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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22개 표준업무 유관 부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기술통계와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
과는 첫째, 표준업무의 주된 갈등원인은 관할권의 중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간 관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간 표준업무 관계는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선호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업무 관련 22
개 부처 중에서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가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
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산업자원부가 관계조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
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국가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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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
다. 본 연구는 정부간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에 비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
하여 유관 부처 전체를 조사하였지만,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표준
업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거시적 실증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정부간 관계, 네트워크 분석, 표준정책】

Ⅰ. 서 론
IMF 이후 신자유주의 사조는 글로벌시대를 표방하며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
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무한경쟁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청하고 있다. 나아가 범
국가적 기구들은 기술장벽을 서비스와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요소
로 규정하고, 글로벌 규범으로서 각국의 기술기준을 세계표준에 부합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표준이 공공재와 민간
재의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대량생산을 추구했던
시기에는 기술이, 품질향상을 우선으로 하는 시기에는 품질이, 국제표준화를 통
한 시장개척의 시기에는 마케팅이 표준에 중요한 요소였다면, 요즈음에는 생명
의 안정성, 환경보호 등 사람과 재화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하는 안전, 환경 규
범이 표준에 새롭게 추가되었다(박정수, 2007). 최근에는 이러한 표준이 시장선
점을 위한 수단으로 강조되고 있다. 기술개발과 특허로 기업을 혁신하고 시장을
창출할 수는 있겠지만 표준을 이용하지 못하면 시장을 확대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즉,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시
장 지배력이 높은 집단에서 요구하는 표준과 동시에 환경부하가 낮으면서 안전
성이 보장된 상품, 국제표준의 부합 등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표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기업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책임과 연관되는
인권, 노동, 윤리 등에 관한 사회적 표준화나 재난관리에 관한 표준화 분야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1) Auriol & Benaim(2000)은 이에 대한 근거로
서 “분권화된 경제체제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규범이 표준으로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열등한 규범이 표준으로 정립되기도 하는데 이 때 진화적 관점
에서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규범이 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순애, 2007 재인용). 예를 들어 KS규격 중 방
법･전달규격(14,3000여종)은 용어, 치수, 시험방법 등을 규정하는 국가표준(기술
1) 즉,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기업에게 표준 정보제공, 국제표준
화기관에 정책적 대응, 표준관련 연구개발 지원, 표준 이해관계자간의 의견조정의 장
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국가표준발전 좌담회, 20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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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원, 2007a)으로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내재하고 있어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이 강한 표준화 업무
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2)
그러나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해 특정 부처가 배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책영역이 적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3) 표준정책 또한 이러한 점에서 예외
가 아니다. 최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술표준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이 미비하며, 국가인증제도도 부처별로 중복･운
영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4)5) 이
러한 부처들의 업무 중복과 상호 독립적인 정책결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복잡･
다변하는 현대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네트워크 관
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Agranoff & McGuire, 2003). 전통적으로 정부간 관
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 대한 연구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 즉, 수직적인 관계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6) 그러나 중앙부처들은 상
호 독립성을 전제로 협력적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직적 관계에
따른 논의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적합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소수의 실증연구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론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특히 본 연구가 다루
고자 하는 표준업무는 그 특성상 하나의 부처가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며, 표준업무를 통해 발생하는 부가가치 때문에 각 부처는 특정 표준에 대하
2) 기업 입장에서 표준화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제품규격에 대한 인증으로서, 특허
를 통해 기업이 제품규격을 선점하게 되면 시장에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다. 따라서 공공재적 특성을 내재한 국가표준의 경우 정부주도의 제･개정 작업을 추
진하고, 제품규격 인증은 민간 주도로 하되 기업은 제품 표준을 개발하고 정부는 이
를 지원하거나 외국 또는 국제표준화기관과의 조율을 담당하는 분업이 가능할 것이
다.
3) 예를 들면 수질에 관련된 정책의 경우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 식약청 등이
그 이해관계 부처이며, 근본적인 정책문제 해결을 위하여는 관련된 이해관계부처 간
의 관계관리가 필수적이다.
4)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기업대상 설문조사(2007) 결과를 기초로 추산한 결과, 현재 정
부부처간 인증 중복으로 인하여 기업의 매출손실액이 평균 132.27백만원에 이르는 것
으로 추산되었으며, 인증중복을 없앴을 경우 기업의 인증획득 비용 절감액은 총 7,900
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기술표준원, 2007b).
5) 현재 정통부의 KICS(정보통신규격)와 산자부의 KS 규격 중 29개가 중복되는데, 이는
정통부가 제정한 491개 KICS중 약 6%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환경부는 KS와
의 통일화 추진에 합의하였으나(‘05.12) 수질오염공정시험법 등 환경기술기준과 KS의
통일화가 미흡한 실정이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부자료, 2007).
6) 예를 들면 Wright(1988)는 연방-주-지방정부간 관계를 상호 독립성의 정도에 따라 내포
관계 모형, 분리관계모형, 중첩관계 모형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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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영역(turf)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표준업무에 대하여 중앙부처
간 협력 및 갈등관계가 빈번히 발생하는 데는 이러한 업무 특성이 중요한 요인
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본 연구는 그간 상대적
으로 깊이 연구되지 못하였던 중앙부처 간 관계에 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하고,
기존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지식격차(knowledge gap)를 발견하여 연구가설을 제시
하는 것이다. 둘째, 분석대상으로서 표준업무 유관 부처를 파악하여 부처 간 협
력 및 갈등관계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
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앙정부 부처간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중앙정부부처는 정책과정에 있어 주요한 공식 참여자이다. 정책과정에 있어
부처간 갈등 또는 협력에 대한 논의들의 기본 전제는 정책결정 상황에서의 불
확실성(Cohen, March, & Olson, 1972) 또는 집행상황에서의 복잡성(Pressman &
Wildavsky, 1973) 때문이다. 정책과정에서 부처간 협력의 필요성은 Dror(1989)의
최적 정책결정모형에 나타난다. Dror에 따르면 최적의 정책결정이 되기 위해서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환류과정이 제도화되어 있어야 한다. 즉 정책결정
참여자(중앙부처)들 간 의사소통과 환류를 위한 네트워크가 구조화되어야 한다
(류지성, 2007: 343 재인용).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부처간 의사소통에 기반
한 갈등 또는 협력관계가 어떠한 네트워크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탐색하여,
향후 부처간 효율적인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대한 함의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
다.
한편 정책과정에서 갈등은 부처간 경쟁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공공선택론
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 부처간 갈등은 더 많은 예산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표출된다. 특히 많은 수의 부처들이 존재하지만, 이들 간의 경쟁을 조정할 기제
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 정부부처들은 정치적인 지지를 동원하여 그들의 입
지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정책결정과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즉 정부의
내적 일관성(consistency) 또는 응집력(coherence)을 잃어버리고, 통합된 정책도구
로서 정책이 아닌 생존을 위한 부처간 정치적 게임으로 전락할 수 있다(Peters,
2001: 226).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과정을 설명하여주는 모형이 Allison(1971)의
관료정치 모형이다. 즉 정부부처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합리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정치게임을 실시하고, 이렇게 복잡한 정치게임의 과정에서 산출되는 것
이 정책결정이다. 효율적인 정책결정모형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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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의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은 필
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전통적으로 정부간 관계에 대한 연구는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협치와 네트워크 관리의 중
요성이 부각되면서 중앙정부 부처 간 관계에 대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크게 정부 간 관계를 갈등(또는 경쟁)과 협력관계로 보고 있
다. 기존 연구의 특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실증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협력관계보다는 갈등관계 사례를 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박천오, 2005; 이창길, 2007) 대체로 문헌조사와 보조
적인 면접조사에 의존한 단일사례 연구에 한정되고 있다.7) 둘째, 기존연구에서
부처간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첨단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산업분야에서 정책관할권 중첩 때문에 발생하는 부처간 갈등이다.8) 그 외
에 대형국책사업에 있어서 부처 간 정책가치의 차이에 의한 갈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환경문제를 둘러싸고 개발과 보존이라는 상반된 가치를 중심으로 일
어나는 갈등이 이 경우에 속한다.
셋째, 기존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부처 간 갈등관리에 있어서 조정
기제의 문제이다. 부처 간 갈등조정은 당사자 간에 수평적 또는 협상적 조정과
제3자의 개입을 통한 수직적 또는 강압적 조정(박재희, 2000; 유홍림, 윤상오,
2006), 그리고 이 둘의 혼합적 조정(주재복, 홍성만, 2001)으로 나누어진다. 수평
적 조정은 실무회의를 통한 갈등 조정(김종순, 강황선, 2004), 부처간 인사교류,
부처간 협의체 구성 등이 있으며, 공식적인 갈등조정제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정치적 조정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높다(정정화, 2003). 반면 정부 간 갈등성
격이 적대적인 경우 또는 부처간 행정문화가 배타적인 경우에는 갈등해결이 상
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3자의 중재개입이 필수적이다(권경득 외, 2004; 김용
훈, 2000). 그러나 김상봉, 이상길(2007)에 따르면 상급부처나 청와대 등 제3자가
개입할 경우 정치적 합리성에 의하여 조정되기 때문에 향후 갈등 재발 가능성
이 높다고 한다.

