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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요 조건

들을 도출하고 이를 제도분석틀에 적용하여 행정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네트워

크 거버넌스의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였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초기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다 이후 공식적 네트워크화된 부산

시 온천천의 하천환경개선사업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으로 물리적 속성에는 ①자연조건, ②수요의 불확실성, ③문제의 복잡성, 제도

의 속성에는 ①권한규칙, ②감시와 제재장치, ③갈등해소장치, ④투명성 확보

장치, 공동체 속성에는 ①공통된 목적, ②이해관계의 동질성, ③상호의존성, ④
사회자본, 행위자의 속성에는 ①참여자의 다양성, ②참여자의 독립성, ③참여

자의 전문성, ④참여자의 유연성, 그리고 행동의 장의 속성에는 ①네트워크 형

태, ②네트워크 관리자, ③지속적인 상호작용, ④개방성, ⑤접근성 등을 구성요

소로 한 제도분석틀이 설정되었다.
이 사례에 대한 질적연구에서 발견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수요의 불확실

성은 정부가 네트워크의 형태를 결정하도록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수요의 불

확실성이 높을 때 정부는 수평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취하지만, 수요가 확실할 

때에는 수직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취함으로써 관료제 방식으로 운영하려 하였

다. 둘째, 공식적 제도의 중요성이다. 특히 비공식적이었던 네트워크가 공식화 

되었을 때, 제재장치 및 갈등해소장치 등의 제도들도 반드시 공식화되어야 한

다. 셋째, 수평적 네트워크는 거버넌스의 운영과 결과에 있어서도 성공적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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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반면, 수직적인 네트워크 형태는 그렇지 못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

스에 있어서 참여자들간의 관계는 반드시 수평적이어야 한다.  

【주제어: 네트워크,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조건, 수평적 네트워크】

Ⅰ. 서 론 

오늘날 행정학에서 “거버넌스” 개념이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거버넌스는 

어렵고, 복잡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마술과 같은 단어

가 되었다. 일부 학자들은 거버넌스를 행정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믿고 있

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단지 하나의 유행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
지만 이것이 하나의 유행이든 아니든, 많은 학문 영역에서 거버넌스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거버넌스는 특히 정부나 행정에 있어서 관료제와 계층제의 부정적인 이미지

를 대신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개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

는 경향이 강하며(이명석, 2002), NGO를 비롯한 행위자들간의 자율적 네트워크, 
파트너십, 대등성 등 관련 주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논문들의 제목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1). 
거버넌스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조정 방식이지만 시장이나 계층제를 완벽

하게 대체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비판(Rhodes, 1997)에서 보듯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모든 정책상황 혹은 갈등상황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좋은 결과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버넌스는 단

순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특히 한국과 같이 시장이나 민간부문

의 기능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사회에서, 네트워크식 국정시스템을 무조건 도입

하는 것은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조성한, 2005; 48). 그렇다면 어떠한 상

황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의 문제해결방법이 적합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갖추어 져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우리는 과연 거버넌스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이와 함께, 거버넌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건

들은 무엇인지, 나아가 성공조건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연구를 계속해 왔다. 많
은 연구결과 학자들에 따라 거버넌스의 조건들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상황(환경)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잘 적용되어

1) 예를 들면, 유재원･소순창(2005)의 논문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

크인가?｣, 김기환(2006)의 논문 ｢거버넌스 시각에서의 환경행정정보화평가｣, 그리고 박

재욱(2006)의 논문 ｢일본 오사카 대도시권의 도시혁신과 거버넌스｣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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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네트워크의 

참여자와 그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특징들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틀을 바탕으로 기

존 연구들에서 다양하게 제시된 조건들을 추출･정리하고 이를 정책사례에 적용

하여 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들을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도시하천문제를 거버넌스로 접근하여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겪고 있

는 부산시의 하천 살리기 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조건들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성과

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과 특징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란 ‘공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방법’으로 정

의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란 거버넌스의 새로운 유형으로 신거버넌스2)로 논의

되고 있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조정방법’(이명석, 2002)
을 의미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왜 등장하였으며, 주목받고 있는가? 네트워

크 거버넌스의 등장은 20세기 후반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거버넌스 이론

가들이 주장하는 바(Pierre & Peters, 2000; Kooiman, 2003; Goldsmith & Eggers, 
2004 등)와 같이 환경변화는 거버넌스 패러다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
러한 환경변화로는 참여자들의 다양성, 행위자들간의 역동성, 대상문제의 복잡

성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다양성(diversity), 복잡성(complexity), 역동성

(dynamics)이 심화됨에 따라, 단일 행위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요구되는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가질 수 없고, 효율적인 제도를 창안하는데 완

전하지 못하며, 단독으로 지배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행위 가능성이 잠식되

고 있다(Kooiman, 2000: 142~145).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환경의 중요특징을 

살펴보면 정보화, 세계화, 민주화, 지방화, 개방체제, 국가와 사회의 경계의 흐려

2) Pierre(2000)는 거버넌스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구(舊)거버넌스(old governance)
와 정부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신(新)거버넌

스(new governance)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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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등을 들 수 있다3). 이러한 여러 환경변화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문제들

은 복잡하고 애매모호하다. 이들은 서로 연관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

여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조건에 반응하기 위하여 여

러 학자들은 전통적인 관료제 거버넌스를 보다 적응적이고 자기설계적인 네트

워크 거버넌스로 대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거버넌스접근이 논의되고 성장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Kooiman, 2002: 73~75; Schmitter, 2002: 54~55). 첫째, 정부가 환경속에서 발생하

는 주요한 사회문제들을 탐색하고 해결하는데 유일한 중요 행위자가 아니라는 

인식의 성장이다. 둘째, 이들 쟁점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와 사회의 상호작

용이 필요하다. 셋째, 통치 배열과 메커니즘은 사회수준과 부문에 따라 다를 것

이다. 넷째 많은 거버넌스 이슈들은 상호의존적으로 되어 있다. 다섯째 위의 맥

락들은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하게 하고 있다. 이는 거버넌스가 시장실패와 국가

실패에 대한 매력적인 대안으로서 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위의 

맥락들은 자원할당과 갈등해결을 위한 공･사부문의 공유된 반응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조건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료제 거버넌스를 

보다 적응적이고 자기설계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안
정적이고 단순하고 일상적인 환경하에서는 계층제 또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한

데 비하여, 급변하고 소용돌이 환경에서는 네트워크 구조가 보다 적합하다

(Burns & Stalker, 1991: 2; Thompson, 1991: 5; Goldsmith & Eggers, 2004: 51). 이
는 단순히 적합하다는 것을 넘어 다양하고, 복잡하고, 역동적인 오늘날의 환경

하에서는 국가와 사회관계를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형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수

평적이고 네트워크적인 관계로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참여자들간의 관계가 수평적이어야 하며, 수평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다. 

