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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네트워크 내 개별 조직의 연계활동이 아닌 네트워크 수준의 조직간 연계인 전체 네트워크

를 분석단위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자료는 2006년 11

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가 관리 

운영한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대상인 10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 3개 사업단을 선정하여 사업

수행 결과보고서를 포함한 관련자료와 설문조사(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 대상)를 통해 확보하였다. 

분석을 위해 각 네트워크의 참여조직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하여 조직간 네트워

크의 전체적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네트워크 전체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다중이해관계자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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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을 반영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의 관계를 규명하

였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참여조직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문헌조사를 바탕

으로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네트워크 참여 

조직들은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체적 구조를 보여주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일수록 전

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을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시도하고, 개별조직, 네트워크수준, 지역사회수준의 다차원적인 다중이해관계자관

점을 반영한 효과성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성격상 분석결과를 일

반화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을 시도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주제어 :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체 네트워크, 네트워크 효과성, 다중이해관계자 관점

1. 서론 

사회복지기관 간의 네트워킹은 조직 환경의 급변속에서 필수적인 전략으로 선택되고 있다(Provan 

and Milward, 1995). 특히 효과적 서비스 전달, 예산확보의 불확실성, 그리고 사회복지공급주체의 다

원화 경향은 네트워킹의 가능성에 더욱 주목하게 한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측면과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도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욕구를 지닌 클라

이언트에 해 개별 사회복지조직들은 제한된 자원과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통

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도 조직간 관계의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다(이현주, 1998). 한국에서는 

2005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과 2006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테마기획사업인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조직간 네트워크에 한 관심이 촉발되었다(한국사회복지협

의회, 2007). 정부에서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민간, 공공을 망라한 기관 간 연계 협력

의 활성화, 즉, 네트워크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의 중요성에 한 인식이 확산되고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회

복지분야에서의 연구는 아직 많이 시도되지 않았다.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은 개별 조직차원

(organizational level)의 분석을 시도하는 경우와 연계협력을 하면서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

는 집합체(network level)를 분석하는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부분의 연구들은 전자에 해당하

는 서비스 전달 조직 간 통합과 조정에 초점을 두는 경향을 보여주었다(Ahuja, 2000; Burkhardt and 

Brass 1990; Burt 1992; Uzzi 1997). 특히, 개별 조직 간의 협력 관계의 중요성, 협력 과정, 그리고 네

트워크 참여가 개별 조직의 구조와 행위에 미치는 향 등을 분석하는데 주력한 것이다(Alter and 

Hage, 1993; Goldman et al., 1992; Roger and Whetten, 1982). 하지만 개별 조직차원을 뛰어넘어 네

트워크 수준(network-level)의 조직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 network), 혹은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1) 수준의 분석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으며 그나마도 부분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1) 본 연구에서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는 자생적 네트워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공식적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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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 and Whetten, 1981; Marsden, 1990; Scott, 1991). 물론 최근에는 점진적으로 조직간 연계에 

한 분석 수준이 2-3개 조직 사이의 조직차원 협력에서 관련 조직들의 집합체로, 그리고 전체 네트

워크(whole network)로 확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Kilduff and Tsai, 2003; 

Provan, Fish, and Sydow, 2007; Provan and Milward, 1995). 전체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개별 조직들

이 아닌 2-3개 이상의 조직들로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전체의 구조와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둔다

(Provan, Fish, and Sydow, 2007).2)

전체 네트워크 연구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개별조직 혹은 개별 조직 간의 관계가 연구의 초점이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를 분석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네트워크가 

어떻게 관리·통제되고 진화되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집단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는가를 규명하는데 효

과적이다. 그동안 네트워크 연구를 추동해 온 이론들은 자원의존이론, 사회적 교환이론, 그리고 거래

비용이론이 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이론들은 많은 선행연구들의 초점이었던 개별 조직들의 네

트워크 참여 요인이나 참여로 인한 결과 등을 규명하는 데에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 같은 기존 연구