7) 박천오(2006; 11)는 “타부처와 상호작용이 상대적으로 빈번할 것으로 여겨지는” 부처
를 추출하여 연구대상에 포함하였고, 이창길(2007; 30)은 네트워크 분석을 위해 법령
제/개정안의 제안부처와 협의부처를 기록한 자료를 이용하는 two-mode 네트워크 분석
을 실시하였다.
8) 중앙부처간 갈등의 원인으로서 관할권 중첩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어 있다(김
영평, 신신우, 1991; 박재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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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중앙부처 관계관련 선행연구 검토
저자

연구문제

관계
초점

연구방법

갈등원인

대상부처 정책분야

함의

상급기관의 갈등조정은 기술적 타당성이라
김상봉, 첨단기술 분야에서 부처
관할권 중첩 정보통신부,
첨단기술 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의한 조정이었기
이상길 간 갈등을 갈등양상, 원 갈등 단일사례분석 및 이해관계 산업자원부,
관련정책 에 미래에도 첨단기술 정책에서 갈등이 예
(2007) 인, 조정과정으로 기술
차이
과학기술부
견됨
전자정부 추진기능의 중
부처간 갈등으로 중복투자, 조정비용 증가
유홍림,
복으로 인한 두 부처간
정책관할권 행정자치부, 첨단기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으며, 이의 해결을 위
윤상오
갈등 단일사례분석
갈등원인, 양상, 전략,
중첩
정보통신부 관련정책 하여 부처간 역할분담의 명확화, 조정체계
(2006)
강화가 필요함
결과를 기술
새로운 정책분야인 산업
관할권중첩과
정보화에 대하여 부처들
단일사례분석
산업자원부
윤상오
이에 따른
첨단기술 부처조직 및 기능의 개편/ 조정기능의 강
의 이익극대화 성향으로 갈등 (문헌조사,
정보통신부
(2005)
관료이익극대
관련정책 화를 통한 협력강화
기인한 갈등 조정과정을
면접)
중소기업청
화 추구경향
기술함
박천오 부처간 권력분포와 상호
갈등
(2005) 작용 패턴을 연구

설문조사

부처이기주의 재정경제부
및 부처간
외 21개
영역의 모호화
부처

부처 권력순위를 도출. 향후 복지, 정보통신
N/A 기술, 환경관련 부처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
로 기대.

정책환경복잡
국민 정책단계별 정책참여자들의 분석을 통하여,
새만금 사업에서 발생한
농림부,
정정화
성에 의한
삶의 질
환경부,
부처간 갈등을 관료정치 갈등 단일사례분석
관련 조정기제가 아닌 당사자간 정치적 해결을
(2003)
갈등/정책가치
모형을 통하여 분석
해양수산부 정책 통한 갈등해소
에 대한 차이
동강댐건설 정책 참여구
국민 정책과정에서 정책참여자의 복잡화가 발생
주재복,
단일사례분석
정책가치에 건설교통부, 삶의 질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간 갈등조정방식중 혼
조 변화가 정책과정에
홍성만
갈등 (문헌조사,
관련 합적 조정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갈등해소방
미치는 영향 및 부처간
대한 차이
환경부
(2001)
면접)
정책 식임을 제시
갈등해결기제 제시
국민
양경수,
교육인적
유아교육정책에서 나타
82-97년까지 유아교육 정책형성 및 집행과
김경선
갈등 단일사례분석 관할권중첩
자원부, 삶의 질
관련 정에서 갈등양상 기술, 대안은 없음
나는 부처간 갈등기술
(2000)
보건복지부 정책
전자정부 구축에서 부처
단일사례분석
김용훈
정책관할권
간 갈등의 특징 및 역할 갈등 (문헌조사,
(2000)
중첩
정립
면접)

협력관계구축: 정부 민간을 포함하는 포괄
행정자치부 첨단기술
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통합적 운영위원
정보통신부 관련정책
회 구성