2) 수평적 네트워크(민이 주도)와 수직적 네트워크(관이 주도)

본 연구의 부산시 하천살리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하천운동본부의 구성

(2003.5)을 기점으로 민･관의 관계가 수평적일 때와 수직적일 때로 구분되어 질 

수 있었다.4) 부산하천운동본부 이전에는 민의 주도로 온천천 살리기 운동이 시

3) 하재룡･김영대(1997), 이창순(1997), 오세홍(1998) 등은 네트워크조직이 출현하고 성장

하는 환경변화 요인으로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들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공

통적으로 이러한 요인들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으로 인식하고 있다.

4) 네트워크가 수직적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계층제적 관계를 뜻한다. Scharpf(1993)는 네

트워크 형태를 띄고 있지만 계층제적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네트워크인 형태를 ‘계층

제의 그림자에 갇힌 네트워크(network in the shadow of hierarchy)’라고 표현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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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되어 민･관이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부산하천운동본부가 만들어지면

서 관이 주도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수평적일 

때와 수직적일 때 네트워크의 성과도 달랐다.5) 시기별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과 성과를 살펴보면, 온천천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기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온천천의 수질과 환경이 개선되어 성공적이었으나 부산하천운동

본부기는 민･관이 협의한 하천의 통합관리, 생태교육관 건립 등 수질개선이후 

요구되는 마스트플랜에 의한 하천환경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운동본부의 참여 

또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아직은 미완성인 온천천의 생태가 더 이상 진

전되지 못하고 있다(부산하천살리기 민관공동워크숍, 2005). ‘부산하천운동본부

가 생겨나고서 하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하다’(온천천네트

워크 L 사무국장 인터뷰, 2007. 11.12)는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에서도 느껴지듯

이 그 운영과 결과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가 수평적인 

형태를 가질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성공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가 수직적인 

형태를 가질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2-1> 참조). 

구 분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 네트워크 형태

성공기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1995~2003.4) 민이 주도 (수평적)

실패기 부산하천운동본부기 (2003.5~) 관이 주도 (수직적)

<표 2-2> 시기별 네트워크의 형태와 성과

2. 연구설계

본 연구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요인들을 이론적으로 도출하고 그것을 제도분석 모형에 따라 구성하여, 네
트워크 거버넌스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한 정책사례로 다양한 민･관 조직들이 

참여하여 하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하천 살리기 사업에 적용하

여 사례분석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을 분석하여 성공조건을 탐색해

보고 이를 기초로 보다 효과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

고자 한다.
이를 적용하기 위한 정책사례로 도시하천문제를 민･관 협력을 통하여 접근하

고 있는 부산시의 하천 살리기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온천천 살리기 운

는 주로 정부주도의 민･관 협력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운영 형태이다.

5) 온천천의 시기별 성공과 실패에 관한 이러한 평가는 관계자 인터뷰(시민단체 및 부산

시공무원), 온천천 신문(1호~10호), 각종 워크샵 자료(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2005; 2006: 2007)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주민들과 시민단체, 공무원들이 모두 공감하

고 있는 평가내용에 의해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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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부산의 하천 살리기 사업의 성공사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민이 중심이 되었던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와 관이 중심이 된 

부산하천운동본부기가 거버넌스 운영에 있어서 상반된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수질개선이라는 단순한 정책의 결과만이 아니라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운영적 

측면과 이에 따른 정책적 결과들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 질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시기별로 조건들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도분석틀을 바탕으로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행위자의 속성에 포함된 요인들을 각 시기별로 분석하

여 각각의 시기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존재(작용)하고 있는지 여부

와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성공적인 시기와 그렇지 못한 시

기를 비교분석하여 성공적인 시기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이 갖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산시의 하천 살리기 사업

을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시간적으로도 오랫동안 진행

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네트워크기라는 문헌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시

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업들에 오랜기간동안 중심적으로 참여하였던 주

요 행위자들(시민단체 활동가, 실무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하천담당 공무원 등)
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각 사례의 주요 흐름과 문제점, 애로사항, 주요 

갈등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고, 공개된 문헌이나 보고서에서 드러나 

있지 않은 내면적인 고충과 문제점 그리고 부산시의 온천천 살리기 사업의 진행

과정을 둘러싼 내부적인 이야기를 정리함으로써 사업진행에서 알 수 없거나 놓

칠 수 있는 요인들까지 분석하려 하였다. 또한 온천천을 직접 찾아가보고 하천

환경과 주위환경이 어떠한지 직접 확인해보고, 온천천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도 실시하여 주민들이 느끼는 하천사업에 대한 생각도 함께 알아보았다.

3.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주요 요인도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요인들을 도출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논문들 

중 네트워크 혹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요인분석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

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한 국내논문으로는, 박상

주(2003), 조명래(2003), 배응환(2003, 2005), 최영출(2004), 장인봉(2004), 주재현･
김태진(2004), 신희영(2005), 서순탁･민보경(2005), 김시윤･김정렬･시득환(2005), 
최상훈 외(2005), 이명석(2006), 김창수(2007) 등을, 국외논문으로는 Van de Van 
& Walker(1979), Oliver(1990), Van Vliet(1993), Kickert & Koppenjan(1997), Jones 
et al(1997), Goldsmith & Eggers(2004)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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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연 구 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Van de

Van &

Walker

(1979)

①자원 의존성(resource dependence)

②인식(awareness)

③합의(consensus)

④빈번한 의사소통(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s)

⑤공식화(formalization)

장인봉

(2004)

①참여자(주도세력의 특징과 응집력)

②상호호혜성

③접근성

④참여자간 규범형성 및 제도화

Oliver

(1990)

①필요성(necessity) ②호혜성(reciprocity)

③능률성(efficiency) ④안정성(stability)

⑤합법성(legitimacy)

주재현

김태진

(2004)

①상호의존성

②상호신뢰

③촉발요인(또는 중개인)의 존재

Van Vliet

(1993)

①복잡성

②상호의존성

신희영

(2005)

①호혜적 상호의존관계②독립적 행위자들

③지속적인 대화 ④자원의 공유

Jones et

al.