의 초점으로는 네트워크 형성과 구조 파악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네트워크 차원의 전반적인 지속 가

능성 혹은 전체 네트워크의 역량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가에 한 설명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비 리부문, 

특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기관들에게 네트워킹의 궁극적인 목표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구축이

고, 이는 각 기관들 간 연계의 총합체로서의 네트워크 수준의 효과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로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연구하는 것이며, 이에 한 연구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Provan, Fish, and Sydow, 2007).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내 개별 조직 간 연계활동이 아닌 네트워크 수준의 조직간 연계인 전체 네

트워크를 분석단위로 하여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Provan and 

Millward(1995, 2001)의 조직간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틀에 기반하여 네트워크의 구조와 효과성, 그리

고 네트워크의 환경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첫째, 각 네트워크의 참여조직과 네트워크 중심점으로서의 

사무국을 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직간 네트워크의 전체적 특징을 파악한다. 둘째, 전체 네

트워크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중 이해관계자관점(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을 사용

하고, 측정된 효과성과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징과의 관련성을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전체 네트

워크의 효과성에 향을 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적을 위해 2-3 개 이상의 조직이 협력하는 경우를 의미함(Kilduff and Tsai, 2003; Provan, Fish, 

and Sydow, 2007). 이에 한 논의는 뒷부분의 이론적 논의에서 더 제시되었음.

2)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의 관점은 2-3개 이상의 조직이 협력하는 경우로, 2개의 조직이 전
체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조직1과 조직2의 상관관계(쌍관계, diad) 혹은 상호 향관계를 규
명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두 개의 조직으로만 구성된 네트워크 자체를 분석 상으로 할 때 가능
할 수 있다. 만일, 3개 조직 간(triad)의 관계 전체를 분석 상으로 한다면 이는 전체 네트워크를 분
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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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1)  ‘전체 네트워크'(whole network)의 개념 

 

네트워크 연구는 경 , 보건의료, 공공 정책,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심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루

어지고 다학제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네트워크 연구에서 네트워크에 관한 단일 이론

은 없으며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Galaskiewicz, 2007). 이런 상황에서 네트워크 분석 수준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부터 조직간 네트워크(interorganizational)로 확 되어 왔다.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기본

적으로 연구 상의 속성(attribute)에 한 정보가 아닌 연구 상으로서의 두 주체 간의 관계

(relation)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노드'(node)를 분석 데이터로 활용한다(Scott, 2003)3). 따라서 

이 데이터들을 상위 레벨 데이터로 합침으로써 분석 수준은 각 노드 수준 뿐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수준으로 확 될 수 있게 된다(Borgatti and Foster, 2003). 예를 들어 개인 사이의 관계에 한 자료

를 수집한 후에도 분석 상이 개인, 쌍(dyad), 혹은 삼자(triad) 관계로 확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개

인들이 속한 전체집단이 될 수도 있다. 즉, 자료의 특성이 개인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해서 분석 수준

이 개인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노드(node)로 집단화하여 집단 네트

워크 분석이 언제든지 가능하게 된다. 

사회적 네트워크 연구의 경우는 분석을 위해 조직 내의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

며, 네트워크의 정도와 긴 성, 중간성 등의 개념을 통해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측정한다. 또한 네트워

크의 유형분류는 조직 내 개인 간에 교환되는 자원의 종류에 따라 이루어진다. 반면 조직 간 네트워

크(interorganizational) 연구는 1960-70년 에 새롭게 등장한 조직 간 관계이론(interorganizational 

theory)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조직들 간의 관계 및 상호 의존성,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는 수

단으로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따라서 개별 조직이 다른 조직과의 상호의존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자원획득 과정은 개별 조직을 둘러싼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 간 관계이론과 

자원획득이론을 바탕으로 한 조직 간 네트워크의 실증 연구에서는 빈도, 강도, 중심성 등의 개념을 활

용한다(김준기․이민호, 2006). 

