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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간의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민주
화 진전에 따른 시민사회의 발전 속에서도 소위 관변단체(QUANGO)와 자발적으로
설립된 NGO가 공존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수용하여, 협력 네트워크 관점에서 두 가
지 유형의 NGO가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 지형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도되었다. 자료수집과 분석은 신문기사 DB구축과 내용분석에 의해 수행되었다. 분
석결과에 의하면, 민간주도형 NGO의 경우는 정부주도형 NGO에 비해 네트워크 규
모는 컸으나, 민간주도형 NGO는 민간주도형 NGO만을 주요 협력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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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NGO(Non-Government Organization) 활동 네트워크의 구
조적 특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충청남도를 사례로 하여 NGO를 정부주
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하고, NGO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른 단체 및 기관들과
네트워크 규모와 다양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소위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가 공존하면서도 대립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수용하여, 협력 네트워크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
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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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이들 두 NGO가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 지형에서 보이는 한계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한국 사회에서 NGO의 설립과 활동은 1980년대 후반 민주화와 개혁의 과정 속에
서 본격화되었다. 이후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1994년)”과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2000년)”의 시행으로 NGO의 자율적 설립과 정부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
되면서 NGO의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NGO는 시민들의 공공
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대변자적 역할을 뛰어 넘어 서구의 경우처럼 국가실
패(government failure)와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보안하는 사회서비스 제공자 및
공급자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NGO 활동 영역의 확대를 반영하여 학계
에서도 NGO의 이익표출과 사회서비스 활동에 대한 연구가 다원주의,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모델을 수용한 연구들이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민주화 진전과 시민사회의 발전 속에서 NGO의 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 NGO와
국가 및 시장의 관계를 과거 갈등적 혹은 저항적 관계에서 벗어나 협조적 관계로 바
라보는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NGO의 국가와 시장에 대한 견제자의 시각을
견지하지만,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NGO와 1섹터 및 2섹터 간, 그리고 3섹터 내 다
양한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주도
하는 3섹터 모델의 핵심은 지역사회 행위자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귀결
된다. 따라서 NGO의 정치참여 및 사회서비스 활동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는 참여
적· 분권적 조정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능력 증대와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핵심적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연구 역시 NGO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민주적 거버넌스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수용하되, 한국 NGO의 설립과 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조하
고자 한다. 다시 말해 민주화의 진전과 시민사회 발전의 산물로서 자생적 NGO가 급
속히 성장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시민사회의 동원적 기능
을 수행했던 관변단체 역시 현재까지 건재하고 있는 독특한 모습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강웅 · 허철행 2006). 기존의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관점에서 NGO 활동을 분석
하는 연구들은 암묵적으로 관변단체를 배제한 채, 주로 민주화 이후 자발적으로 설
립된 NGO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관변단체 역시 공공문제
해결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원봉사 활동 혹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
은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관변단체의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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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및 도시 지역에 비해 지방 및 농촌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 관변단체 역시 시민사회의 한 축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변단체를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 지형에서 공익적 활동을 수행
하는 중요한 행위자로 설정하고,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의 활동별로 나타나는 협
력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을 분석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연구 목적은 NGO
협력 네트워크 내 행위자 수는 많은가? 그리고 네트워크 내 행위자는 다양한가? 라
는 연구 질문에 해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달성된다. 전자의 질문은 네트워크의
밀도 및 중심성, 하위 네트워크의 분화 정도, 네트워크 내 중심행위자를 분석하는 작
업을 통해서,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네트워크 내 협력 대상자를 유형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명될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의 3대 일간지 신문기사(2007~2012년)의
내용분석을 통해 DB를 구축한다.
협력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역 NGO의 활동 특성을 규명하는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 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 분석하여, 시민사회 연구에서 관변단체를 주요한 연
구대상으로 설정하지 않는 연구경향을 보완하는 장점을 가진다. 둘째, 설립동기와
발전양태를 달리하는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 활동에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공통
점과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NGO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현황과 한계점
을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향후 지역 NGO가 거버넌스 확립의 주도적인 행위자로 자
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II. 개념화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는 NGO의 개념적 정의는 대부분 샐러
먼(Salamon 1999)이 정의한 6개의 NPO의 개념적 특성, 즉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s), 민간부문(private), 비영리성(non-profit), 자치성(self-government), 자
원성(voluntary), 공익성(public benefit)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NGO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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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에는 정치적 중립성으로 대변되는 비당파성 혹은 비정파성의 개념이 추가된다(박
상필 2008).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NGO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자치 기
구를 가지고 있는 조직으로서, 공익과 비영리 목적을 위하여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비정부적· 비정파적 결사체”로 정의할 수 있다.
자발적 설립 및 비정부적이라는 개념적 정의에 기초할 경우, 관변단체는 엄밀한 의
미에서 NGO에 포함될 수 없다는 주장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정상호 2004). 관변
단체는 학술적 용어로는 적격성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시민사회
단체를 유형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관변단체를 학술적으로
정의하면 준정부조직(QUANGO: Quasi-Autonomous NGO) 혹은 정부주도형 비정
부단체(Government Organized NGO)를 의미한다. 즉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된
정부조직이 아닌 법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조직이지만, 정부로부터 권한 업무를 위탁
받아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혹은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법률에 의해 정
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이다.1)
그러나 이 연구는 관변단체를 정부주도형 NGO로, 그리고 민주화 이후 자발적으로
설립된 NGO를 민간주도형 NGO로 개념화하였다. 즉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발전
과 더불어 자생적으로 설립된 NGO와 관변단체 모두를 시민사회 내 결사체 조직인
NGO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는 한국 사회에서 국가조합주의하 권위주의
정권이 선거 및 정치과정에서 시민사회 동원의 도구적 수단으로 관변단체를 설립하
고 지원했다는 사실과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을 주도했던 자생적 시민단체
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 시민사
회의 현실과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첫째, 비정부적이라는 개념적 정의를 뛰어 넘어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관변단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사실 관변단체는 설립
당시 정부의 지원과 통제에 의해서 결성되었고, 현재까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에 의
1) 한국의 경우 조직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존재하는 관변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 바르
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이 있고, 개별 법령에 의해 존재하는 관변단체는 한국예
총(문화예술진흥법 제3, 4조), 대한노인회(노인복지법 제29조),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
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무공수훈자회(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문화원(지방문화원진흥법 제13조),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보호법 제20조),
체육회(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등이 있다(정예슬 · 김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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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정부의 재정 지원과 특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척되어 정권의 정통성
이 충족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됨에 따라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와의 구별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부가 설립한 NGO와
민간이 설립한 NGO 간의 구별이 거의 없다(박상필 2008). 한국의 경우도 비영리 민
간단체지원법(2000년)에 따라 자생적 NGO 역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 및 세제 혜
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NGO의 개념 정의에서 비정부성의 의미는 점점 퇴색되고 있
다. 특히 중앙 및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민사회의 발달이 지체되어 있는 지방 및
농어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지부들이 주민의 권익대변과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도묘연 · 이관률
2012). 따라서 관변단체를 NGO로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는 NGO 연구 초기부터 논
란의 대상이었으나, 거버넌스 패러다임 속에서 관변단체 역시 1섹터인 정부와 2섹터
인 기업과 구분되는 3섹터로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주민 결사체로 수렴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2)
둘째, 비정파성 혹은 비당파성이라는 NGO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할 경우, 설립동기
와 발전양태를 달리하는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 간의 갈등 구도에 대한 이해가 요
청된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시민사회는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는 공간으로 성장하
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진보 시민단체 대 보수 시민단체로 재편되었고, 이러한 갈등
구도는 보수 및 진보 정당체제와 맞물리면서 한국 사회에서 NGO는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윤성이 2007). 물론 자생적 NGO 중에서도 뉴라
이트(new right) 계열의 보수적인 NGO가 성장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관변단체는 보
수이고 민주화 이후 설립된 자생적 NGO는 진보라는 대립적 구도가 일정 부분 형성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의 우호세력으로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특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면서 정부 정책의 동원자 혹은 조력자로 성장
한 관변단체와 민주화 이후 자율적으로 설립되어 정부의 비판자 혹은 견제자의 역할
을 자임했던 자생적 NGO 간의 갈등은 한국 시민사회의 현재 모습이다.