(1997)

①불확실한 수요(demand uncertainty)

②복잡한 과업(task complexity)

③한정된 인적자산(human asset specificity)

④빈도(frequency)

배응환

(2005)

①다양한 행위자

②공동활동

박상주

(2003)

①다양한 행위자

②상호의존성

- 교환

- 상호의존, 자율적 연계성

- 공통의 이해 목적

- 전문적 시각

서순탁

민보경

(2005)

①다양한 행위자

②자율성

③상호의존성

④제도적 장치(법적규정, 조정절차)

조명래

(2003)

①다양한 참여자 ②상호의존성(자원 기구 권력공유)

③공동의 목표 ④지속적인 의사소통

김시윤 김

정렬 시득

환(2005)

①전문성

②만남의 횟수

배응환

(2003a)

①다양한 행위자 ②행위자의 독립성

③공동목적 ④상호의존성

⑤사회자본 ⑥상호작용

최상훈 외

(2005)

①중간수준의 참여자

②중간수준의 자원/역량의 정성적 차이

③높은수준의 자원/역량의 정량적 차이

Goldsmit

h &

Eggers

(2004)

①유연성에 대한 필요

②고객들에 대한 차별적인 대응의 필요

③다양한 기술이 필요

④많은 잠재적 민간 행위자가 가능함

⑤바라는 성과 혹은 결과가 분명함

⑥민간 부문이 기술적 갭을 채울 수 있음

⑦민간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중요시(critical) 됨

⑧파트너들이 더 높은 신뢰를 가지고 있거나 더 넓은 범

위를 가지고 있음

⑨동일한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⑩제3부문이 정부보다 더 낮은 가격에 목표를 달성하거

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⑪기술이 급격하게 변화함

⑫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다양한 수준의 정부가 관계됨

⑬다양한 기관들이 유사한 기능들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함

이명석

(2006a)

①사회문제 관련 당사자들의 경계가 명확한 경우

②사회문제의 해결에 필요한 협조나 협약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사회문제에 적합할 경우

③사회문제 당사자들 간의 협상 및 협약체결권리가 공식

적으로 보장되는 경우

④공동이익의 도출이 용이한 경우

⑤협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큰 경우

⑥사회문제 당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동질적인 경우

⑦사회문제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이 존재하는 경우

최영출

(2004)

<환경적 조건>

①자원(resource)

②파트너의 특성

③파트너들간의 관계

④파트너십 특성

⑤외부환경

<네트워크 구성>

①네트워크 관리의 주체자,

②이해관계자(stakeholder)의

범위

③네트워크의 구성형태

④결정사항에 대한 책임분담문제

⑤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의 참여방법

⑥관여 정책분야의 한계설정

⑦참여단계

김창수

(2007)

①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②행위자의 자율성

③연계망의 형성

<표 2-3> 연구자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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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도분석들의 5가지 요소들인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참여자 속성, 행동의 장으로 구분한 후, 각각의 

변수들을 위의 5가지 요인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각 연구자

들이 제시한 유사한 조건들을 통합하여 제도분석틀의 5가지 속성에 대한 주요 

요인들로 나누어 넣게 되면 다음<표 2-2>와 같이 각 속성별로 주요 요인들이 

구성되어 진다.

물리적 속성

자연조건

수요의 불확실성

문제의 복잡성

제도의 속성

권한규칙

감시와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투명성 확보장치

제도의 적절성

공동체 속성

공통된 목적

이해관계의 동질성

상호의존성

사회자본

행위자의 속성

참여자의 다양성

참여자의 독립성

참여자의 전문성

참여자의 유연성

행동의 장의 속성

네트워크 형태

네트워크 관리자

지속적인 상호작용

개방성

접근성

<표 2-4> 제도분석틀의 5가지 속성에 대한 주요 요인

위와 같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분류하여 각 속성별로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조건으로 제도분석틀(IAD framework)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리적 속성인 자연조건을 포함하였다.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사회현상과 관련된 자연조건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그 사회문제와 관련

된 다른 속성들(규칙, 공동체의 속성, 행동의 장, 행위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리적 속성 중 자연조건 요인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자연조건이란 상호작용의 대상(문제상황)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 하는 하천의 자연조건으로는 하천의 

길이, 폭, 수질, 유지용수량 등이 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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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제도분석틀

제도분석틀은 사회현상의 본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일종의 분

석틀로, 다양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6) 제도분석

틀은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물리적 속성’, ‘제도’, ‘공동체 속성’, ‘행동의 

장’ 및 행동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 등의 요소를 강조하

고, 행동의 장은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가

정한다.7) 제도분석틀은 사회현상의 설명에 필요한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파악하

고 이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Kiser and 
Ostrom, 1982). 그러므로, 제도분석틀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장에서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변수나 개념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

는 분석의 틀이며, 분석의 틀을 염두해 둔 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중요한 변수

들에 대한 가정이나 고려를 생략하는 오류를 방지하게 해준다(이명석, 2006b: 
13). 특히 본 연구에서 하천이라는 공유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참여자들의 

특성과 관계, 그리고 비공식적 네트워크에서 공식적 네트워크(부산하천운동본

부)로 변화된 제도적 맥락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분석의 틀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 상호작용 등에 관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 통하여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을 검토･정리하여 제도분석틀

의 물리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 행위자, 행동의 장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

고 물리적 속성인 ‘자연조건’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제도분석틀의 5가지 속성들의 주요요인들을 중심으로 각 사례에 따라 

요인들의 특성과 차이가 어떠한지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림 2-1>은 부산 하천

살리기사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이다. 분석의 틀은 물리

적 속성, 규칙, 공동체 속성이 행동의 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결과로 수평