최근에는 조직과 관련한 네트워크 연구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크게 '개별 조직수준'(organizational 

level) 관점과 '전체 네트워크 수준'(whole network level)의 관점을 구분하고 있다. 전체 네트워크 연

구를 통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진화하고 관리되며, 종국적으로 전체 성과가 어떠한 지에 한 연구가 

3)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 혹은 조직을 '노드' 혹은 '행위자'(node or actor)로 지칭하며, 각 구성요소
간의 관계를 '엣지' 혹은 '라인'(edge or line)으로 지칭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tie' 혹은 
'relationship'이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내의 개인 혹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노드'가 될 
수 있으며, 이때 기본 전제는 타인 혹은 타조직과의 관계에 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
서 네트워크 연구자의 관심의 범위 안에 있는 개인 혹은 조직은 '노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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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Kilduff and Tsai, 2003; Provan and Milward, 2001). 전체 네트워크란 자생

적으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공통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최소 

2-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조직 수준 네트워크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직 간의 관계

에 한 정보를 담고 있는 노드(node)를 사용하여 연계(relation)를 분석하지만, 분석의 초점은 개별 

조직이 아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들 전체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 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연구에서 발견되는 어려운 이슈인 네트워크 경계 설정도 전체 네트워크 연구에서는 경우에 

따라 분명해질 수 있다. 네트워크의 개념을 공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네트워크에 의도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조직들로 정의할 경우 그 경계 설정이 분명해 지는 것이다. 

Provan, Fish, and Sydow(2007)는 개별 조직수준과 네트워크 수준의 두 가지 네트워크 분석 수준

을 바탕으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두 차원에 의해 네트워크 연구를 유형화하 다. 아래 <표 1>은 

이들 연구자들이 제시한 4가지 네트워크 연구 유형들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별조직 조직들의 집합체

개별 조직수  변수
2자 계(dyadic)를 통해 개별 조직이 다른

조직들에게 주는 향 분석 

개별 조직이 체 네트워크에 주는 

향 분석

체 네트워크수  변수 네트워크가 개별 조직에 주는 향분석 
체 네트워크 간, 혹은 네트워크 수

간의 상호작용 분석 

<표 1>  개별 조직수 과 체 네트워크수  연구의 유형 

*출처, Provan, Fish, and Sydow(2007).

이들 네트워크 연구들은 휴먼 서비스 조직(human service organization)의 연구에 특히 더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 서비스 조직 전문가들과 정책 전문가들, 그리고 연구자들은 서비스 의뢰, 사례 관

리, 조인트 프로그램 등을 통한 서비스 통합이 종국적으로 더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이견이 없다(Provan and Milward, 1995). 하지만 부분의 연구들은 아직까지도 실증적 분

석연구보다는 개념적  논의 연구의 성격을 보여주거나, 보건 분야에 국한된 단일 프로그램 사례 연구

에 해당한다(Provan, Fish, and Sydow,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아직 전체 네트워크의 특성을 독립변

수로,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복지 분야에서 수행된 연구는 없다. 다수가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결정 요인에 한 연구(이현주, 1998; 김선주․김교정, 2006)이거나, 네트워크

의 구조적 특성 등에 초점을 둔 연구(강창현, 2002; 박치성, 2006; 유태균, 2001; 홍경준 2002)들이다. 

전체 네트워크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한 4번째 유형의 연구로서 Provan and Milward 

(1995)는 그나마 주목받을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4개의 정신보건센터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사례분

석을 시도하고, 이를 근거로 네트워크 효과성 평가모형을 제시했다. 비록 4개의 사례에 불과하나 전체 

네트워크의 개념을 사용하여 네트워크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더하여서 비 리민간조직을 상으로 시도한 첫 실증적 연구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볼 수 있다. 보

다 구체적으로 이들의 연구를 검토하면, 개념적 모델은 개별 조직이나 조직간 네트워크의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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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ity)이 개별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신, 전체 네트워크의 통합(integration) 

정도를 나타내는 ' 도'(density)와 '중심화'(centralization)4)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합도 네트워크