Althau
s&Yar
wood(
1993)
Molna
r&Rog
ers(19
79)

PL480,
농무부
영역중복은 갈등의 큰 원인은 아니며 인터
상품판매
관계부처
뷰결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연결된 네트
회사,곡
(카터정부)
워크 조정기구를 통해 극복가능함
물수출

영역중복으로 인한 갈등
참여자인터뷰
관계를 통해 갈등발생의 갈등
(문헌조사)
구조, 원인을 분석

조직 갈등의 비교모델

갈등

정태화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협력
(2004)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네트워크
명령지시
영역연결
계급제

조직의 상대적인 자원의 차이 즉 조직영역,
참여자인터뷰
조직의
천연자원
천연자원 제3의 관계여부, 조직의 수명차이 등이 자
(문헌조사) 상대자원 차이 관련조직
원관리기간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함
문헌조사

공동체 생태학이론 적용
박상규
문헌조사
을 통한 부처간 협력모 협력
(2000)
(이론적분석)
형 구축

N/A

교육인적
자원부,
노동부

N/A

N/A

국민 학교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부처간 상호
삶의 질
관련 협동을 통한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됨(규범
정책 적 접근).
협동에 대한 규범적 접근: 부처이기주의를
N/A 최소화하기 위하여 4가지 공동체조직 전략
을 제시

(다음 쪽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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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연구문제

Weiss
공공기관 간 협력조건
(1987)

관계
초점

연구방법

대상부처 정책분야

함의

교육기관 비교연구를 통해 협력이유와 협력
협력에 대한
소수사례비교
교육서비스 교육서비 이 이루어지지 않는 조건분석(문제해결, 전
협력
압력(재정적
연구
기관
스 문성이점, 재정적이점, 불확실성제거, 명령,
정치치 이점)
정치적 이점 순서로 협력원인이 됨)

부처간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네트워크
이창길
협력
구조분석을 통하여 협력
분석
(2007)
갈등
과 경쟁관계 분석
(문헌조사)
Brown
조직의 갈등 관리
(1983)

갈등원인

갈등
협력

이론적
분석

N/A

25개
중앙부처

조직간/구성원
간 등 다양한
차원

N/A

행자부, 산자부 등이 협력중요부처, 해양부,
N/A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등이 경쟁관계에서
중요부처
N/A

행동양식의 수정, 자원의 재분배, 관점의 재
구조화, 구조적 압력의 재조정

혼합적 조정은 갈등당사자 부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갈
등관계에 포함될 때 효율적인 조정 방식으로 중재를 위한 임시조직을 설립하여
계속적인 토론을 거쳐 합의점을 도출하는 방법이다(주재복, 홍성만, 2001). 마지
막으로 공공정책 집행에 있어서 중앙부처 간 협력관계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
문 것으로 나타났다.9) 부처 간 갈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연구들
은 부처 간 협력은 당연하게 이루어져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즉, 부처 간 협력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부재하고 연구도 초보적
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협력사례에 대한 실증연구가 축적
되어야 부처 간 수평적 조정에 있어서 협력전략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문헌분석에서 나타난 기존연구의 한계점은 첫째, 방법론적 한계로서
많은 연구들이 단일사례분석으로 갈등원인, 갈등양상, 갈등결과, 대안(조정과 협
동)의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획일적인 분석틀에 한정되어 있다. 둘째,
대부분 특정 정책에 대한 몇몇 부처들 간의 갈등원인 파악 및 이에 따른 대안
제시이며, 셋째, 많은 정책사례들이 2개 이상 복수의 부처들이 동시에 갈등관계
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부처의 관계를 포함한 거시적인 측면의 연
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존 연구들은 정책적 함의로서 부처간
“협력” 또는 협조를 규범적･당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한 협력관계의 특징에 대한 연구는 적다. 본 연구는
이상의 기존연구에서 도출된 한계점을 출발점으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제기한다.
1) 표준화 업무에 관련된 부처는 어디이며, 이들 정부부처간 관계의 특징은
무엇인가?
9) 윤상오(2005, 168)는 우리나라 중앙부처들은 협상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고, 중앙부처
들 간 상호배타적인 조직문화를 보이기 때문에 부처간 협력 또는 수평적 조정이 어렵
다고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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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화 업무 관련 협력 및 갈등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 부처
는 어디인가? 그리고 중심 부처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은 무엇인가?
3) 이상의 분석이 시사하는 국가표준업무 네트워크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
는가?

Ⅲ. 자료수집 및 네트워크분석
표준업무의 특성상 전통적인 부처의 경계를 넘어서야 정책의 결정 및 추진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렇게 부처간 경계를 넘어서는 조직간 관리는 둘 내지 세 부
처 간의 단순한 관계를 넘어서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관련되는 복잡한 네트워
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기존 연
구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개별 부처의 독특한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범위 또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수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행동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론을 통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네트워크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를 의미한다. 동시에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구조를 형성한 참
여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즉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관계망에