적 혹은 수직적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Hess and Ostrom(2004)에 의하면, 제도분석틀은 지난 40여 년간 250편 이상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Blom-Hansen(1997)은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정책네트워크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국내문헌의 경우, 박성민(2006)은 제도

분석틀을 활용하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선택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7) 구성요소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도식적으로 나타낸 이들 요소간의 관계는 Kiser and 
Ostrom(1982, 182-187)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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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부산시 하천살리기사업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분석의 틀

Ⅲ. 부산 온천천 하천 살리기 사업의 전개과정

1.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온천천은 부산지역 하천 중 하천 살리기 사업이 가장 최초로 수행된 곳으로 

1995년 온천천 SOS운동을 시작으로 1996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시행이 진행되

기 시작하였다. 1995년 7월 동아대 김승환 교수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지역주

민들이 온천천 SOS운동을 시작함으로써 복원 붐이 일어났다. 또한 1995년 8월 

22일에는 각계 대표 28명으로 ‘녹색도시 부산21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도심하

천 조사 활동을 중요사항으로 삼고 온천천 실태지도를 제공하는 등 학계와 시

민단체를 중심으로 부산시민과 행정에 온천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온
천천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였다. 

이렇게 민간부문에서 온천천을 살리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을 때 연제

구청장이 1998년 11월 6일 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책으로 온천천 시민공원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온천천 복원의 물꼬를 트게 된다. 이후 부산광역시청과 

금정･동래･연제구청, 환경단체, 언론, 지역시민들의 네트워크가 작동하면서 온천

천은 급속도로 맑아지기 시작하였다(김창수, 2007). 그리고 2000년 4월에는 그동

안 개별적으로 활동해왔던 8개 사회･환경단체가 연합해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

크’를 결성하고 생태계 복원에 힘을 합하였다. 부산지역 시민환경단체가 연대한 

‘온천천 살리기 네트워크’는 온천천 살리기를 위한 한 축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들은 온천천 신문을 발간하여 온천천에 관련된 다양한 소식과 변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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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주민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환경체험교육 등과 같은 주민과 함께 하는 프로

그램들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북돋았고, 온천천 살리기를 위한 시민

공청회와 세미나 개최, 온천천 축제 개최 등 시민단체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였

다8). 민･관의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9월에는 온천천에서 숭어 떼를 확인하게 

되었고, 미꾸라지와 피라미 등 물고기와 곤충류도 발견되었다. 불과 2~4년의 노

력으로 생활하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오염된 하천 바닥을 깨끗이 준설하자 물고

기들이 뛰노는 생활 속의 공원으로 변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온천천을 관할로 하는 인근 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연제구 시민공원이 조성되고난 후, 이를 부러워 한 동래구와 금정구 

주민들도 자신들의 관할구청에 온천천 복원사업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에 따라 각 구청은 본격적인 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는 각 구청

의 핵심사업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하지만, 온천천을 관할하고 있는 금정･동래･연제구청은 모두 각각 자신의 관

할구역만을 중심으로 하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 경쟁적이고 과도한 

운동･편의시설설치로 인하여 온천천은 예산낭비의 문제뿐만 아니라 치수가 제

대로 되지 않아 우기(雨期) 하천이 월류하거나 홍수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각 구청은 2002년 온천천 민･관 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관할구역별로 

각각 작동하였던 네트워크를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온천천의 종합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2년 온천천 살리기 Master Plan을 수립하였다. 
그러던 중, 2002년 2월 19일 17개 시민환경단체들이 연합하여 부산하천살리

기시민연대9)를 발족함으로써 부산지역 하천운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

련하였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활동에 고무된 부산시는 민･관 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시민연대와 함께 ‘부산하천의 미래 구현을 위한 공동선언문10)’을 채

8) 당시 온천천네트워크 사무국장을 맡았던 현 낙동강 네트워크 L사무처장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자신들도 전문지식을 충분히 갖춘 상태는 아니었으나 세미나와 공청회, 각
종 교육들을 통하여 함께 배우며 자연형 하천으로 지속 가능한 하천복원을 위하여 노

력하였다’고 한다(온천천 네트워크 관계자 인터뷰. 2007.09.27).

9) 이에 속한 단체들로는 금정산지킴이단, 김해YMCA, 도시발전연구소, 반송종합사회복지

과, 부산YMCA, 부산녹색연합, 부산독립영상집단 M 비젼, 부산진구의제21민간사업국,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청년정보문화공동체, 부산환경운동엽합, 온천천살리기네트

워크, 온천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장산춘천을 사랑하는 교수･학생모임, 학장천살리기

주민모임, 환경을생각하는초등교사모임 등이 참여하였다.

10)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하천을 살리자는 공동명제를 위하여 자연에 가까

운 하천으로 유지･복원, 하천복개 금지 및 복개하천 복원, 부산하천 마스터플랜의 조

속한 수립, 하천통합행정을 위한 기구 설립, 하천환경의 생태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

한 환경국의 확대 개편, 하천심의위원회에 하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확대, 하천 

살리기 Action 21 수립 실천,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행정･기업의 파트너십을 통한 



206 ∙ 행정논총(제48권3호)

택 공동발표하였다11). 

2. 부산하천운동본부기

이날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3년 5월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 행정, 
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

동본부｣(이하 “부산하천운동본부”)가 창립되었으며, 이는 부산의 하천살리기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하천살리기를 위한 협력이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공식적 

네트워크로 확대 전환된 것이다. 하지만, 부산하천운동본부의 성격과 기능이 하

천문제에 대한 의결기구가 아니라 의견수렴기구에 그침으로써 공식화된 네트워

크는 오히려 그 기능에 많은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특히 민･관 참여자들 사

이에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에서는 어떻게든 민･관이 협

의･조정하여 해결해야 하였지만 이제는 부산하천운동본부로 그 문제의 해결을 

떠넘겨 버리게 되었고, 부산하천운동본부도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등 민간부분들도 

공식적 기구의 한계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온천천의 

환경은 어느정도 개선이 되었으므로 더 이상 힘들게 싸우려 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부산하천운동본부가 발족되면서, 비록 많은 부분이 온천천에 관한 논의

들로 이어지긴 하였으나, 부산하천운동본부내에서 온천천은 부산시에서 복원이 

필요한 많은 하천 중 하나로써 부분적인 의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 네

트워크로 전환되면서 온천천 관할구청 관계자들이 운영위원에 포함되지 못하여 

온천천에 대한 관리방식은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의 초기와 같은 개별 네트워크

로 되돌아가게 되었다12). 