2) 민주화 이후 녹색생활실천(새마을운동중앙회), 공정사회실현(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자유민주주의 가치 함양(한국자유총연맹)과 같은 공익적 활동을 추구하는 관변단체를 민
관협력의 국민운동단체로 지칭하기도 한다(이동수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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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GO 협력 네트워크와 거버넌스
NGO의 활동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긍정적인 효과는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요소이다. 외국의 NGO 혹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연구들도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의 3각 구조를 연계시키는 문제, 비영리조직과 영리조직 간 연계 문제, 그리고 지
역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 비영리 조직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
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Ohanyan 2012). 네트워크는 효과적인 조직 활
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행위로서, 네트워크는 공동 노력, 공동
자원 및 공동 의사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물이나 서비스를 공유하기
위해서 구축된다(Cuo and Acar 2005).
일반적으로 NGO의 활동은 정치참여로 정의되는 이익표출 기능과 사회참여로 대
변되는 사회서비스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주성수 2005; Salamon and Sokolowski
2004). 전자는 선거과정을 포함하여 정치과정상에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 및 투입하
는 역할을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실패 및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공공서비스 전달자
및 공급자의 역할, 즉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이타적인 동기
에서 비롯된 각종 서비스 제공 활동(Weisbrod 1998; Kahn 1999)으로 정의된다.3) 이
경우 NGO가 효과적인 조직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다른 행위자들과 구축
하는 네트워크의 편익은 유 · 무형의 자원의 공유에 따른 이점으로 대변될 수 있다.
예컨대 자원의존이론(resource dependence theory)에 의하면 인적· 물적 자원의 공유
는 예산과 인력의 절감을 통해 조직 목표 달성의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다(Kearns
2000). 그리고 시스템적 상호작용론(systemic interaction theory) 관점에서는 암묵적
지식과 신뢰의 확산의 결과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의 감소로 조직 활동의 효율성
을 담보하게 한다(Preissl and Solimene 2003).
NGO 중심의 협력적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확산의 핵심적
요소이다. 거버넌스 모델은 공공 문제에 해결 과정에서 정부 밖에 있는 다른 행위자
3) NGO의 이익표출 활동과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도묘연 · 이관률
(2012)을 참고한다. 한국의 경우는 서비스 압도형(service-dominant) 모델의 전형적인 사
례로 평가되고 있으며(Salamon and Sokolowski 2004), 특히 지역 NGO의 사회서비스 제
공 활동 역시 정치참여 활동에 비해 4배 이상 높고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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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능력을 제고하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Peters
and Pierre 1998). 거버넌스는 단순히 NGO와 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의 형성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자치적 능력과 함께 지역사회 다양한 단체 및 기관들의 긴밀한 협
조가 그 성패를 좌우한다. 따라서 NGO와 지역사회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개인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동이해라는 인식”을 형성
하게 하여(Berman 1997), 시민참여의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참여적· 분권적 조정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 능력 증대와 지방
자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4)
그러나 NGO가 구축하는 네트워크가 공공선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
에서 효율성을 담보하여 거버넌스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
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 수가 많아야 하고, 동시에
행위자들과 협력이 일회적인 협력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 네트워크는 결절
(node)과 결절의 연계 고리로 특정 국면의 연계(linkage)와는 구분되며, 다양한 결절
이 상이한 역할과 이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유지한 결과로 형성된 관
계적 구조이다(이관률 · 도묘연 2015). 여기서 네트워크 내 행위자수와 연결성으로 대
변되는 관계망의 지속성과 집중도는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NGO의 협력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 즉 정부, 의회, 기업, 공공기
관, 다른 사회단체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고 동시에 이들 기관들과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되었을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NGO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다양해야 한다. 즉 1섹터, 2섹터, 그리
고 3섹터 내 다양한 유형의 단체 및 기관들과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배타성이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을 경계하는 것이다. NGO의 협력활동이 특정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고착화된다면,
의사결정 및 정보공유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접근을 방해하여 특정한 이해집단
을 시스템적으로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배타성은 조직화되지 않는 일반 시민의 이익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Pierre and Peters 1998; Papadopoulos 2003),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야 하는
4) 2000년 이후 공공선의 논리에 기초하여 정부와 NGO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추구하는 거버
넌스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면서, 거버넌스를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 혹은 참여 민주주의
에 이은 실질적 민주주의 2단계로 규정하기도 한다(주성수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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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거버넌스의 장점을 잃어버리게 할 수도 있다(Berman 1997).5) 즉 네트워크의
폐쇄성이 초기의 유연한 관계의 장점을 퇴색시키는 한계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과연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가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 속에서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분석을 요구하는 연구경향(Provan and Milward 2001) 역시 네
트워크의 배타성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후 NGO의 정치과정상의 영향력 행사를 분석한 연구들은 정
부 대상의 이익표출이 지배적이며, 의회 대상의 활동이 매우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정상호 2011). 또한 한국의 경우도 1990년대 들어 서구처럼 정부와 NGO가 재
정과 서비스 공급을 분담하거나 혹은 서비스공급에서 많은 재량권을 갖는 공동협력
의 관계유형으로 발전하면서(최병대· 김상구 2004), 공공서비스의 분담자로서 NGO
의 활동은 주로 정부와의 협력적 파트너십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NGO와 정부
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은 네트워크의 배타성 문제와 함께 정부 지원의 집중화로 인해
NGO 간 자원분배의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박치성 2006). 따라서 NGO
네트워크 내 행위자 수와 함께 행위자의 다양성 역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3.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대변자적 역할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변단체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정부주도형 NGO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본적
으로 한국 사회에서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던 관변단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강
조한다. 정부주도형 NGO에 대한 기존 연구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는 부
정적인 인식을 전제하여, 정부정책의 동원 역할과 지역 토호세력의 사적 네트워크의
정당화 통로로 기능한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박찬표 2007). 물론 지방 차원에서 정
부주도형 NGO는 지방 토호세력과 소수의 엘리트들의 후견-피후견 관계(patronage
and clientelism)를 만들어주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방선거에서 영향력 행사의 채널
5) 이러한 지적은 다양한 시민이 네트워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시민의 일부만이
