기획단의 역할
	3. 소결


	제5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추론적 네트워크 분석
	제1절 기술통계
	1. 예견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 공식적 협의체
	2) 다른 수직적 협의체
	3) 수평적 협의체

	2. 적응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 공문서
	2) 메모보고
	3) 이메일
	4) 소결

	3. 통제변수에 대한 통계

	제2절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ERGM)
	1. 1기
	2. 2기
	3. 종합


	제6장 사례분석
	제1절 공식적 협의체의 작동: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과정
	2.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의 결과

	제2절 수평적 협의체의 작동
	1. 수평적 협의체에의 의한 조정 사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 수평적 협의체에의 의한 조정 사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3. 수평적 협의체의 협력적 관계 발생 메커니즘

	제3절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 실험실 창업 사례
	1. 초기에 협력 필요성 인지 과정
	2. 적응적 조정 기제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발생
	3. 적응적 조정 기제와 협력의 장기적인 지속


	제7장 결론
	제1절 결과의 정리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제3절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startpage>17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5
   제3절 연구의 방법 6
   제4절 연구의 구성 7
제2장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9
  제1절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 9
    1. 협력 및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개념 정의 9
      1) 협력, 조정, 협조의 개념적 혼동과 구분 10
      2) 협의의 정의 vs 광의의 정의 15
      3) 본 연구에서의 협력 및 협력적 행동에 대한 개념 정의 19
      4) 정부기관 간 협력의 개념적 특수성과 보편성 23
    2. 경계를 교차하는 협력에 대한 기존 논의들 26
      1) 이론적 배경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적실성 27
      2) 협력적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 전통 30
      3)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 전통 35
      4) 조직 간 관계에 대한 조직 이론 논의 40
      5) 소결 44
  제2절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형성에 대한 논의 48
    1.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48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의 발생에 영향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정 기제들 53
      1) 예견적 조정 기제 55
        (1) 공식적 협의체를 통한 과업 조정 55
        (2) 계층제적 조정 기제 57
        (3) 수평적 조정 기제 61
      2) 적응적 조정 기제 64
      3) 검토 70
        (1) 경쟁가설 : 자원의존이론(통제효과) 70
        (2) 경쟁가설 : 네트워크의 자기조직화(통제효과) 73
        (3) 소결 75
제3장 연구설계 78
  제1절 기본 연구설계: 비교 사례연구 78
    1. 분석수준 78
    2. 종단면적 연구설계 79
  제2절 연구의 분석틀 85
    1. 종속변수: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85
    2. 설명변수 100
      1) 예견적 조정 기제 100
        (1) 공식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100
        (2) 계층제적 조정 기제 104
        (3) 수평적 협의체에 의한 조정 106
      2) 적응적 조정 기제 108
    3. 통제변수 111
      1) 자원부존량(수신자 효과) 111
      2) 네트워크의 구조적 효과(또는 자기조직화 효과) 112
    4. 연구의 분석틀 117
  제3절 자료수집 절차 119
    1. 네트워크 행위자 리스트 설정 119
    2. 자료수집 절차 122
      1) 정부 보도자료 첨부문서 자료수집 절차 122
      2) 공문서, 메모보고, 이메일 데이터의 자료수집 절차 125
      3) 자원부존량 자료수집 절차 127
  제4절 분석방법 128
    1.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분석 129
    2. 종단면 데이터에 대한 ERGM 분석 131
      1) ERGM 분석의 방법과 절차 131
      2) ERGM 분석의 활용 방법과 타당성 138
    3. 사례분석 140
제4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구조적·기술적 네트워크 분석 142
  제1절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 분석 142
    1. 기술통계 :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142
      1)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의 보도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142
      2)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기관 간 협력적 관계 145
    2.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도출 147
  제2절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적 행위자에 대한 분석 150
    1. 중심성 분석 : 누가 중요한 행위자인가? 150
    2. 공식적 감독기구로서 일자리기획단의 역할 154
    3. 소결 155
제5장 정부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에 대한 추론적 네트워크 분석 157
  제1절 기술통계 157
    1. 예견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57
      1) 공식적 협의체 157
      2) 다른 수직적 협의체 162
      3) 수평적 협의체 166
    2. 적응적 조정 기제에 대한 통계 169
      1) 공문서 169
      2) 메모보고 172
      3) 이메일 174
      4) 소결 176
    3. 통제변수에 대한 통계 177
  제2절 추론적 네트워크 통계분석(ERGM) 179
    1. 1기 179
    2. 2기 188
    3. 종합 196
제6장 사례분석 199
  제1절 공식적 협의체의 작동: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99
    1.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 과정 199
    2. 공식적 협의체에서의 과업 조정의 결과 208
  제2절 수평적 협의체의 작동 212
    1. 수평적 협의체에의 의한 조정 사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212
    2. 수평적 협의체에의 의한 조정 사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215
    3. 수평적 협의체의 협력적 관계 발생 메커니즘 216
  제3절 적응적 조정 기제의 작동: 실험실 창업 사례 220
    1. 초기에 협력 필요성 인지 과정 220
    2. 적응적 조정 기제와 정부기관 간 협력의 발생 222
    3. 적응적 조정 기제와 협력의 장기적인 지속 226
제7장 결론 231
  제1절 결과의 정리 231
  제2절 이론적·정책적 함의 233
    1. 연구의 이론적 함의 233
    2. 연구의 정책적 함의 241
  제3절 연구의 한계 242
참고문헌 244
부록  267
Abstract 269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