Ⅳ.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분석

1. 물리적 속성

공동노력, 부산하천살리기조례 제정, 부산하천살리기운동본부구성 등을 위하여 노력

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11) 공동선언문은 워크샵을 통하여 민･관 공동결의사항을 천명한 것이나 많은 실천적 부

분들이 구체적인 기한도 없고 노력한다는 정도의 의지를 밝힌 것에 불과하며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도 강제조항이나 구속력이 없는 법률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12) 온천천의 통합관리를 위해 구성되었던 ‘온천천 민･관 환경행정협의회’는 ‘부산하천운

동본부’라는 민･관 통합기구가 구성되면서, 운동본부 구성이후에도 한･두차례 개최되

기는 하였으나, 결국 설자리를 잃고 흐지부지 되어 없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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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속성에는 자연조건, 수요의 불확실성, 문제의 복잡성의 조건들이 포함

되어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독립된 요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자연조건은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아
래 <표 4-1>에서 보는 것처럼, 온천천의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와 부산하천운동본

부기는 시기별로 자연조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수요의 불

확실성과 문제의 복잡성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자연조건은 정책문제의 

물리적 속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책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다른 

많은 요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13). 또한 자연조건은 네트워크 

형태에도 영향을 주어 자연조건에 따라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14). 

<표 4-1> 부산시 하천살리기사업의 자연조건

구 분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1995~2003.4)

부산하천운동본부기

(2003.5~)

유역내 행정구역 상류-금정구, 중류-동래구, 하류-연제구

복원방향 자연형 ↔ 친수형

수질(BOD) 78.7ppm 8.8ppm

하천형태
콘크리트로 쌓여지고 물이 메마른 복개

천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물고기가 살 수 있

는 물이 흐르는 하천

주변환경

-하천변을 따라 도로, 주택가 등이 밀

집, 수직 옹벽 설치

-중류부에는 지하철 교각, 콘크리트 라

이닝

-하류부는 콘크리트 주차장과 도로 개설

-콘크리트 구조물 제거

-자건거 도로, 산책로 등 각종 생활체육

시설과 주민편의 시설, 생태교육 현장

학습장소, 주민휴식공간 조성

지역적 가치 집팔고 나가는 일이 허다함 온천천 주변 집값 상승

전체적인 차이
비공식적 네트워크기는 온천천의 자연환경이 아주 안좋았지만, 부산하천운동본부

기에는 쾌적하게 변하여 자연조건의 차이가 컸다.

물리적 속성 중 수요의 불확실성은 아주 중요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

로 판단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요가 불확실하냐 확실하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와 부산하천운동본부기

를 비교해 볼 때, 수요의 불확실설이 높아질수록 관료제나 공식적 기구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 나아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며, 반대로 수요의 불확실성이 낮아져 수요가 확실해질

13) 온천천 사례에서 비공식적 네트워크기는 온천천의 자연환경이 아주 안좋았지만, 부산

하천운동본부기에는 쾌적하게 변하여 자연조건의 차이가 컸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요

의 불확실성을 변화시키는 등 다른 요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다.

14) 길게 뻗은 온천천의 상･증･하류의 자연조건에 따라 나뉘어진 행정구역은 지자체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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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공식적 네트워크로, 또 공식적 네트워크보다는 정부

가 직접 관료제를 통하여 정책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온천천 살리기 운동 초기(비공식적 네트워크기) 주민들의 관심도 별로 없고 하

천오염이 심하여 수요가 불확실하였을 때, 정부는 자신들의 책임과 예산이 담보

되어야 하는 계층제보다는 혹시 모르는 성과를 위하여 민간의 활동을 적절히 

도와주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려 하였고, 온천천 복원의 성과가 가시

화되고 주민들의 지지와 호응이 높아졌을 때, 정부는 부산하천운동본부를 구성

함으로써 네트워크를 보다 공식화하여 운영하고자 하였다. 
문제의 복잡성조건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온천천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수질, 치수, 개발, 복원 등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하천 환경개선사업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참여자들(연
제구, 금정구, 동래구 자치단체, 시민단체, 주민모임, 전문가, 언론, 학교, 기업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개선되어질 수 있다15).  

2. 제도

제도란 참여자들이 협력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간 상호작용

에 필요한 규칙들을 말한다. 제도는 공식적 제도와 비공식적 제도로 나눌 수 있

다. 공식적 제도는 명문화된 규정들이며 비공식적 제도는 규범･문화･관습 등 공

식화된 제도외의 제도들을 말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 공식적인 제도가 제 역할

을 하기 위해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감시･제재장치나 갈등해소장치에 있어서 이들이 공식적인 제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시･제재장치의 경우는 참여자들 중 누군가가 규

칙을 어겼을 경우 ‘벌금’, ‘제명’, ‘고발’ 등 분명한 제재조치가 존재하여야 하고, 
갈등해소장치의 경우는 참여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의장이 최종결정한다’ 등 공식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다. 이에 대하여 Crawford & Ostrom(1995: 584)은 “공식적 제도는 규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구성요소에 더하여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어지는 제재가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제도의 속성에는 권한규칙, 감시와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투명성 확보장치 

등의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모든 거버넌스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건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위

15)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자들의 특성과 상호의존분야는 공동체 속성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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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가지 제도들을 중요하게 언급한 것은 관료제나 시장 등의 거버넌스에는 이

미 이러한 규칙들을 제도나 메커니즘을 통하여 갖추고 있지만, 네트워크 거버넌

스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때마다 그 기능과 형태에 맞는 규칙들을 새로 만들거

나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거버넌스에는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지탱하

기 위한 다양한 규칙들이 필요하며, 특히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는 권한규

칙, 감시와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투명성 확보장치 등이 네트워크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들이라 할 수 있다.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에서는 다음 

<표 4-2>와 같은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었다.