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통일된 개념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의 상호연계를 

의미하며, 관련 연구들은 서비스 기관들이 중앙 기관을 통하여 통합되고 조정되는 정도에 초점을 두

고 있다(Morrissey et al., 1994). 도는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응집(cohesion) 정도를 

의미하고, 중심화는 전체 네트워크가 특정한 조직을 중심으로 응집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와 

중심화는 서로 보완적인 지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Provan, Fish, and Sydow(2007)가 제시하는 네트워크 연구 유형 중 4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수준의 네트워크 분석, 즉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2) 다중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s) 관점에서의 네트워크 효과성

  

네트워크의 효과성 연구와 관련하여 '다중 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s) 관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사실 부분의 조직 이론가들은 지속적으로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 즉 ‘조직의 성공과 실패

에 향을 주면서 동시에 조직의 활동결과에 향을 받는 사회적 행위자’(Ancona et al, 1996; Scott 

and Davis, 2007, 재인용)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특히 리 민간부문에서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은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논쟁의 상이 되어 왔지만(Scott and Davis, 2007), 비 리 

민간부문에서도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은 네트워크 효과성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유용할 수 있다. 개별 

조직 효과성 연구는 비교적 단순할 수 있는 일차원적 이해관계자 관점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지만, 

지역사회중심의 보건복지 네트워크에는 다차원적일 수 있는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은 다차원적이고도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운 되어

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되므로 그 효과성 측정 척도에 이들 집단의 다양한 관점이 반 되어야 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효과성 연구와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 한 첫 연구는 앞서의 Provan and 

4)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방법은 행위자들(개인, 집단, 조직 등)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으로 일
반적으로 ‘ 도'(density), ‘중심성'(centrality)을 분석한다. ‘ 도'(density)는 실제로 나타난 행위자들 
간의 관계 수와 모든 가능한 관계들의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아무런 조직간 관계가 없음을 의미하며 1은 모든 기관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심
성'(centrality)은 행위자들이 네트워크상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네트워크 내 각각의 
행위자들이 한 행위자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 아니면 흩어져 있는지, 또는 한 행위자가 다른 행위
자를 연결해 주는 위치에 있는지 등을 나타내며 ‘정도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중심성'(between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로 나뉜다. 이러한 각각의 행위자들의 ‘중심성'(centrality) 

값이 모여 전체 네트워크의 응집정도를 나타내는 ‘중심화'(centralization)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 값
들은 0에서 100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클수록 네트워크의 행위자들이 응집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다. ‘ 도'는 네트워크 내 행위자들 간의 전반적인 응집(cohesion) 정도를 의미하고, ‘중심화'는 전체 
네트워크가 조직을 중심으로 응집된 정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 도'와 ‘중심화'는 서로 보완적인 지
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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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ward(1995)의 연구이다. 이들은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측정을 위해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 가

족,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사례관리자 혹은 치료전문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를 상으로 한 서베이 결

과를 분석하 고 이를 통해 추출된 각 관점의 평균값을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으로 보았다. 사례 분

석을 통한 효과성 평가 모델에서 이들은 네트워크 핵심기관을 통한 중심화는 높고, 참여 기관들 간의 

연계는 느슨할수록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일차원적 

이해관계자의 관점은 반 하 으나 다차원적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을 반 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다. 

즉, 네트워크 수준, 지역사회 수준의 이해관계를 투 하여 분석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특히, 비 리민

간조직의 사회적 가치 혹은 조직존립의 사회적 정당성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의 지역사회 수준의 이

해관계는 조명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 연구자들은 2001년 후속 연구에서 ‘다중 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 

관점을 반 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개별 참여집단의 3가지 이해관

계자 관점에 따른 다차원적 전체네트워크 효과성 평가 기준을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3가

지 수준의 효과성에서 모두 효과적이어야 전체 네트워크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네트워크 효과성 기준으로 ‘지역공동체수준'(community level) 효

과성은 지역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네트워크가 얼마나 공헌하 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트 혹은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변하는 네트워크 공공기관이나 네트워크 관리기관을 통한 클