배태(embedded)되게

되는

것이다

(Granovetter, 1985). 네트워크에 배태된 행위자들의 구조적인 패턴은 눈에 보이
지는 않지만 실제 행위자들의 행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다수의 행
위자들이 동시에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경우, 이러한 네트워크의 관리가 중
요해진다. Agranoff와 McGuire(2003)에 따르면 다수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공공
협업관리(public collaboration management) 측면에서 네트워크 시각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표준정책 관련 정부간 관계는 표준정책에 대하여
다수의 행위자(중앙부처)들이 표준선점을 위해 사회적 행위를 하는데, 당사자들
의 이해관계, 가치관에 따라 갈등･협력관계를 맺게 되며, 이러한 행위에 따라
네트워크 구조가 형성되고, 이렇게 형성된 구조에 의하여 다시 행위자들의 행위
가 제약받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다수 부처간 복잡한
갈등･협력관계들의 숨겨진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면, 네트워크 참여자의 행위와
구조의 상호역동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
는 표준업무와 관련된 정부부처간 관계의 특징을 파악함과 동시에 정부간 협력
및 갈등관계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하여 국가표준업무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
고자 한다. 기술표준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표준화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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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에 있어서 중앙정부 관계는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순애,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표준업무를 다루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양
자의 관계를 동시에 분석하여 협력과 갈등이 서로 다른 패턴을 나타내는지, 만
약 그러하다면 각각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것인가를 분석하여, 이에 따른 관리
방식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자료수집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중앙부처 표준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분석과 네트워
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수집의 한계를 극복하
고, 표준업무로 인한 부처 간 갈등원인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의 표준업무 담당 팀장 7명과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
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부처(청) 중 국가표준정책 관련 기술기준 업무를 담당하는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 선정과정은 우선, 표준업무를 수행하고 있
는 부처를 파악하여 이러한 부처 내 표준업무 관련부서를 조사한 후, 담당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설문을 의뢰하였다. 표준업무를 담
당하는 부서를 따로 분류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 각 부처에서 기술
기준(법령)에 KS 규격을 인용한 부서, 2) 정부규격통일화 담당부서, 3) 국가표준
(인증혁신) 관련 담당 부서들을 표준업무 유관부서로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부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응답자는 부처 내 공무원이기 때문
에 관찰단위(unit of observation)와 분석단위(unit of analysis)가 상이하다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속한 부처에서 표준
업무를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팀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명확히 표준업무를 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또한 “본 설
문은 귀하가 소속된 부처의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속된 부
처의 종합적인 의견이나 업무에 관련된 사실에 가장 가까운 보기를 선택해 주
십시오,”라는 지시문을 명시함으로써 개인으로서의 응답이 아닌 부처의 의견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총 22개 부처 172명의 연구표본이 선
정되었고 18개 부처 52명에게 응답을 받았다10). 그 중 5급 이상이 74.5%이며,
6-7급도 모두 표준업무 담당자(예: 행정자치부 기록표준화 팀의 기록관리사)들이
다.11)
10) 응답을 하지 않은 4개 부처는 국방부, 노동부, 소방방재청, 조달청이다. 이중 국방부
는 보안문제 때문에 설문응답을 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11) 또한 각 부처의 업무 또는 정책 중에서 표준업무와 관련성을 물어보았을 때,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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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부처별 응답자 기초통계
부처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산자부
식약청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보건부
산림청
중기청
해경청
경찰청

응답자(명, %)
10(19.2)
7(13.5)
6(11.5)
4(7.7)
4(7.7)
3(5.8)
2(3.8)
2(3.8)
2(3.8)
2(3.8)
2(3.8)
2(3.8)
1(1.9)

과기부
교육부
기상청
문광부
정통부
합계
직급
3급 이상
4급 및 팀장
5급
6-7급
기타
결측
합계

1(1.9)
1(1.9)
1(1.9)
1(1.9)
1(1.9)
52(100)
응답자(명, %)
4(8)
20(38)
11(21)
9(17)
3(6)
5(10)
52(100)

응답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관찰단위(unit of observation)에서의 응답률(30.2%)
은 높지 않았으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에서의 응답률(81.8%)은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즉, 본 연구는 공무원 개개인이 아니라 부처수준에서의 특징을 분석하
는 것이기 때문에 82%의 부처 응답률은 분석에 유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관계측정
설문을 통하여 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은 모든 네트워크 구성원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이들 중 응답자와 특정 관계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선택하게 하는 방
법과 응답자에게 주관식으로 세 개에서 다섯 개 정도의 부처를 기록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Hanneman & Riddle, 2005).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는 모든
정부부처의 이름을 제시하고 이들 중 협력 또는 갈등 관계에 있는 정부부처를
선택하도록 하는 전자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앙부처간 관계는 협력관계와 갈
등관계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다양한 협력, 갈등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기보다는 실무자(응답자)가 숙지하고 있는
표준업무 관련 협력과 갈등에 대한 실례를 제시함으로서12) 측정오차를 최소화
없다’고 답한 공무원은 없었으며,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공무원도 3.8%(2명)에 그쳤
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이 최소한 표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거의 없다’라고 응답한 2명의 설문은 네트워
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2) 설문지에 제시된 협력, 갈등사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협력관계의 예: 현재 행자부 등 22개 부처 65개 법령의 기술기준에 국가표준 2,945종
(16,273건)을 인용･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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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즉 질문에 앞서 협력과 갈등에 대한 실례를 제시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아래의 표에 나열된 중앙부처와 표준업무 관
련 협력(갈등)관계가 있는 경우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하였다. 응
답의 결과는 이진법(binary)으로 코딩되었다. 즉 협력관계가 있다고 답한 경우 1
로 코딩하였으며, 없다고 한 경우에는 0으로 기록하였다.

Ⅳ. 국가표준업무 네트워크 분석
1. 국가표준업무에 대한 인식과 부처간 관계
본 연구는 표준에 대한 인식, 표준화 활동 및 참여정도, 표준관련 업무 등에
관한 일련의 질문을 통해 중앙정부 각 부처의 표준업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각 질문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째, 표준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96%가 자신의 부처에서 표준
업무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특히 표준업무를 다른 업무보다 중요하다고 생
각하는 답변(39%)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23%)보다 높게 나타나, 실제 업무에 있
어서도 표준업무를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인
표준화 활동 정도를 나타내는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제정에 노력하는 정도는
각각 39%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도(각 2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표준제정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 각각 44%와 29%로 나타나 중앙부
처 차원에서 국제표준, 국가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활동은 아직 소극적인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난 1년간 표준업무 관련 정부 간 업무 협조나 갈등관계가 있었던 부
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 간에 표준업무의 참여 정도13)를 분석한 결과, 전자가 표
준업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이러한 결
과는 표준업무가 어느 한 부처 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부처 간 관
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정책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기술표준원과 국방규격과 민간규격의 통일화사업에 있어서 국방규격
을 국가표준에 부합화함으로써 279억원 예산을 절감한 바 있음.
･ 갈등사례의 예: 물류표준은 각 산업분야에 걸쳐 있고, 국제표준과 부합하여야 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관리하여야 한다는 기술표준원의 입장은 현재 건교부의 입장물류분야의 총괄부서로서 표준화 정책방향도 건교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한다는
입장과 갈등관계임.
13) 표준업무에 참여하는 정도는 표준정보 수집노력, 국가 표준화 활동 노력, 국가표준
제정에 참여 정도의 세 가지 항목의 응답을 합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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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표준업무 유관부처와 표준업무 참여도
부처 표준업무
응답수 참여정도
협력･갈등 관계 유 36
9.36