구 분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1995~2003.4)

부산하천운동본부기

(2003.5~)

권한규

칙

하천법 변화없음

운영

규약
없었음

- 다양한 참여자들의 참여보장

- 공동대표체제

- 민간간사 채용

통합관리제도 민 관 환경행정협의회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

감시

및

제재장

치

공식적 감시 및

제재장치
없 음 없 음

비공식

적 감시

및

제재장

치

공식적

제도

-민 관 환경행정협의회

-공청회

-민 관 환경행정협의회 -공청회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

-공모사업 평가보고회 및 사례발표

비공식적

제도

-간담회 -세미나

-언론을 통한 압박-일인시위 NGO연

합시위

-간담회 -세미나

-언론을 통한 압박-일인시위 NGO연

합시위

갈등해

소장치

공식적

갈등해소장치
없 음 없 음

비공식

적

갈등해

소장치

공식적

제도
없 음

-민 관 공동워크샵(연 1회)

-운영위원회(연 3~4회)

-정책소위원회(3~6회)

-부산하천의 날 대회 및 평가회

(2006. 12. 20일 처음으로 개최)

비공식적

제도

-간담회(수시)

-간부면담(수시)

-간담회(제 역할을 하지 못함)

-간부면담(제 역할을 하지 못함)

투명성

확보장

치

공식적 투명성

확보장치
없 음

-민 관 공동대표체제(부산하천운동본

부 운영규약 제5조)

-민간간사 채용(부산하천운동본부 운

영규약 제9조)

-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정책소위원회

(부산하천운동본부 운영규약 제6조,

제7조 , 제8조)

비공식적 투명성

확보장치

-1995년부터 시작한 하천운동을 통

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역량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1995년부터 시작한 하천운동을 통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부문의 역량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

<표 4-2> 부산시 하천살리기사업의 제도의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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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기별로 각각의 제도들을 비교해보면, 권한규칙은 부산하천운동본부기에

는 네트워크를 공식화하는 운영규약이 만들어 졌으므로,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와

는 네트워크내의 권한규칙에 있어서 차이가 컸다. 감시 및 제재장치에 있어서는 

부산하천운동본기에 공식적 제도가 몇 가지 추가되긴 하였으나, 두 시기에 있어

서 감시 및 제재장치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갈등해소장치는 비공식적 네트워크

기에 비하여 부산하천운동본부기에 비공식적 갈등해소장치들이 늘어났지만, 비
공식적 네트워크기에 활발하게 작동하였던 비공식적 갈등해소장치들이 제 역할

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두 시기 모두 공식적 갈등해소장치는 없었다. 투명성 

확보장치에 있어서는 비공식적 네트워크기보다 부산하천운동본부기에 공식적 

투명성 확보장치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부산하천환경개선사례의 제도변화 분석결과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 공식적 장치들의 필요성과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사례에서와 같이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공식적 네트워크로 전환되었을 때, 네트워크만 공식화되고 감시와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등 제반 장치들은 공식화되지 못하고 남겨진 경우에는 

거버넌스 운영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자세히 논의해보면, 온천천 사례에서 기존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부산

하천운동본부라는 공식적 네트워크로 전환하면서 공식적 제도내에 감시･제재장

치나 갈등해소장치 등은 마련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공식적으로 이

루어지면서 네트워크내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갈등이 불거졌을 경우, 이를 공식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협의사항이 잘 지켜지

지 않거나 주요 사안에 대하여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단체 등은 기존에 

사용하였던 간부면담, 간담회, 언론을 통한 압박 등 비공식적 감시･제재장치 혹

은 비공식적 갈등해소장치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하지만, 부산

시는 이제 공식적 네트워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공식적 장치들을 통한 접근을 

거부하면서 강제성 없는 공식적 네트워크인 부산하천운동본부로 모든 책임을 

떠넘겨 버렸다. 
그러므로 비공식적 네트워크가 공식적 네트워크로 전환되면서 제반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

지만, 참여자들 중 일부가 약속을 어기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등 문제상황이 야

기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비공식적 네트워크때보다 거버넌스의 운영이 더 잘

못될 가능성이 커진다. 왜냐하면, 협의사항 준수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면 협

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고, 또 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이 

집행될 수 있는데, 민･관 협력기구의 특성상 오히려 민이 관의 집행에 동의해주

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으며, 문제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장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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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문제해결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 네트워크기에 잘 작동하였던 

비공식적 장치들이 공식적 네트워크기에는 공식적 제도들에 막혀 거부될 가능

성이 크기 때문이다16). 온천천 네트워크 L사무국장은 ‘부산하천운동본부가 생겨

나고서 하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전보다 못하다’며 현재의 전반적

인 상황을 토로하였다(시민단체 인터뷰, 2007. 11. 12). 
이와 같이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협력･협치･자율성 등 이상

적인 개념에 현혹되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네트워

크 거버넌스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공식적 장치들을 견

고히 마련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3. 공동체 속성

공동체 속성에는 공통된 목적, 이해관계의 동질성, 상호의존성, 사회자본 등

의 조건들이 있다. 먼저 공통된 목적은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유이다. 목적이 다르다면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없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의 차이에 있다. 왜냐하면 동일한 목적을 위하

여 네트워크에 참여한 행위자들이라 하더라도 각자가 가진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으며, 오히려 그것이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온천천 사례에서도 참여자

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달랐다(<표 4-3>참조). 정부가 파트너들의 사익을 공공선

으로 승화시키도록 요구하는 한편,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할 때, 목표의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목표와 파트너들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목표의 명확

화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목표를 

일치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으며, 목표를 잘 맞춘다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 결

과에 대한 일치를 의미한다(Goldsmith & Eggers, 2005: 40). 온천천의 경우 비공

식적 네트워크기에는 민간의 주도로 온천천을 살리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분명

하였고, 각각의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온천천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

하려는 의지가 강하였지만, 부산하천운동본부기에는 정부부터 재선을 위한 사업

들을 위주로 자신들의 이익에 맞추어 운영하려 하였으며 온천천의 환경개선이 

어느정도 궤도에 오르자 나머지 참여자들도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었다.