라이언트 만족도, 네트워크에서 제공한 서비스 비용, 이용자 현황, 특정 질병유병율이나 사망률 감소 

등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지역사회 문제의 향상, 혹은 사회적 자본 구축에 공헌한 정도를 측정한

다. ‘네트워크 수준'에서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간의 행정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효과성 평가를 위해 네트워크 참여조직과 제공 서비스의 범주와 변동 정도, 네트워크 분석방법의 개

념을 바탕으로 한 참여기관들 간의 연계 강도, 혹은 네트워크간의 행정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여 조직수준'에서는 개별조직들의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성과를 평가하기 위

해 클라이언트 만족, 정당성(legitimacy), 자원 획득, 비용 변동 등으로 측정한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

는 개념적 틀을 제공하는 의미는 있었으나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아니었다.  

Provan and Milward(1995, 2001)의 네트워크 효과성 모델들은 전체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전체네트워크의 효과성 분석 틀을 제시한 핵심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모델에 근거한 후속 연구로서 

Weech-Maldonado 외(2003)의 연구에서는 Provan and Milward(2001)의 3차원 모델과 책임성

(accountability) 차원을 결합시킨 효과성 평가모델을 제시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기관들로 이루어진 25개 네트워크를 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책임성 

관점(stakeholder-accountability approach) 평가 설문항목들을 요인분석 하 고, 여기서 추출된 4가지 

관점의 평균값을 네트워크 효과성 값으로 제시하 다. 그러나 국내 연구로서 지역 사회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한 실증 연구들은 극소수이다. 강창현(2002)의 연구에서 Provan and Milward(2001)의 모

델을 언급했을 뿐 다른 연구들은 모두 클라이언트 만족도에 한정하여 조직 효과성을 분석한 기존의 

조직 수준 효과성 연구들(변재관 외, 2001; 한혜경 외, 2003; 정순돌․고미 , 2003; 함철호, 2003)이

거나 Provan and Milward(2001)의 3차원 중 개별 조직 수준에만 초점을 맞추어 네크워크 수준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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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크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김준기․이민호, 2006)가 전부이다. 본 연구의 초점인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 개념에 근거하여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 국내 연구는 아직 전

무하다고 할 수 있다.

3)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 효과성을 분석하는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고려요인은 조직환경, 즉 네트워크의 환경일 

것이다. 전체 네트워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들은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때로는 치명적인 향

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별 조직보다도 전체 네트워크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더 민감할 수도 있

다. 사실, 조직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재 환경의 향과 압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도 

향을 받는다. 즉 조직들은 단지 자원의 교환, 즉 투입과 산출 과정을 반복하는 기술적인 시스템이 아

니라 행위자(actor)들과의 관계(relationship)를 연결시키는 사회적 시스템이기 때문이다(Scott and 

Christensen, 1995). 조직의 분석 단위가 개인 간 관계에서 조직 간 연계로 확장되면서 점차적으로 환

경적 요인에 의한 조직 변화에 해서도 학문적 관심이 증가해 왔다.  

Provan and Milward(1995)의 네트워크 효과성 모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네트워

크 효과성에 미치는 향은 그 네트워크가 속해 있는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

장한 바 있다. 이들은 환경 요인을 제도주의, 리인(agency) 이론에 근거하여 크게 외부 요인, 시스

템 안정성, 자원 충분성 정도를 바탕으로 분석하 다. 이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시스

템 안정성 기준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사회복지 공동모

금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형성된 네트워크이다. 따라서 정부 통제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외부요인과 

지역 재원의 변동을 중심으로 한 자원 충분성 관점은 본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개별 기관의 외적 환경 불안정성, 혹은 변화와 불확실성간의 관계는 조직 관련 문헌들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왔다. Provan and Milward(1995)는 네트워크 수준(network level)의 분석에 초점을 맞춰 외