공공정책에 대한 영향력 행사하게 되는 네트워크 대표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극단
적으로 NGO 네트워크에 의한 협동과정에서 새로운 조합주의 현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Lowndes and Sulliva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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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지역 관변단체는 개별 특별법에 의
한 지원과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에 의해 정부의 이중적 지원을 받는
편중 지원의 문제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정예슬 · 김헌 2012).
그러나 중앙과 달리 지방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적· 물적 재원이 부족하고 다원화
되고 전문화된 조직적 NGO 활동이 상대적으로 부재하다는 현실을 고려한다면(이강
웅 · 허철행 2006),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는 정부주도형 NGO의 활동이 지역사회 시
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물론 이 연구는 정부
주도형 NGO가 활동이념과 활동내역을 공공성에 맞게 재정립하고 과거 권위주의 정
권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에 기본적으로 동
의하고 있다. 다만 정부주도형 NGO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지방공무원과 정
치인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고려한다면, 지역에서 정부주도형 NGO가 담당하는 일정
한 역할을 새롭게 인지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6)
따라서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
는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자생적
NGO를 중심으로 NGO 활동 혹은 네트워크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보완한다는 의
미를 가진다. 다원주의 및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모델을 수용한 연구자들을 중
심으로 NGO의 정치과정상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이 축적되었으나,7) 관변단체를 주
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한 경우는 정상호(2015)를 제외하고는 찾아 볼 수 없다. 정상
호(2015)에 의하면, 민주화 이후 불법 및 폭력적 시위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
하고 보훈단체들은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방법으로 집회와 농성 등 행동주의적 방식
을 이익표출의 주된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었다.8) 정책네트워크 관점의 연구들은 환
6) 이강웅 · 허철행(2006)의 연구에 의하면, 지역사회발전 기여도에 대한 부산과 울산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평가는 “크게 기여” 7.8%, “비교적 기여” 38.1로
나타났다.
7) 다원주의 관점의 연구는 NGO의 정치참여 활동을 이익표출활동을 개념화하고 유형화하
는 전통을 수용하여(Walker 1991; Schlozman and Tierney 1986; Duverger 1972), 인사이
드 로비와 아웃사이드 로비 중 NGO가 선호하는 대상과 전략을 규명하고, 민주화 이후 그
변화 패턴을 규명하고 있다(도묘연 2007; 도묘연 · 이관률 2008; 정상호 2011).
8) 정상호(2011)는 보훈단체의 과격한 집단행동의 원인으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국가조합
주의의 독점적 방어벽하에서 유지되었던 특권적 지위의 약화, 보훈단체 회원의 낮은 사회
적 경제적 지위에 따른 소외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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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산업, 보건복지, 과학기술, 노동복지, 문화예술 등 특정한 정책영역에서 활동하는
자생적 NGO와 다른 정책행위자들의 협력과 갈등의 상호작용을 분석에 주력하고 있
다. 또한 거버넌스 관점에서 NGO의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 역시 자
생적 NGO와 정부 간 파트너십의 현황과 효율적인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 및 대안
을 제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9) 최근 네트워크 관점의 일부 연구들이 NGO의 범위
에 관변단체를 포함시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도묘연 · 이관률 2012; 이관률 · 도묘
연 2012),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별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제시하
지는 못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의 이익대변자로서 혹은 사회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부주도형 NGO를
주요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경향은 한국 시민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
하는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민주화 이후에도 관변단체의 성장과 활동이 정부의 정
책사업 추진 시 정부 외곽에서 지원할 단체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이강웅 · 허철행 2006). 또한 관변단체가 특별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이중적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중앙 및 지방정
부에서 관변단체의 역할은 자생적 NGO에 비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의 현
황과 활동을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비교 분석을 시도하고, 지역사
회 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한다. 앞선 NGO의 개
념화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연구는 두 유형의 NGO 간에 나타나는 대립적 · 갈등적
구도라는 특수성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설립동기와 발전양태를 달리하는 두 가
지 유형의 NGO 간 대립적 구도를 고려한다면,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는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단절과 분리로 대변되는 두 가지 유형의
NGO 활동에서는 상호 간 협력활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권위주의 정권의
동원적 기능이 연행되고, 정부의 정책조력자로 활동하는 정부주도형 NGO와 주로 국
가와 시장의 비판자 및 견제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민간주도형 NGO의 주요한 협력
대상자는 다를 것이다. 더불어 중앙조직을 중심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9) 다원주의, 정책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관점에서 NGO 활동을 분석한 연구들은 도묘연 · 이
관률(2012)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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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까지 지부를 두어 활동하는 정부주도형 NGO와 정책적 혹은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지역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주도형 NGO 간 협력 파트너는 차이
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차별
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시민사회를 한계를 규명하고, 향후 거버
넌스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신문기사의 내용분석에 기초하여 사회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을 시도하는 이 연구는 지역 NGO 활동 네트워크의 거시적인 구조를 분석한다는 장
점을 가진다. 이러한 시도는 특정한 정책영역 혹은 특정한 NGO 대상으로 수행된 사
회네트워크 분석 경향(강창현 2002; 박치성 2006; 한진이· 윤순진 2011)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신문기사가 모든 NGO의 활동을 소개하지는 못하지만, 신문기사의 내용
분석은 관찰 가능한 몇몇 사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진 정
보에 기초하여 NGO 협력 네트워크 연결망의 의미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III. 연구설계
1. 분석틀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NGO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 지역사회 내 다른 행위자와 1회 이상 공동으로 협력활동을 수행한 것을 의미한
다.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NGO 협력 네트워크 분석은 규모와 다양성으로 구분
된다. 첫째, 네트워크 규모 분석은 밀도 및 중심성, 하위 네트워크 구축도, NGO 중
심행위자를 추출하여 연결망의 발달 정도를 규명하는 것이다. 둘째, 네트워크 다양성
분석은 네트워크 내 강한 영향력을 가진 NGO 중심행위가 주로 협력하는 1섹터, 2섹
터, 3섹터 행위자를 유형화하고, NGO와 협력 행위자별 접촉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
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표 1>과 같이 주요 개념을 조작
적으로 정의하였다. 첫째, NGO 유형은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으로 구분한다. 일
반적으로 정부주도형 NGO는 조직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보훈단체 등 개별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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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석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내용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충남 및 충남
유 정부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지부
형
민간주도형 3개 단체 및 기타 관변단체를 제외한 NGO