16)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문제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압박하거나 토론을 제의하였을 때, 
정부는 그러한 문제는 운동본부의 운영위원회나 정책소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공을 공식적 제도로 떠넘겨버림으로써 이전에는 잘 작동하였던 비공식적 장치를 무

력화시켰다. 하지만 정부로써는 공식적인 기구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논의하는게 당연하며, 비공식적으로 자꾸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고 하

였다(부산시 하천담당자 인터뷰, 200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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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존성조건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기본조건이다. 상호의존의 필요성이 

없다면 굳이 목표달성을 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할 이유가 없으며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다만, 상호의존의 정도나 의존영역에 있어서의 차

이는 운영기제의 영역인 참여의 범위에 영향을 주어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하는 

적극적 참여와 집행부분에서 협력하는 소극적 참여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온천천 사례에서도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분야와 전문성에 대하여 상

호의존하였고 자치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많은 부분 서로 의존하며 적극

적인 참여를 하였고, 학교, 기업, 유관기관 등은 보다 적게 의존하고 소극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사회자본은 많은 학자들(신희영, 2005; 배응환, 2005; 김창수, 2007 등)이나 연

구(장인봉, 2004; 최상훈 외, 2005 등)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으로 중요

하게 논의되고 있는 요인이다. 사회자본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있어서 분명 중

요하고 없어서는 안될 요소임에 틀림없다. 사회자본이 없다면 협력은 거의 불가

능 할 것이다. 온천천 사례에 있어서도 각 시기마다 민･관 워크샵, 간담회, 각종 

회의 등 참여자들 사이에 공식･비공식적인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지속적으

로 사회자본을 축적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볼 때 민･관사이의 사회

자본으로써의 신뢰는 너무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불안정성을 보여주었다. 네트

워크 거버넌스를 유지하고 잘 운영되기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사회자본을 중

요시하고 있지만, 온천천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로는 공식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10여 년간 상호작용하며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서 네트워크도 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신뢰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또한 민･관 협력과 신뢰형성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민･관이 서로를 이해하고 원활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1~2년 이상 상

호작용할 시간이 필요한 데, 신뢰가 쌓일만하면 새로운 담당자로 교체됨으로써 

신뢰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와 같은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의 공동체 

속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 <표 4-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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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의 공동체 속성

구 분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1995~2003.4)

부산하천운동본부기

(2003.5~)

공통된

목적

일치

온천천의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자연친화적으로 복원, 생태계를 살리고 하천공간과 경관을

개선하여 주민복지와 지역문화를 함양시키고자 함

참여자

이해

관계의

동질성

동일하지 않음

시 구 재선(주민의 표)

시민단체 조직의 영향력 확대

주민모임 집값 상승, 집주위 환경개선

전문가 명성, 사회활동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이익

언론 기사꺼리확보 시청률

학교 학생들의 환경교육

기업체 기업홍보

상호

의존성

상호의존적임

자치단체 예산, 행정력

전문가집단 정책수립과 방향에 관한 전문지식

시민단체 사회운동의 활동력, 여론형성, 하천교육

주민모임 애향심, 자원봉사

언론 사업진행과정 보도, 여론형성

기업 후원, 사회봉사

학교 환경교육, 사회봉사,

사회

자본

높았음 이전보다 낮아짐

-처음에는 서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

지고 있었으나 상호작용을 계속 해가면서

서로의 문화와 특수성을 이해하게 됨

-또한, 협력을 통한 결실이 나타나면서 성취

감과 함께 서로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게

됨

-담당공무원의 정기적인 자리이동으로 사회자

본 축적에 어려움이 있었음

-운동본부에서 협의한 사항을 잘 지키지 않는

등 신뢰를 저버리는 경우가 발생함

4. 행위자의 속성

행위자의 속성에는 참여자의 다양성, 참여자의 독립성, 참여자의 전문성, 그
리고 참여자의 유연성 등의 조건들이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복잡하고 난해

한 정책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제를 해결하

려 하는 것이므로 참여자의 다양성은 기본적인 조건이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온천천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

천을 살리기 위한 네트워크에는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언론, 학교,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였으며, 각각의 참여자들은 독립적이며 해당분야에 



214 ∙ 행정논총(제48권3호)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한 가지 더 생각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먼저 참여자의 독립성 여부는 법적인 독립성뿐만 아니

라 재정 혹은 활동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참여자는 네트워크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각각의 

참여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에 

진입할 수 없게 된다. 전문성의 유무외에 전문성의 분야에 따라서 참여의 폭이

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문제의 본질에 관련한 전

문성을 갖춘 참여자들은 적극적인 참여자로써 의사결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었

지만, 자신의 해당분야 전문성만을 갖춘 참여자들은 집행부문에서 자신의 역할

만 수행하는 소극적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온천천 사례를 통하여 볼 

때, 하천 살리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은 의사결정에 지속

적으로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학교, 기업, 언론 등은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고 하천 살리기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참여자의 유연성 또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다

양한 참여자들이 협의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참여자의 유연성은 필수적이며, 그
렇지 않은 경우 네트워크가 유지되기 어렵다. 온천천 사례에서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문제로 민･관이 보여주었던 유연한 대처17)는 상호갈등과 논란이 많았던 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온천천 하천 살리기 사업의 행위자 속성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요약하여 표로 나타내 보면 다음 <표 4-4>와 같다. 

17) 온천천 유지용수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산시는 처음 하수종말 처리된 물을 

펌프로 다시 끌어올리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과도한 비용문제와 지속가능성의 문제

로 거부되자, 이후 낙동강물을 끌어오자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민간부문은 이 또한 

반대하였다. 민간부문은 지속가능한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를 바랬고 

이에 관도 동의하여 지하수, 지하철역사용수, 부산대학교의 하수처리수 등 가능한 모

든 용수를 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용수는 부족하였고, 민간부문에서도 

낙동강물을 끌어들이는 방법에 동의함으로써 유지용수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는 양측

이 자신들의 고집만 부리지 않고 최선의 대안을 위하여 서로 노력하고 또 인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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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의 행위자 속성

구 분
비공식적 네트워크기
(1995~2003.4)

부산하천운동본부기
(2003.5~)

참여자의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참여자의 다양성 독립성 전문성

시 구(군) 부산시, 금정구, 동래
구, 연제구 ○ ○ 부산시,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 ○