부 충격(substantial externally induced)에 의한 시스템 변화가 네트워크 성과에 향을 미친다는 증

거를 제시하 다. 구체적으로 재정 지원, 서비스 전달 등 시스템 전반에 향을 미치는 변화로 야기된 

불안정성은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수행한 실증 연구 결과를 바

탕으로 네트워크 효과성 모델에서 Provan and Milward(1995)는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정적일 때 

네트워크 효과성이 향상되며, 시스템 안정성은 네트워크 효과성을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최근에 상당한 변화를 경험한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낮은 효과성을 보인다고도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과 조직의 불

안정성이 조직 효과성에 향을 준다는 전통적인 조직이론 연구의 설명과 일치한다.  

조직이론의 관점에서 Weber(1947)는 외부 환경의 안정성이 조직에 가져오는 이점에 해 논하면

서 역동적이고 불확실한 환경에서 조직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행동, 기술, 운  방식 등

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조직은 조직의 안정성과 변화의 요구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

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Leana and Barry, 2000). 조직이론에서 조직과 환경 간의 관계에 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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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는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으나, 이 분야 역시 구체적으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 

organizations)에 초점을 둔 연구는 거의 수행된 것이 없다(Hasenfeld, 2009). 일반 조직이론에서 네트

워크의 유형을 논의하고 있는 Miles and Snow(1992)는 안정적(stable) 네트워크, 역동적(dynamic) 

네트워크, 내적(internal)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나이키, 델컴퓨

터 등 리민간기업과 환경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둔 연구들로서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크와 같은 경우

에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조직간 연계이론과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은 조직학의 전통적 역인 리 민간 

섹터보다 공공재원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비 리 민간 지역사회 보건복지 조직들 간 네트워크 형성과 

발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바탕이 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직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들인 생태조직학, 진화론 관점 등도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 네트워크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필

요한 이론적 바탕이 될 수 있다. 특히 진화론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변화(transformation)이론은 지역

사회 복지 네트워크들의 발전을 중장기적으로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변화이론에서는 조직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3가지 차원으로서 목적, 경계(boundaries), 그리고 활동

시스템을 제시한다(Aldrich and Ruef, 2006). 목적차원에서는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역이 변화하는 경우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비 리 조직이 리조직으로 변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계차원의 변화는 조직의 합병 등으로 조직에 속해 있는 멤버들의 확  혹은 축소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 활동차원에서는 조직의 행정, 인사 시스템 등 조직에 주요한 시스템 등 조직핵심 시스템 측면

의 변화를 다룬다. 변화이론은 각 차원의 변화내용을 고찰함으로써 조직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생성, 

변화, 소멸되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3차원의 조직 변화를 조직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의 상태, 조직의 성장, 조직 형태의 발전과 연결하여 연구함으로써 조직의 변화와 안정성을 통합하는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Aldrich and Ruef, 2006: 13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반 하

여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으로 조직환경의 측면에서 안정성을 설정한

다. 그리고 이에 한 조작적 접근은 변화이론의 목적, 경계, 활동시스템 기준을 사용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네트워크 내 개별 조직 간 연계활동이 아닌 네트워크 수준의 조직간 연계인 전체 네트워

크를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이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어떤 향을 주는가를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조직환경적 변수로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효과성에 미치는 

향을 동시에 고찰하고, 독립변수로서의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은 도와 중심화 변수로 구성된다. 종

속변수인 네트워크 효과성은 다차원적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을 사용하여 지역사회수준, 네트워크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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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혹은 참여자 수준으로 설정된다. 

2) 조사 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3년에 걸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

사회복지행정학회가 관리 운 한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상인 10개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 3

개 사업단을 편의적으로 선정하여 분석 상으로 설정하 다<표 2>. 