이익대변

선거지원, 정부 및 의회 주체의 간담회 및 공청회 참여, 행정
및 입법감시활동, 의회 위원회 참여, 의회 주체의 간담회 및
공청회 참여, 각종 사법소송 및 사법감시활동, 해당 기관의
건의서 및 의견서 제출, 민원 제기, 기자회견 및 보도의뢰,
대중 집회 및 시위, 성명서나 결의문 발표, 인터넷을 통한 홍
보 및 선거운동, 1인 시위 등

서비스
제공

자원봉사 활동, 문화 활동, 강연회 및 특강, 교육활동, 사회
복지활동, 각종 캠페인 활동, 연구 및 상담활동 등

협력활동

협
력
대
상

1섹터

정부 및 정부부서(중앙,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의회(국회, 광역 및 지방
의회), 정당, 공공기관(경찰, 소방, 군부대, 박물관, 초중고, 공공연구소)

2섹터

기업(공기업 및 사기업, 농협)

3섹터

정부주도형 NGO, 민간주도형 NGO, 사회단체(전통적인 이익집단, 사회
복지기관, 종교단체), 언론, 대학 및 민간연구소

이른바 관변단체로 불리는 NGO를 포함하며, 민간주도형 NGO는 민주화 이후 시민
사회 내에서 자생적으로 설립된 NGO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주도형 NGO를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3개 단체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3개 단체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 차원
에서 정부에 의해 설립 및 육성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재정적 지원을 받고 활동하고 있
다는 점에서,10) 민주화 이후에도 자생적 NGO와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인 관변단체
10) 1980년 12월 13일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제정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1970년 4월
22일 설립되어 지원을 받아오던 새마을운동조직은 법률에 따른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었
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은 1991년 12월 31일,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은
1989년 4월 1일 제정되었다. 조직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이들 3개 단체는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지원과 국 · 공유재산 무상사용과 같은 직접지원과 세제감면
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을 모두 받는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년)에 의한 지원
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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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가장 잘 대변하는 단체이다. 그리
고 지역 풀뿌리 조직으로서 3개 관변단체는 지역사회 활동을 주도하고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등록 대장에 등록된 관변단체는 대부분 3개 단체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지부라는 현실을 수용하였다.
둘째, NGO 활동은 주민의 이익을 집약하여 선거 및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이익표
출 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포함하여 지역 공동체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모두를 포괄한다.
셋째, 협력대상자는 지역사회 내 1섹터(정부, 정당, 의회, 공공기관), 2섹터(기업), 3
섹터(시민사회)로 구분하였다. 3섹터의 경우는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NGO가 협
력활동을 벌이는 시민사회 내 협력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정부주도형
NGO, 민간주도형 NGO, 사회단체(전통적인 이익집단, 사회복지기관, 종교단체), 언
론, 대학 및 민간연구소로 세분화하였다. 다만 시민사회 내 협력 대상자로서 정부주
도형 단체를 유형화할 때는 3개 관변단체 이외에 관계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는 다른
정부주도형 NGO를 포함시켰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충남지역을 사례로 하여 NGO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충
청남도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등록된 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
고 이들 단체가 협력활동에서 만나는 단체 및 기관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및 충남지
역을 대표하는 3대 일간지(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자
료를 수집하였다. 충청남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에 등록된 단체(2008년 308개,
2010년 355개, 2012년 343개)의 개별 명칭을 입력하여 NGO 활동(협력활동 및 비협
력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를 검색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총 6개년이며, 신문기
사 검색 결과 NGO 활동에 대한 기사는 총 2,540건 확인되었다. 이 중 동일 활동에
대해서 타 신문에 중복 게재된 신문기사 397건을 제외한 2,143건이 최종 분석대상으
로 선정되었다. 총 2,143건의 활동에 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여 분석틀에 따라 NGO
유형별, 협력대상별로 구분하여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구축된 신문기사 DB에 기
초하여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단독활동 1,188건을 제외한 협력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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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틀의 구성
활동유형