표준
편차
2.61

표준
오차
.44

b/w groups

협력･갈등 관계 무

13

6.85

1.73

.48

w/ groups

계

49

8.69

2.64

.38

Total

제곱합

자유도

60.41

1

평균제
유의성
F값
곱
검증
60.41 10.36 .002

274.00

47

5.83

334.41

48

셋째, 표준업무에 여러 부처가 동시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함에 따라 국가표준업무의 실제적인 관리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의 국가표준업무 체계는 효율성 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여지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과반수의 응답자가 표준업무 관련 정부간 갈등 발생, 정부 간 협력적 네
트워크 미흡, 기술기준과 국가표준 불일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대, 표준에 대
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을 현재 국가표준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표준
업무에 대한 부처 간 갈등의 주된 원인은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이원화, 그리
고 이에 따른 부처 간 관할권의 중복으로 파악된다. 즉 첨단산업분야가 중심이
되는 표준업무 특성상 관할권을 선점하려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갈등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갈등을 경험한 공무원 중 40%가 업무의 중복과 동일한
고객집단 등으로 갈등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기술표준원 팀장과의 인터뷰
에서도 이러한 정책관할권의 중복에 의한 갈등상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정부 간 업무가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는 국가표준과 부처의 기술기준
의 통일화문제에서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14) 국가표준과 기술기준의 중복에 의한 갈등상황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팀장
7인과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보기술(IT): 정보기술 관련 부처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1국가 2표준체계(산자부
KS vs 정통부KICS)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부처간 갈등으로 한정되지
않고 민간산업에 혼란을 가져오고 대외적인 신뢰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특히
IT관련사항은 표준중복업무 및 ISO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다.
② 물류표준지원: 국내 표준 관리 체계가 다원화 되어 있어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각 부처별 독자적인 물류표준정책 시행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FTA 체
결로 자유무역시대가 도래하였으나 물류표준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보이지 않
는 장벽으로 여겨지므로 국제물류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③ 공산품안전관리: 총괄협의기능 부재로 인한 소관 부처 관련 법령 간 중복규제 및
관리 사각지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업무영역 확대로 인한 부처 고유업무 침
해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어린이용 화장품: 산자부 vs 식약청, 영유아 도서: 산
자부 vs 문광부).
④ 바이오: 국가표준과 관려부처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 운영으로 표준업무 이원화가
초래되고 수요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표준 연구개발의 연계도 부
족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조속한 제도정비와 가이드라인 마련이 촉구된다.
⑤ 환경: 환경분야 역시 표준관리 이원화로 인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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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소속된 부처의 표준업무 고객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소속 부처를
포함하여 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 기업체를 고객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 그리고 국민을 고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16%로
나타났다. 즉 중앙부처에서는 표준정책을 대국민 서비스로 보는 시각보다는 정
부 내부의 업무지원을 위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중앙 부처들이 국가표준업무 네트워크 구축에 높은
관심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업무를 전담함과
동시에 유관부처를 위해 다양한 표준관련 업무를 중재할 수 있는 매개조직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표준업무와 관련하여 정부간 관계를 협력적이
기 보다는 갈등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의 응답자가 대체로
또는 심한 갈등관계라고 답변한 반면 25%만이 협조적인 관계로 생각한다고 답
변하였다. 그러나 지난 1년간 표준업무 수행 시 부처간 협조 또는 갈등관계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20%가 협조관계가 있었다고 답변함으로써 갈등관계였다는
답변 1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수의 응답자(41%)는 표준업무 수행시
협조와 갈등관계가 동시에 존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여섯째, 표준업무에서 정부간 갈등 발생 시 대다수의 응답자가 비공식적 협
의체(당사자간 자발적 협의체)를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81%)고 응답하였
으나, 바람직한 조정기제로는 외부의 중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국가표준심의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희망하는 응답이 24%, 표준기관을 통한
중재가 18%, 정부, 민간전문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가 16%, 다른 상급 정부
부처에 의한 조정을 원하는 응답이 10%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많
은 응답자가 기존의 당사자 간 조정방식보다는 외부 중재위원회에 의한 조정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부처 간 표준업무 네트워크 분석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정부부처들은 표준업무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현재 표준업무 체계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표준업무의 협력관계를 제고하기 위한 외부의 조정자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표준업무 처리를 위해 타 부처와의 관계빈도가 많을수록 표
측정방식의 차이로 인한 기술기준, 표준의 불일치 문제와 환경분야시험, 검사기관
지정 등의 이원화 등이 대표적 갈등원인이다.
⑥ 인증분야: 인증기반의 취약, 인증관리의 중복 등으로 소비자 혼란, 기업부담이 가
중되며 적합성 평가 역량도 부족하다. 국가인증 통합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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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업무에 대한 노력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러한 기관이 업무
조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표준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부 간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처를 발
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처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련의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우선 협력과 갈등 두 가지 네트
워크의 구조적 특성 비교를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낸다. 두 번째,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구조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부처를 파악하기 위하여 핵
심-주변 분석, 연결･근접･사이 중심성 분석, 표준업무가 필요한 부처 순위 분석
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연결망이 많고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선정된 부처들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삭제되었을 때 네트워크 연결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
석하여 표준업무에 있어 핵심이 되어야 할 부처를 판별한다.

1) 협력네트워크와 갈등네트워크의 비교
표준업무 관련 중앙부처간 협력과 갈등관계에 대한 현황을 보면 총 8개의 부
처가 협력과 갈등 두 관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섯 개의 부
처가 다른 부처와 협력관계만 유지한다고 응답하였다. 의외로 갈등관계만을 가
지고 있는 부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협력네트워크에 관여하는 부처의 수가
갈등 네트워크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표 4> 참조). 부처간 협
력과 갈등의 양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산업자원부와
ITS표준화업무와 건축자재 관련 표준으로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건교부는 RFID 물류표준구축과 관련해서 정통부와는
협력관계지만 해양수산부와는 갈등관계가 있다고 기술하였다. 행정자치부의 경
우도 기록관리 표준업무에 대해 산업자원부와 협력 및 갈등관계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으며, 환경부는 건설교통부와는 재활용골재 품질기준으로, 산업자원부와
는 폐기물에너지 회수기준을 두고 갈등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나, 자동차연료 기
준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협력적인 관계에 있다고 응답하였다.15)

15) 협력원인으로는 첫째, 표준과 각 부처 기준에 대한 권한인정이 가장 많고, 둘째, 사전
협의, 대화, 타협노력 등 협조적인 태도, 셋째, 제도 개선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
이다. 반면 갈등원인으로는 부처의 독자적인 기준제정이 수위였으며, 둘째, 업무영역
중복과 충돌, 셋째, 표준체계의 이원화로 인한 정통부와의 갈등으로 조사되었다(박순
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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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표준업무 관련 부처 간 관계
표준업무 부처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식품의약품안정청
중소기업청
국방부

응답여부
○
○
○
○
○
○
○
○
○
○
○
○
○
○
×

기타부처

NA

협력관계
○
○
○
○
○
○
○
○
○
○
○
○
○
○
○
청와대,
국토지리원,
기획예산처

갈등관계
○
○
○
○
○
○
○
○
×
×
×
×
×
×
×

비고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모든 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협력관계

청와대

* 부처간 관계가 언급되지 않은 7개 부처는 제외하였음.