<표 2>  사회복지공동모 회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 국 황

지역네트워크명 상집단
컨소시엄 

구성 황

통합사례

리사례수
주요사업

분석 상

여부

청원지역네트워크 노인 30개 기 126 주민조직화(노인행복지킴이) 등

여수지역네트워크 노인 26개 기 276 지역자원 동원활동 등

천지역네트워크 여성 18개 기 97 여성가장 상 통합사례 리

A지역네트워크 소득한부모 26개 기 29 지역주민활동가 육성 등 아니오

B지역네트워크 빈곤․ 기가족 26개 기 213 기가족사례 리 등 아니오

C지역네트워크 기가족 16개 기 2,115 기가족사례 리 등 아니오

D지역네트워크 아동청소년 25개 기 99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아니오

E지역네트워크 노인/알콜 독 55개 기 54 노인정신건강 통합사례 리 등 아니오

F지역네트워크 노인/장애인 20개 기 198 지역공동사업 운  등 아니오

G지역네트워크 아동청소년 26개 기 77 통합복지체계구축 등 아니오

합 계  268개 기 3284  

이들 3개 사업단 네트워크는 10개의 지역사회네트워크 중 지역적 특성( 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은 상이하지만, 주요 사업방식(통합사례관리, 주민조직화, 자원동원, 연합프로그램)이 유사하다는 특

성이 있다. 물론 지역적 특성 및 사업내용이 상이한 3개 사업단을 분석 상으로 하여 단순 비교를 시

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연구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탐색적 성격이 강하고 관

련 연구가 희소하다는 관점에서 나름의 함의를 가진다고 본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역사회 네트

워크지원사업은 기획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중심의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도적으로 구축된 네트

워크이며, 각 지역별 네트워크 사무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

여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 상인 각 지역의 네트워크는 지

역사회에 자생적으로 생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와는 성격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석 자료는 2009년 4월 지역사회네트워크지원사업의 관리·운 을 맡고 있는 관리지원단에서 실시

한 설문조사(네트워크 참여조직과 네트워크 사무국을 상)의 자료를 활용하 으며, 설문조사는 네트

워크 사무국 담당자 1인과 각 네트워크 별 참여 기관의 기관장, 중간관리자, 실무자를 상으로 이루

어졌다. 다만 <표 2>와 같이 논리적으로 볼 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모든 참여기관 당 3부씩 설문조

사를 하게 되면 800부 이상의 조사가 된다. 하지만 지역 네트워크별로 컨소시엄 기관이 많게는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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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게는 16개로 다양하게 나타나 조사 상을 편의상 네트워크별로 10개 기관씩으로 제한하 다. 

여기에 네트워크별 사무국 10개소를 포함한 330부의 설문을 배포하 다.  

우편설문조사방식을 사용하 으며 조사도구는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연계 내용, 네트워크 구축비

용,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신뢰 및 상호 호혜 등에 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는 10개 네트

워크의 304명의 응답자 중 일부인 청원, 여수, 금천의 3개 네트워크 상자 72명의 설문자료만을 분석

하 으며, 문헌자료 조사는 3개 기관의 연차별 결과보고서와 내부 회의록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사용하 다.

3) 측정 도구

(1)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분석은 <표 3>과 같이 개별 조직 간의 관계(individual organization level)

와 전체 네트워크 차원(network level)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으며, 각각의 관점에 따라 분석하는 

단위가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관점 중 전체 네트워크 분석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전체 조직

들 간의 연계 정도와 집중화 된 정도를 볼 수 있는 도(density), 중심화(centralization)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 다. 도는 실제로 나타난 관계의 수와 모든 가능한 관계들 

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0에서 1 사이의 점수를 가진다. 이때 0은 아무런 조직 간 관계가 없음을 

나타내며 1은 모든 기관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중심화는 행위자가 네트워크상에서 차

지하는 위치를 보여 주는 것으로서 정도(degree), 매개성(betweenness), 그리고 근접성(closeness)의 

점수로 나타낸다. 도와 중심화를 제외한 타 차원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부분의 선행연구가 

‘ 도'와 ‘중심화'를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이 사무국을 중심으

로 한 참여조직의 관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표 3>  차원별 네트워크 구조 분석 방법 

개별 조직 차원 체 네트워크 차원

- 정도 심성(degree centrality)