연구목적

분석내용

분석방법

네트워크 규모

연결정도
하위네트워크분화도
NGO 중심행위자수

밀도와 중심성
약한 구성분석
사이중심성

네트워크 다양성

NGO 중심행위자의
협력대상유형

빈도 분석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동을 수행한 955건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의 협력 네트워크의 규모는 사회네트워크 분
석의 전문 소프트웨어인 UCINET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네트워크의 규모 중 연결정
도는 밀도(density)와 중심성(centrality)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하위 네트워크(subnetwork)의 분화 정도는 약한 구성분석(weak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서 수행한
다.11) 그리고 네트워크 내 영향력이 큰 NGO 중심행위자는 한 행위자와 다른 행위자
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선을 의미하는 사이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을
기준으로 분석한다.12)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빈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 분석에서 도
출된 NGO 중심행위자가 주로 만나는 협력기관 및 단체와의 접촉 정도로 분석된다.

11) 밀도와 중심성은 NGO와 다른 협력기관들과의 관계망의 지속성과 집중도를 의미한
다. 일반적으로 밀도는 연결 가능한 총 관계수 중에서 실제로 맺어진 관계수의 비율, 즉
1
로 정의되며(김용학 2007), 네트워크 참여자의 수가 많아질수록 밀도는 낮아
n(n - 1)/2
지는 경향을 갖는다. 그리고 중심성은 전체 네트워크가 갖는 집중도를 의미하며, 중심성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특정 행위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밀도와 중심성은 0과 1사이의 값을 갖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밀도와 중심성이 높
음을 의미한다.
12) 사이중심성은 다른 행위자들 간의 브로커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측정하기 때문에, 단순
히 네트워크의 중심을 의미하는 근접중심성과 많은 활동을 나타내는 연결중심성에 비해서
중심행위자를 판단하는데 적합하다(Scott 2000).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103

<표 2> NGO 유형별 단체수 및 활동수
(단위: 개, %)
구분

단체수

활동수

전체

223 (100.0)

2,143 (100.0)

정부주도형

41 (18.4)

450 (21.0)

민간주도형

182 (81.6)

1,693 (79.0)

3. 자료의 일반특성
1) NGO 유형별 단체수 및 활동수
<표 2>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수와 이들
단체들이 수행한 활동수를 보여준다. 동 시기 1회라도 이익대변자적 활동과 사회서
비스제공 활동에 참여한 NGO는 총 223개였고, 그리고 NGO의 활동수는 총 2,143개
였다. 충남 지역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상의 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문기사 분석에서는 대장상에 등록된 단체(2008년 308개, 2010년 343개,
2012년 355개) 중 약 62.9%(2012년 기준)만이 실제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은 지역 차원의 NGO가 설립은 되었으나 실제 활동이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다는
일반적인 관념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고 있다.
2) NGO 유형별 협력활동수
<표 3>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2,143개의 NGO 활동 중에서,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별로 나타난 협력 및 단독 활동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전체적으
로 두 가지 유형의 NGO 활동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충남
지역의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
나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모두 협력 활동보다는 단독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정부주도형 NGO의 협력활동은 전체 활동 중 29.1%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정부주도형 NGO의 단독 활동 지향성은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가 민간
주도형에 비해 미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104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2호(2016)
<표 3> NGO 유형별 협력 및 비협력 활동수
(단위: 개, %)
정부주도형(450)

구분

민간주도형(1,639)

협력

단독

협력

단독

전체

131 (100.0)

319 (100.0)

824 (100.0)

869 (100.0)

2007년

15 (11.6)

46 (14.4)

112 (13.6)

122 (14.0)

2008년

14 (10.7)

54 (16.9)

106 (12.9)

116 (13.3)

2009년

22 (16.8)

55 (17.2)

147 (17.8)

127 (14.6)

2010년

21 (16.0)

34 (10.7)

161 (19.5)

137 (15.8)

2011년

25 (19.0)

67 (21.1)

141 (17.1)

209 (24.0)

2012년

34 (26.0)

63 (19.7)

157 (19.1)

158 (18.2)

<표 4> NGO 유형별 활동목적 및 활동공간
(단위: 개, %)
활동 목적
구분

정부주도형(450)
이익
표출

전체

사회
서비스

21
429
(100.0) (100.0)

활동 공간

민간주도형(1,639)

정부주도형(450)

민간주도형(1,639)

이익
표출

사회
서비스

도시

비도시

도시

비도시

505
(100.0)

1,188
(100.0)

336
(100.0)

114
(100.0)

1,409
(100.0)

284
(100.0)

2007년 2(9.5) 59(13.8)

76(15.0) 158(13.3) 37(11.0) 24(21.0) 188(13.3) 46(16.2)

2008년 2(9.5) 66(15.4)

66(13.1) 156(13.1) 58(17.3)

2009년 6(28.6) 71(16.6)

62(12.3) 212(17.8) 54(16.1) 23(20.2) 212(15.0) 62(21.8)

2010년 1(4.8) 54(12.6)

86(17.0) 212(17.8) 33(9.8)

10(8.8)

185(13.1) 37(13.0)

22(19.3) 247(17.5) 51(18.1)

2011년 5(23.8) 87(20.3) 119(23.6) 231(19.4) 76(22.6) 16(14.0) 298(21.1) 52(18.3)
2012년 5(23.8) 92(21.4)

96(19.0) 219(18.4) 78(23.2) 19(16.7) 279(19.8) 36(12.7)