또한 네트워크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 관계수와 연결망 거리에 있어서
도 협력 네트워크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표준업무 수행에 있어서
대다수의 중앙 부처들이 갈등보다는 협력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네트워크 밀도는 갈등관계가 약 두 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이는 갈등관계를 표출한 부처의 수는 협력적 관계보다 적지만, 일대일의 관계보
다 다수의 부처가 동시에 연관된 갈등관계가 더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
래의 두 가지 소시오그램은 <표 4>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협력 및 갈등관계 소시오그램

<그림 1-1> 협력관계 소시오그램

<그림 1-2> 갈등관계 소시오그램

222 ∙ 행정논총(제46권3호)

<표 5> 협력･갈등 관계 기술 통계량
부처 총수

관계 총수

*

네트워크 크기** 네트워크 밀도***

협력관계네트워크

18

50

6

0.163

갈등관계네트워크

9

22

3

0.306

* 협력, 갈등관계가 없는 부처들(Isolates)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전체 네트워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두 행위자 간의 다양한 경로 중에서 최단거리(geodesic
distance)를 나타내는 것임. 즉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있는 두 행위자는 다양한 경
로를 거쳐 연결될 수 있으나, 두 행위자간 다양한 경로 중 가장 짧은 거리가 네트워크의 크기
가 됨. 여기서 거리는 물리적 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들 사이에 연결되는 과정, 즉
거쳐 가는 경로를 의미함. 예를 들어 A는 B와 친구이며 B는 C와 친구인 경우, A와 C간의 거리
는 경로가 두 개인(친구의 친구) 거리 2가 됨.
*** 네트워크 밀도: 네트워크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관계의 수와 현재 네트워크에 존재
하는 관계의 수의 비율을 의미함. 예를 들어 4개의 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에 존재 가능한
총 관계는 12개(4*3)인데, 실제로 6개의 관계만이 존재한다면, 이 네트워크의 밀도는 0.5(6/12)가
되는 것임.

2) 표준업무 관련 핵심 부처
표준업무 관련 정부 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를 알아내기
위하여 첫째, 핵심-주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주변 분석은 네트워크의 중앙
부에서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부처와 네트워크의 주변부에서 핵심 부처와
한두 개의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부처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는 기법이다.
이 분석에 따르면 협력 네트워크의 핵심부처에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를
포함하여 총 8개 부처가 포함되며, 갈등네트워크에는 산자부와 건교부를 포함하
여 총 4개 부처가 포함된다. 협력, 갈등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핵심에 들어
가는 부처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산림청으로서 양자 관계 모두에 이 세 부
처는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6> 참조).
<표 6> 핵심(core)부처와 주변(periphery)부처 분석
협력 네트워크
핵심부처

갈등 네트워크
주변부처

핵심부처

주변부처

국방부, 국토지리원, 기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상청, 기획예산처, 농촌
농림부, 정보통신부, 청
농림부, 산림청, 산업자 진흥청, 보건복지부, 식 건설교통부, 산림청, 산
와대, 해양수산부, 환경
원부, 정보통신부, 해양 품의약품안정청, 중소기 업자원부, 행정자치부
부
수산부, 환경부
업청, 청와대, 행정자치
부

보다 정확하게 협력, 갈등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처를 파악
하기 위하여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사이중심성 분석을 수행하였다.16) 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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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는 산업자원부가 타 부처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뒤를
이어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식약청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사항으로 환경부와 정보통신부는 연결중심성에서 각각
3, 4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접중심성도 각각 4, 5
위로 접근성 역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나, 부처간 관계에서 중재역할 내지 다
리역할을 나타내는 사이중심성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와 값을 보이
고 있다. 즉 환경부와 정보통신부는 부처간 협력활동이 왕성한 몇몇 부처들(예
를 들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그리고 환경부와 정보통신부 양자간)과는 빈
번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주변부의 부처들과는 관계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즉, 이 두 부처는 표준업무 네트워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 네트워크에서 부처 간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결국, 표준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간 협력네트워크
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처는 산업자원부로 나타났으며, 건설교통부도 중요한 위
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농림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의 부처는 업무의 특성상(식품과 보건 관
련 표준업무, 식품과 농수산물 관련 표준업무) 다른 부처들과의 표준업무 관련
협력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원일위(dyad)의 협력관계를 보여준다. 즉, 그림에
서 보이듯 식약청과 보건복지부는 다른 부처들과도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는 농
림부에 대하여 구조상 의존관계를 가진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경우, 산자
부나 행자부와 직접적 협력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보건복지부-식약청-농림부-산
자부-행자부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즉 농림부를 거치지 않고서는 다른 부
처들과의 협력관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농림부의 구조적 위치가 중요하다.
요약하면 농림부는 적은 수의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크의 구조상 전
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다리 또는 중재자)에 있다고 볼 수 있다.17)
16) 첫째, 연결중심성은 한 행위자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관계를 합한 것으로
서, 네트워크에서 그 행위자가 얼마나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다. 연결중심성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행위자와의 관계만을 상정하기 때문에 지
역적(local) 중심성의 개념이 강하나, 본 연구와 같이 네트워크의 크기가 작을 때에는
매우 유용한 측정이다. 둘째, 근접중심성은 전체네트워크에서 간접적으로 연결된 모
든 행위자와의 관계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근접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전체 네트워
크에서 가장 빨리 다른 모든 행위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위치(즉 최단거리)에 있는
행위자이다. 네트워크내의 모든 행위자가 가장 최단거리를 통하여 접촉할 수 있기 때
문에 근접중심성이 높은 행위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영향력이 높다. 셋째, 사이중
심성은 한 행위자가 전체 네트워크내에서 중재자 또는 다리역할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사이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네트워크내의 다른 행위자들이 정보나 자원을
교환하려할 때 거쳐야만 하는 중재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Wasserman & Faust, 1994).
17) 그러나 기획예산처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표준업무 관련 협력관계에 있다고 응답하
였는데, 이것은 응답자의 실수, 즉 측정오차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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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협력관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순위
1
2
3
4
4
6
6
6
9
9

연결 중심성
부처명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농림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값
52.94
41.18
29.41
23.53
23.53
17.65
17.65
17.65
11.77
11.77

순위
1
2
3
4
5
6
6
6
9
9

근접 중심성
부처명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산림청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농촌진흥청

값
60.71
51.52
48.57
45.95
44.74
42.5
42.5
42.5
38.64
38.64

순위
1
2
3
4
5
6
6
8
9
10

사이중심성
부처명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식약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정보통신부
기상청