시민단체
온천천네트워크, 일본
AMR 다까하시 사무
국장

○ △
(X→○)

18)
온천천네트워크, 하천연구
센터

○ ○

주민모임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동래구 자원봉사센터,
금정구 자원봉사센터

○ ○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
임, 온천천사람들의 모임,
연제구 자원봉사센터, 동
래구 자원봉사센터, 금정
구 자원봉사센터

○ ○

전문가
김승환, 김좌관
서규우, 송보영, 주기
재(보조참여)

○ ○ 김승환, 김좌관
김맹기(보조참여)

○ ○

언론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BS, KNN,
CBS

○ ○
부산일보, 국제신문,
MBC, KBS, KNN,
CBS

○ ○

학교 연신, 안민, 수안초등
학교 ○ ○ 연신, 안민, 수안초등학교 ○ X

기업체
서봉리사이클링, 농협,
대선소주 ○ X

농협, 대선소주, 롯데백화
점, 부산은행 ○ X

유관기관 녹색도시부산21 X ○ - - -

참여자의
유연성

관의 민에
대한

유연성

-일상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에 협력함
-독자적인 사업강행이후 문제발생시 시민
단체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는
등 유연성을 발휘함

-민 관 합의사항도 잘 지키지 않는 등 이
전보다 훨씬 관료화 되었음

민의 관에
대한

유연성

-일상적인 경우 상호 협의하에 협력함
-자신들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최대한 노
력한 후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되
었을 경우 관의 차선책을 따랐다

-민간부문의 주요참여자들은 비공식적 네
트워크기와 큰 차이 없었음

-그러나, 부산하천운동본부가 구성되면서
참여하게 된 일부 시민단체의 경우 끝까
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은 단체들
도 있었다..

Ⅴ. 정책적 함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이론적 관점들을 통합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분석모형을 

도출하여, 한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사례를 토대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한국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에 필요한 변수들을 검증해보고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부산시의 하천살리기 사업사례는 많은 이론들

에서 제시되었던 주요한 요인들을 실제에서 검증해줌으로써 우리나라 네트워크 

18) 이 의미는 시민단체들은 처음에는 자연형하천개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단 환

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하여 하천개선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일을 계속하면서 점

점 잘 알게 되어 이제는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과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므로 (X→○)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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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많은 함의점들을 보여주었다.
부산하천환경개선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주요한 정책적 함의로는 첫째, 수요

의 불확실성 은 관의 입장에서 계층제 형태를 취하느냐 네트워크 형태를 취하

느냐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다. 부산하천운동본부기처럼 수

요가 확실해지면 정부는 보다 계층제적인 형태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고, 비공

식적네트워크기처럼 수요가 불확실해지면 정부는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네트워

크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둘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과 붕괴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공

식적인 감시･제재장치와 갈등해소장치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부산하

천환경개선사업 사례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운영되는 전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은 제도적 장치들이었다. 
특히, 공식적 네트워크에 있어서 공식적 제도들이 없다는 것은 네트워크 거버넌

스 운영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

과 필요성이 커져갈수록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으로 형성되

기보다는 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될 경우가 많아질 것이며, 부산하천환경개선사

업 사례에서처럼 처음에는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운영되던 것이 공식적 네트워

크로 전환되기도 할 것이다. 이럴 경우,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하나의 유행이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순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고, 문제해결을 위하여 제대

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시 및 제재장치, 갈등해소장치 등 제도의 공식화

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가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조정기제로써 작동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는 수평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

히 정부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

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해서 거버넌스가 잘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민･관의 근본적인 힘의 차이로 인하여 항상 완전한 수평관계를 유지하기란 어

렵다. 이러한 본질적인 한계점은 우리나라와 같이 관료제적 성향이 강한 나라에

서는 관이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것이 네트워크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

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 원인은 민간 부문의 

역량이 관에 비하여 낮기 때문에 생기는 성급한 판단일 뿐이며, 민의 역량이 부

족할 경우 민의 영향력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 관과의 영향력의 균형

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부산시 하천환경개선 사업 사례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

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관･학･정･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프로그램

으로서의 의제21 추진이 필요하다. 단순히 협의체만 구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

며 향후 공동조사, 공동감시, 하천의 변화에 따른 모니터링, 시민단체의 원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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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위한 시민단체 지원책 제도화 등 통합관리협의회 설치에 따른 조례제정

을 통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공식적인 제도들을 면밀하게 마련함으로써 대부분 협의기구에 불

과한 민･관 협력기구들의 수준을 의결기구로 전환되어질 필요가 있으며, 정부가 

네트워크를 위계화 시키는 네트워크 주도자가 아닌 관리자로써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중요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

적인 협의와 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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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Network Governance of Local 

Government: A Focus on a Busan River Protection 

Movement 

Jae Hyun Bae

This study explore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applied to the 
movement to save the Oncheon River in Busan. It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One is the informal network period horizontally managed by NGOs/local government 
and the other is the formal network period (Busan river movement) vertically 
managed by government. 

To do this, the factors working a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were 
determined from the outcome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factors were arranged into 
the five attributes of the IAD framework. As the conditions of network governance 
among the IAD framework, physical attributes are ① social-material conditions, ② 
demand uncertainty, ③ task complexity, rules are ① authority rules, ② monitoring 
and regulation rules, ③ conflict dissolution rules, ④ transparency ensuring rules, 
attributes of the community are ① sharing a common goal, ② homogeneity of 
interest, ③ interdependency, ④ social capital, and attributes of participants are ① 
diversity of participants, ② independence of participants, ③ specificity of 
participants, ④ flexibility of participants. and the action arena consists of ① shape 
of network, ② network manager, ③ constant interaction, ④ openness, ⑤ accessibility. 

Some policy implications as a result of the qualitative analysis are first, demand 
uncertainty is an important factor for governments in deciding the shape of network. 
The network takes a horizontal form when demand uncertainty is high. Second, 
formal rules are needed, especially in formal network governance. Third, horizontal 
networks make successful operations and governance outcomes but vertical networks 
do not. Thus, participant relationships in network governance should be horizontal. 

【Key words: networks, governance, governance conditions, horizontal 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