3) NGO 유형별 활동목적 및 활동공간
<표 4>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2,143개 NGO 활동 중에서, 두 가지 유형의
NGO별로 나타난 활동목적 및 활동공간의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먼저 두 가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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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NGO 모두 사회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강화되고 있었다. 사
회서비스 활동 지향성은 정부주도형 NGO에서 강하게 나타나 전체 450개 활동 중
95.3%(429개)를 차지하였다. 정부주도형 NGO 활동이 자원봉사를 포함해 문화 활
동, 강연회 및 특강, 교육활동 등의 사회참여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권익
주창적 활동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NGO의 도시 중심 지향
성은 민간주도형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 전체 1,639개 활동 중 85.7%(1,409개)를 차
지하고 있었다. 민간주도형 NGO의 도시 중심적 활동은 비도시지역 주민에 대한 서
비스제공 및 이익대변 역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1. 네트워크의 규모
<표 5>는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밀
도와 중심성을 보여 준다.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협력기관수는 244개이고,
연결망수는 449개이며, 밀도는 0.0135, 외향중심성은 30.569 그리고 내향중심성은
4.185로 나타났다. 그리고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협력기관수 876개, 연결망수 3,390,
밀도 0.0026, 외향중심성 12.112 그리고 내향중심성 2.94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가 정부주도형에 비해 협력기관 수와 연
결망이 많아 네트워크의 규모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두 가지
유형의 NGO 네트워크 모두 밀도는 낮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중심성은
높았다. 이 점은 NGO의 협력활동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고 일회적인 성격이 강하며,
<표 5> NGO 협력 네트워크의 밀도와 중심성
(단위: 개, %)
구분

협력기관수

연결망

밀도

외향중심성

내향중심성

정부주도형

244

449

0.0135

30.569

4.185

민간주도형

876

3,390

0.0026

12.112

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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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특정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가
지 유형의 NGO 네트워크의 연결 정도에서는 일정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는 민간주도형에 비해 밀도와 외향 및 내향중심성이 더 높아, 네트워
크 규모가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행위자들 간 협력활동의 지속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 내 하위 네트워크의 구축 및
분화 정도를 보여 준다.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에서는 총 4개의 하위 네트워크
가 확인되었다. 이 중 1개 하위 네트워크에는 57개의 행위자가 참여하고 있었고, 8개,
5개 그리고 4개 행위자가 참여하는 하위 네트워크가 1개씩 발견되었다. 민간주도형
의 경우는 총 9개의 하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었다. 이 중 1개 하위 네트워크에는
839개 행위자가 참여하고 있었고, 10개 행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1개, 7개의 행위
자로 구성된 하위 네트워크 1개가 발견되었다. 그 외 하위 네트워크에는 최소 2개에
서 최대 4개의 행위자가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에 비해 민간주도형의 경우 하위 네트워
크의 구축 및 분화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
크에서는 839개의 행위자가 참여하는 1개의 거대 네트워크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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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표 6>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하위 네트워크 구축도
(단위: 개, %)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구성

단체수

비율

구성

단체수

비율

1

57

77.0

1

839

95.9

2

8

10.8

2

10

1.1

3

5

6.8

3

4

0.5

4

4

5.4

4

2

0.2

5

2

0.2

6

7

0.8

7

7

0.8

8

2

0.2

9

2

0.2

위 네트워크 참여자의 95.9%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네트
워크의 분화와 함께 연결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은 두 가지 유형의 NGO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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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 내 NGO 중심행위자
구
분

정
부
주
도
형
(14)

민
간
주
도
형
(57)

행위자명

Between nBetween
ness
ness

행위자명

Between nBetween
ness
ness

바르게살기운동충청남도협
의회

181

0.01

새마을운동당진군지회

6

0

새마을운동 논산시지회

177

0.01

새마을지도자홍성군협의회

6

0

한국자유총연맹
충청남도지회

176

0.01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

4

0

바르게살기운동
연기군협의회

168

0.009

사)아산시새마을회

4

0

새마을지도자 논산시협의회

64

0.004

새마을지도자당진군협의회

2

0

충청남도새마을회

17

0.001

새마을운동 청양군지회

2

0

홍성군새마을부녀회

7

0

보령시 새마을부녀회

1

0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5535.778

0.304

논산시향토동우회

289.233

0.016

천안YMCA

4788.658

0.263

천안학교급식협의회

275.86

0.015

아산YMCA

3008.784

0.165

천안학교급식협의회

275.86

0.015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2753.141

0.15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충청
259.143
남도지부 천안시지회

0.014

당진YMCA

2483.385

0.137

서산YMCA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
2376.542
연합

0.131

복지세상을열어가는
시민모임

2316.788

천안여성의전화

244.7

0.013

아산시번영회

240.915

0.013

0.127

천안시서북구모범운전자회

220.29

0.012

2012.904

0.111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13

0.012

천안여성회

1980.494

0.109

충남국학원

170.143

0.009

(사)대천관광협회

1699.361

0.093

천안시민포럼

162.502

0.009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1674.058

0.092

서천군귀농인협의회

149.833

0.008

1229

0.068

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
103.779
맹

0.006

1020.767

0.056

맑고푸른당진21실천협의회

천안녹색소비자연대

865.87

0.048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792.98

사단법인 한빛회

한국112무선봉사단
충남지부

88

0.005

서천청년회의소

64.167

0.004

0.044

홍성YMCA

56.421

0.003

771.977

0.042

색동회천안시지회

54

0.003

미래를 여는 아이들

710.721

0.039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

51.705

0.003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천안학부모회

710.358

0.039

(사)충남장애인부모회
아산지회

43.944

0.002

아산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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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계속)
구
분

행위자명

Between nBetween
ness
ness

행위자명

연기군여성단체협의회

661.262

0.036

마산사랑후원회

광덕산환경교육센터

640.593

0.035

충남여성장애인연대

618.2

0.034

607.767

Between nBetween
ness
ness
43

0.002

42.143

0.002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

37

0.002

0.033

논산발전협의회

16

0.001

565.333

0.031

충남여성장애인연대

14

0.001

560

0.031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충청남도본부

14

0.001

490

0.027

충청남도 여성단체협의회

12

0.001

479

0.026

사)대한민국재난구조협회
천안지회

9

0

연탄은행

431.077

0.024

자연보호 충청남도협의회

9

0

천안YWCA

388.912

0.021

8

0

(사)푸른잎사귀

338.574

0.019

336

0.018

당진환경운동연합
청양시민연대
민 천안 KYC
간
주 천안모범운전자회
도
형 공주해병대전우회
(57)
천안아산소비자시민모임

당진군 여성단체협의회

NGO를 보여준다. 중심행위자는 하위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매개시켜 주어 네트워
크의 확산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정부주도형의 NGO의 네
트워크에서 중심 NGO는 총 14개였고, 민간주도형에서는 총 57개가 확인되었다. 따
라서 정부주도형에 비해 민간주도형 NGO의 협력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NGO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NGO 중심행위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부주도형의 경우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지부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고,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주로 천안, 아산, 당진 등 주로 도시에서 활동하는 NGO들
로 구성되어 있었다.