값
62.01
30.88
27.45
22.79
22.06
11.77
11.77
2.45
1.47
0

<표 8> 갈등관계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순위
1
2
3
4
5
6
7
8
9

연결 중심성
부처
값
건설교통부
62.5
산업자원부
50
행정자치부
50
산림청
25
정보통신부
25
환경부
25
농림부
12.5
청와대
12.5
해양수산부
12.5

순위
1
2
2
4
4
6
7
8
8

근접중심성
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정보통신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부
청와대

값
72.73
66.67
66.67
50
50
47.06
44.44
42.11
42.11

순위
1
2
3
4
5
6
6
6
6

사이중심성
부처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
산림청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청와대
정보통신부

값
45.24
38.10
29.76
4.76
3.57
0
0
0
0

갈등관계 중심성을 분석한 결과, 연결관계수(중심성)가 많고, 전체 갈등 네트
워크에서 다른 부처와 가장 빨리 갈등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근접중심성) 부처
는 건설교통부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이어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건교부, 산자부, 행자부는 갈등관계에 연루되는 핵심 부처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갈등관계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사이중심성),
갈등관계를 중재할 수 있는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표준업
무에 대한 부처 간 갈등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처는 건설교통부로 나타
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와 행정자치부도 중요한 부처로 볼 수 있다.
면, 기획예산처가 표준업무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력관계에 있다고 한다면(즉 예산문
제에 있어), 다른 대다수의 부처역시 기획예산처와 협력관계가 있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기획예산처는 국가표준업무 관련 22개 부처에서 제
외되는 부처이다. 즉 기획예산처의 업무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여 국가표준의 중요성
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를 해야한다. 청와대의 경우도 기획예산
처와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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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갈등관계 네트워크의 간접적 삼각관계(triad) 분석

* ____ : 갈등관계, ○: 협력관계가 존재, ×: 협력관계가 존재하지 않음

다수부처의 갈등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삼각관계(triad)분석을 하였다. 첫째, 직
접적인 삼각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집단(clique)분석을 한 결과 “건설교통
부, 산업자원부, 행정자치부”그룹과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정자치부”그룹
의 2개 하위집단이 발견되었다.

하위집단으로 묶인다는 의미는 하위집단에 속

한 부처들이 서로 간 모두 직접적으로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협력
관계를 동시에 살펴보았을 때,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는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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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 직접적인 협력관계를 가지는 하위집단으로 묶이나, 행정자치부는 정보통
신부와 건설교통부와 갈등관계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접적인 갈
등관계에 있어 “적의 적은 친구이다”라는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기 위하여, 갈등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모든 간접적인 삼각관계를 도출하였다.
갈등네트워크에서 간접적인 삼각관계 분석결과 총 11개의 간접적인 관계 중
5개는 협력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 간에는 협력
관계가 존재하지만, 두 부처 모두 산업자원부에 대하여는 동시에 갈등관계를 가
진다. 즉 특정 표준업무에 있어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같은 이해관계 또는 가
치관을 가지는 반면, 이들과 산업자원부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이 두
부처가 건설교통부에 대하여는 동시에 갈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즉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는 환경부가 포함되는 특정 표준업무에 대하여는 협력
을 하는 관계이지만, 정보통신부가 포함되는 표준업무에 대하여는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건설교통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와 정보통신
부, 산림청에 대하여 환경부와 건설교통부, 환경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와 산림
청 등의 관계가 위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나오는 함의는 정부
부처들은 특정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갈등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아니라, 특정 표준정책에 대하여 다른 부처들과 협력 또는 갈등관계를 전략
적으로 유연하게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표준업무와 관련하여 각 정부 부처들은 다양한 양태
의 갈등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준 네트워크
의 허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고객의 입장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18) 더
구나 표준을 활용하는 민간산업체는 기술표준원의 권고기준보다는 법령에 근거
해서 만들어지는 부처의 강제기준에 더 민감하기 마련이다. 즉, 기술기준은 법
규적 강제성을

갖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유통 금지, 판매 금지, 처벌 등

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권고표준보다 강력한 효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글로
벌시장 경제에서 국제표준과 국내 기술기준이 상이할 경우 이는 오히려 비용으
로 추가되어 국가경쟁력을 역행시킬 수 있다.
아래 <표 9>는 각 부처의 표준업무 담당자들에게 표준업무가 필요한 부처를
18) 실제적으로 국가표준과 기술기준과의 충돌 시 고객의 입장에서 규제적 성격을 가진
기술기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P씨는 “국가표준은
그 본래의 의미에 충실하면 통합이 필요한 것인데, 표준이 각 부처별로 이슈가 되면
서 각자가 자기중심적으로 표준 업무를 하려다보니 통합된 표준 업무 체계가 구성되
지 못한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표준관련 부처들이 서로 국가표준을 내세우면서 제
정 방법과 절차가 상이한 표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박순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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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택하게 하고 순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산한 결과이
다. 그 결과는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산업자원부가 표준업무의 필요성
이 월등하게 높은 부처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행
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술기준 관련 22개 부처에
속하지 않는 국세청과 기획예산처가 표준업무가 필요한 7번째 부처로 선정되었
다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외곽에 위치하지만 협력네트워크
에 포함되는 부처로, 향후 국가표준체계 구축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표준업무 수행 시 핵심 부처는 산업자원부와 건설교
통부로 볼 수 있다. <그림 3>은 네트워크의 연결성(connectivity) 측면에서 두 부
처의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협력관계 네트워크에서 두 부처를 각각 삭제한
후 결과를 나타낸 소시오그램이다. 산업자원부가 네트워크에서 제거된 경우에는
17개 부처 중 5개의 부처가 협력관계에서 고립된다. 반면 건설교통부가 제외되
었을 경우에는 단지 2개의 부처가 고립되게 된다. 따라서 전체 네트워크 연결성
측면에서 산업자원부가 건설교통부보다 구조적으로 더 중요한 부처라고 할 수
있다.
<표 9> 표준업무가 필요한 부처 순위19)
순위

부처

점수

표준관련여부

순위

부처

점수

표준관련여부

1

산자부

67

○

11

보건부

3

○

2

건교부

28

○

11

금감위

3

×

3

정통부

20

○

14

식약청

2

○

4

행자부

18

○

14

관세청

2

×

4

과기부

18

○

14

재경부

2

×

6

조달청

7

○

14

노동부

2

○

7

국세청

5

×

18

중기청

1

○

7

기예처

5

×

18

해수부

1

○

7

국방부

5

○

18

문광부

1

○

10

교육부

4

○

18

인사위

1

×

11

환경부

3

○

18

법제처

1

×

19) 점수 산출법 = 3*(1순위)+2*(2순위)+1*(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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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주요 부처 삭제 시 구조적 안정성(robustness)