2. 네트워크의 다양성
<표 8>은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 내의 NGO 중심행위자(정부주
도형 14개, 민간주도형 57개 <표 7> 참조)가 이익표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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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중심행위자의 협력대상
(단위: 개, %)
협력 대상

정부주도형

민간주도형

전체

244
(100.0)

875
(100.0)

소계

52
(21.3)

166
(19.1)

정부 및(중앙,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정부 부서)

24
(9.8)

52
(5.9)

의회(국회, 광역 및 기초)

1
(0.4)

8
(0.9)

정당

0
(0.0)

8
(0.9)

공공기관(경찰, 소방서, 군부대, 박물관, 초
중고, 연구소 등)

27
(11.1)

98
(11.2)

2섹터

기업(사기업 및 공기업, 농협, 축협 등)

18
(7.4)

67
(7.7)

3섹터

소계

173
(71.0)

641
(73.3)

정부주도형 NGO

70
(28.7)

59
(6.7)

민간주도형 NGO

76
(31.1)

458
(52.3)

사회단체(전통적인 이익집단, 사회복지기
관, 종교단체)

20
(8.2)

87
(9.9)

언론

3
(1.2)

11
(1.3)

대학 및 민간연구소

4
(1.6)

26
(3.1)

외국 정부

1
(0.4)

1
(0.1)

1섹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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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과정에서 협력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접촉 빈도를 보여 준다.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의 협력 대상 단체 및 기관은 각각 244개와 875개였다.
구체적으로 섹터별로 협력대상 기관 및 단체와의 활동 빈도를 살펴보면, 정부주도
형의 경우 1섹터와 협력 빈도는 52개(21.3%)였고, 이 중 정부 24개(9.8%), 의회 1개
(0.4%), 공공기관 27개(11.1%)이었고, 2섹터 기업과 협력은 18개(7.4%)로 나타났다.
그리고 3섹터와 협력 빈도는 173개(71.0)였고, 이 중 정부주도형 NGO 70개(28.7%),
민간주도형 NGO 76개(31.3%), 사회단체 20개(8.2%), 언론 3개(1.2%), 대학 및 민간
연구소 4개(1.6%)로 나타났다. 한편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1섹터와 협력 빈도는 166
건(19.1%)이었으며, 이 중 정부 52개(5.9%), 의회 및 정당 각각 8개(0.9%), 공공기관
98개(11.2%)이었고, 2섹터 기업과 협력 빈도는 67개(7.7%)였다. 그리고 3섹터와 협력
빈도는 641개(73.3)였고, 이 중 정부주도형 NGO 59개(6.7%), 민간주도형 NGO 458
개(52.3%), 사회단체 87개(9.9%), 언론 11개(1.3%), 대학 및 민간연구소 26개(1.3%)
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 내 중심 NGO의
협력 비중은 3섹터 내 단체들 중심으로 심하게 편향되어 있었고(정부주도형 71.0%,
민간주도형 73.3%), 그 다음이 1섹터와 2섹터 순이었다. 1섹터 중에서는 정부 및 공
공기관과의 협력활동이 많았고, 의회 및 정당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은 극히 부재하
였다. 그러나 3섹터인 시민사회 내 협력 대상에서는 두 가지 NGO 유형별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NGO 모두 일반 사회단체와의 협력 비중은 비
슷하였으나, 두 가지 유형 상호 간 협력 비중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주
도형의 경우는 관변단체와 자생적 NGO와의 협력 비중이 각각 28.7%와 31.1%로 비
슷하였으나,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자생적 NGO들 간의 협력활동이 전체 협력활동의
52.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여 협력활동이 민간주도형 NGO 중심으로 편향되어
있었다.

3. 분석결과의 종합
이상의 분석을 통해 충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가 그
들의 협력활동에서 구축되는 네트워크의 규모(밀도, 중심성, 하위 네트워크, NGO 중
심행위자)와 주로 접촉하는 기관 및 단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네트워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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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양성의 확대를 통한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일정한 한계와
발달가능성이 함께 발견되었다. 두 가지 유형의 NGO 네트워크별로 나타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네트워크의 규모는 정부주도형에 비해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된다. 즉 민간주도형은 협력 기관수와 연결망이 월등히 많았고, 하위 네
트워크 구축 및 분화 수준이 높아 네트워크 규모는 훨씬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점은 시민사회에서 네트워크에 의한 거버넌스 구축이 민간주도형 NGO를 중심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민간주도형은 정부주도형에 비해 전체 참
여행위자 중 95.8%로 구성된 거대한 하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고, 네트워크에
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하위 네트워크 간 전략적 매개자로 기능하는
중심 NGO의 수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확장 역시 민간
주도형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는 정부주도형에 비해 밀도가 낮고 중심성이 높
은 한계를 가진다. 즉 협력기관수와 연결망으로 대변되는 네트워크 규모는 정부주도
형에 비해 컸으나, 지역사회 행위자들과의 협력활동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일회적
인 성격이 강하고, 특정한 행위자와의 협력활동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경향은 두 가지 유형의 NGO 네트워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나, 민간주도
형에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에서 나타나
는 협력활동의 일회성은 95.8%로 구성된 거대 하위 네트워크 역시 지속적인 연결망
이 취약하다는 한계를 보여 준다. 정부주도형의 경우 네트워크 규모가 미발달되었음
에도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은 협력 활동을 위한 조직적 기반의 구
축, 즉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 조직의 지부라는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민간주도형에 비해 정부주도형 NGO 네트워크가 더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국 시민사회 내에서 나타나는 보수 대 진보 혹은 관변단
체 대 자생적 NGO와의 갈등 구도를 고려한다면,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는 행위
자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보여준다. 정부주도형 네트워크 내 중심 NGO는
정부주도형(28.7%)과 민간주도형(31.1%) NGO와 협력활동을 벌이는 비중이 비슷하
였으나, 민간주도형의 경우는 민간주도형 NGO들과의 협력 비중이 52%에 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주도형 NGO의 경우는 이념적 동질성을 강조하여 협력적 조직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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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시민사회 내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가 정부주도형에 비해 배타성이 더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연대와 신뢰보다는 배제와 불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한국 시민사회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향후 거버넌스의 확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셋째, 거버넌스 확장의 관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NGO가 3섹터 중심의 협력활동
을 수행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네트워크 내 중심
NGO는 1섹터와 2섹터보다는 3섹터의 단체 혹은 기관(정부주도형 71.0%, 민간주도
형 73.3%)을 주요한 협력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관변단체라는 특성상 정부주도형의
중심 NGO는 1섹터와 협력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두 유형의 네트워크 내
중심 NGO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들과 협력하는 비중은 비슷하였다. 이 점은 민간주
도형 및 정부주도형 NGO 모두 이익대변 및 사회서비스 활동시 정부를 주요한 협력
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당 및 의회와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거의 없
다는 현실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또한 기업과 협력활동도 10% 미만으로, 기업과 비
영리 조직들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배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고 있는 미국의 경우
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었다(Sagawa and Segal 2000).

V. 결론 및 함의
이 연구는 지금까지 충남지역 NGO를 사례로 하여, 소위 관변단체로 불리는 정부
주도형 NGO와 민간주도형 NGO의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민주화 이후 본격적으로 시민사회가 형성된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민주화 이후에 설립된 자생적 NGO와 민주화 이전에 설립된 관변단체가 현재 시민사
회 지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더불
어 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과 한계를 규명하기 위한 시도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네트워크의 규모는 민간주도형 NGO가 더 큰 것으로 확
인되었다. 민간주도형은 정부주도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협력활동의 지속성이 약하고
특정 행위자 중심의 활동이 많은 한계가 있었으나, 하위 네트워크의 분화 및 중심행
위자수가 월등히 많았다. 둘째, 네트워크의 다양성은 정부주도형 NGO가 더 높았다.
물론 두 유형의 NGO 네트워크 내 중심 NGO들의 협력 대상은 대부분 3섹터 내의 단

114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2호(2016)
체와 기관들이었고, 1섹터 및 2섹터와 협력활동은 상당히 부재하였다. 그러나 정부주
도형의 경우는 3섹터 내 행위자들 중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다른 사회단
체들과 협력 비중이 비슷하였으나, 민간주도형은 절대적으로 민간주도형 NGO와의
협력 비중이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지역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전략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즉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치과정에 투입
하는 이익대변자적 활동과 사회서비스 제공 활동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
성을 제고할 수 있는 NGO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네트워크
규모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주도형의 경우는 협력활동 자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물론 전체적으로 정부주도형과 민간주도형 NGO 모두 지
역사회 행위자들과 지속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해야 하지만, 협력을 통해 정보를 교류
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는 인식의 전환은 정부주도형 NGO에게
더욱 요구되는 사안이다. 반면 민간주도형 NGO는 협력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만 현재 구축된 네트워크의 이점을 확대 혹은 강화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다양성의 한계를 고려한다면, 두 유형의 NGO 모두 1섹터 및 2
섹터와 협력활동에 주력해야 하며, 1섹터 중 정당 및 의회와 2섹터 기업과 협력활동
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주도형 NGO의 경우는 시민사회 내 민간주도형 NGO
이외에 정부주도형 NGO 및 사회단체와 협력활동의 강화를 우선순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정책의 조력자 혹은 협력자로 성장한 정부주도형 NGO와 주로 1섹터와 2
섹터의 견제자 혹은 비판자로 성장한 민간주도형 NGO의 갈등적 구도를 고려한다면,
이익대변 활동에서는 양자 간 연대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제공 활
동은 양자 간 갈등구도를 뛰어 넘어 공공선이라는 가치를 매개로 파트너십이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서구처럼 NGO 활동이 정치과정상의 영향력 행사보
다는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강화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양자 간 연대가 구축될 수 있
는 기회도 확대되고 있다. 물론 정부주도형 NGO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예산의 투
명한 사용 및 공개를 통해 사회적으로 신뢰성을 확대하는 과제도 전제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제도적 차원에서 두 가지 유형의 NGO 간의 연대 방안도 고민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 연구는 설립동기와 발전양태를 달리하는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의 네트워크 특성을 해명함으로써, 시민사회 및 거버넌스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이 연구는 연구방법상의 일정한 한계를 인정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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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이 2012년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2016년 현
시점까지 연구시기를 확대하고, 충남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해
야 한다. 그리고 두 가지 유형의 NGO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여 상호간 연
대 활동이 부재한 이유를 해명하는 후속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내용을 한층 더 심화
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16년 4월 20일
심사일: 2016년 5월 25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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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ze and Diversity of Government Organized NGO
and Private Organized NGO Networks: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Province) Case

Do Myo Yuen |

Yeu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atively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networks in PNGO(Private Organized NGO) and GNGO(Government Organized
NGO), so-called QUANGO. To be specific, with Chungcheongnam-do as an
example, the size and diversity of networks shown in two types of NGO activities
was closely examined. This approach is what accept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Korea where QUANGO and voluntarily established NGO coexists even i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fter democratization.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newspaper article DB creation and contents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PNGO was larger in the size of networks than GNGO. And GNGO had
wider diversity of networks than PNGO.
Keywords: NGOs, QUANGO, Social Analysis, Contents Analysis, Networ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