<그림 3-1> 산업자원부를 제외한 경우

<그림 3-2> 건설교통부를 제외한 경우

요약하면,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 두 부처가 표준업무에 있어서 상대적으
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부처로 나타났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산
업자원부가 건설교통부보다 표준업무 관련 정부 간 관계관리에 더 적합한 부서
임을 보여주고 있다. 네트워크 역량 면에서 산업자원부는 건설교통부에 비해 부
처들 간 협력관계 조정역할을 할 수 있는 사이중심성이 2배 이상 높은 반면
(<표 7> 참조), 갈등관계 사이중심성은 건교부가 높지만( <표 8> 참조) 협력관
계에 비해 그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갈등관계 네트워크에서 중재
자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에 있어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간의 격차
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표준업무의 필요성이 높은 부처를 묻는 질문에서
산업자원부가 건설교통부보다 약 2.4배나 높게 나온 것을 볼 때(<표 9> 참조)
중앙부처의 공무원들 역시 표준업무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의 역할을 높게 평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협력과 갈등 양자의 네트워크에서 중앙부처간
중재자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산업자원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단일사례 분석을 통해 부처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표준업무에 관련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하고, 네트워크 분석결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담장자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분석 결과 표준업무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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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원인은 관할권의 중첩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관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부처간 표준업무관계에 대해서
는 갈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나 직접적인 경험에 있어서는 대체로 협력과
갈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조정기제로는 당사자
간 협의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바람직한 방식으로는 제3자에 의한 조정을 선호
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결과 표준업무 관련 22개 부처 중에서 산업자원부
와 건설교통부가 중요한 구조적 위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산
업자원부가 관계조정에 있어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
다. 셋째, 이상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바람직한 국가표준업무 관리체계는 표준업
무 전담기구가 정부간 표준업무 네트워크에서 조정자와 통합자의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현존하는 표준기구의 기능재편과 조직역량 및 위상 강화를 통해
국가표준체계의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표준업무의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국가표준체계가 나아갈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표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부처 간 관
계, 특히 협력적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수평적 네트워크형태의 표준업무 관
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수의 네트워크에 속하면서 동
시에 다양한 파트너들과 관계를 가진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중앙정부와 수직적
관계를 가지는 동시에 지방정부간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또한 공공 서
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민간과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체제를 구축한다
(Agranoff and McGuire, 1999). 본 연구의 대상인 중앙부처들 간 권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박천오, 2005; 오재록, 2006) 공식적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표준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수평적 네트워크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국가표준 네트워크는 향후 민간의 주요 이해관계자까지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처간 관할권 중복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의 갈등 조정
체계인 국가표준심의회의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새로운 조정기
제로서 국가표준기구의 역할이 요구된다.20) 조정기제로서 국가표준기구는 위에
서 제시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조정기능(coordinating)과 통합기능
(integrating)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공식적 기관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표준담당 실무자들은 정부간 표준업무의 수행을 위해 수평적 조정기제인
비공식적인 협의체를 가장 많이 이용하지만, 갈등해결 수단으로는 제3자에 의한
중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중앙부처간 수
20) 설문 결과, 갈등 발생시 표준업무 조정기제로서 국가표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미흡하
다고 생각하는 응답(3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6%)에 비하여 매우 높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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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적 조정과 제3자적 중재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표준업무 조정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즉 당사자간 수평적 조정과 제3자의 개입 모두 정치적
조정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정정화, 2003; 김상봉, 이상길, 2007), 전
문성을 담보로 한 독립적인 표준기관이 수평적 위치에서 조정자역할을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표준고객과 수요자 중심의 국가표준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의 허브(hub)로서의 표준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즉, 기업이나 국민이 허브창구를
통하여 정부와 접촉하고, 이러한 허브기관이 유관 부처와의 가교 역할을 해주거
나, 유관부처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부문의 표준
인식제고를 위하여서도 여러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또는 상이한 표준정보를 제
공하기보다는, 허브기관이 표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표준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러한 표준기구는 유관 부처에게 전문적 정보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역
량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각 부처가 독자적인 표준 또는 기준제정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다는 독립적인 표준기관이 표준제정과 관련된 행정사
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업무에 대한 상호의존성은 높으나 협력에 소극적일 경우 활용
가능한 혼합형 네트워크는 법적, 재정적 수단을 통해 참여자들 간의 접촉을 창
출하고, 이를 조종(manipulate)하는 기능이 중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표준화 업무
의 갈등조정 및 협력적 관리단계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허브가 이러한 역할
을 담당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박순애,
2007).
이상의 연구결과는 정부개편 이전의 부처간 관계를 다루고 있다. 정부조직개
편으로 인하여 산업자원부는 지식경제부로 확대되었고, 표준업무와 관련하여 상
당 부분 기능이 중첩되던 정보통신부의 업무가 지식경제부로 통합되면서 갈등
과 협력업무가 자연스럽게 해소되거나 내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통합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보건복지가
족부 등과의 표준업무 네트워크는 유동적인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협업관리
적 측면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비
해 연구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유관 부처 전체를 조사하였지만, 표준업무 네트
워크의 전반적인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준업무에 관련된 주요 이해관
계자들-기업, 지방정부, 비영리기관 등-이 얼마나 이러한 네트워크관리를 통해
만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Freeman, 1984).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
한 표준업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관한 거시적 실증 연구는 향후 연구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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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A Focus on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Soonae Park ･ Chisung Park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departments, particularly focusing on standardiz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standardization, this study adopted a network
analysis. A total of 172 public officials who engage in 22 standardization works were
selected for the on-online survey, and 52 people from 18 departments responded.
There were a number of important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the main cause
of conflict related to standardization is overlapping jurisdiction between departments.
Therefore, relationship management between departments is necessary to eliminate
this type of conflict. While the relationship of standardization between departments
tends to be regarded as one of conflict, in reality it simultaneously includes
collaboration and conflict. In addition, mutual negotiations are primarily adopted as
the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but the third-party mediation is preferable. Second,
the results of network analysis suggest that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re located in a structurally crucial
position, yet the Ministry of Commerce is ranked in a more advantageous position
in terms of relationship mediation. Third, it is desirable for one hub organization to
play the role of mediator as well as coordinator in standardization networks between
departments.
While this study tried to include most standardization work related to government
departments, further research should cover the effectiveness of standardization
networks, including non-governmental stakeholders.
【Key words: Inter-governmental Relationship, Network Analysis, Standardization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