- 근 심성(Closeness centrality)

- 매개 심성(Betweenness centrality)

- 계의 첩성(Multiplexity)

- 재자 계성(Broker relationships)

- 당(Cliques)

- 도(Density)

- 분  & 구조  공백(Fragmentation        

                     and structural holes)

- 통치구조(Governance)

- 심화(Centralization)

- 당(Cliques)

 *출처, Provan, Fish, and Sydow(2007)의 연구에서 재구성.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교환 내용을 중심으로 네트워

크 경험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많은 네트워크 선행 연구들은 사회복지 조직의 경우 정보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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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활동 조정과 연관된 조직간 협의, 자금의 교환, 그리고 클라이언트 의뢰가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내용을 <표 4>와 같이 정보공유,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모임, 자원공유, 공식계약, 조인트 프로그램의 6개 범주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

하 다.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은 사회연결망 분석프로그램(UCINET, 6.0버전)을 통해 분석하 다.

<표 4>  네트워크의 교환내용 유형과 측정내용 

교환내용 유형 설문지상의 질문내용

정보  의견교환 정보나 의견교환을 해 제시된 조직들과 비공식 , 비정기  을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클라이언트 의뢰 클라이언트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해 제시된 조직들과 클라이언트를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정기모임 문제해결  지식공유를 해 정기 으로 제시된 조직들과 만남을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물 ․인 자원공유 사무실, 자 , 인력 등의 공유를 제시된 조직들과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공식계약 컨소시엄 간 공식 약을 맺거나 서비스 공 을 해 공식  계약을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조인트 로그램 제시된 조직들과 함께 공동 로그램을 의뢰하거나 받은 경우 

(2)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은 <표 5>와 같이 Provan and Milward(2001)의 다중이해관계자 관점에 근거

한 효과성 분석 기준에 따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참여자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 다. 1차

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효과성 측정 세 기준으로 범주화 하 으며, 2차적으로 요인분

석을 통해 세 차원으로 묶이는지 검증한 후 네트워크 내 기관들이 응답한 각 항목의 점수 평균을 계

산하여 분석하 다.

<표 5>  체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기  

분석단 다 이해 계자  가능한 분석기

지역사회

Principals과 클라이언트

- 클라이언트 옹호 집단

- 후원자/기 ,  - 정치인

- 규제기 ,  - 일반 

- 지역사회 투자 비용   - 사회자본 형성

- 문제해결에 한 의 인식

- 문제의 발생정도 변화

-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변화정도

네트워크

Principals과 기 (단체)

- 기 후원자와 규제기

- 네트워크 행정 리기

- 참여 조직원

- 네트워크 참여율   - 네트워크 유지비용

- 제공된 서비스의 범 , 종류

- 서비스 조정, 서비스 복의 해결

- 기  간 계의 강도 

- 네트워크 행정 리 조직의 구축·유지

- 통합사례 리   - 공동의 목  이해 정도

조직/참여자

기 (단체)와 클라이언트

- 참여기 의 이사회, 행정 조직

- 참여기 의 실무자

- 개별 클라이언트 

- 기 (네트워크)에 한 인식 변화정도

- 기 의 생존율    - 서비스 비용

- 자원 획득량      - 클라이언트 성과   

- 서비스 근방법  - 조직과의 갈등 최소화   

* 출처, Provan and Milward(2001)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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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질문내용

목 조직이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역의 변화 - 네트워크별 조직의 공동목 의 변화가 있었는가?

경 계
조직의 합병 등으로 조직에 속해 있는 멤버들의 

확  혹은 축소

- 네트워크사무국이 표기 에 종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가?

활동

시스템

조직의 행정, 인사 시스템 등 조직에 주요한 

향을 미치는 핵심 시스템의 변화

- 네트워크사무국의 담당 직원의 변경이 있었는가?

- 네트워크의 표 기 의 변화가 있었는가?

요인분석 결과 총 세 차원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했으며, 각 항목의 특성에 따라 요인1은 최소 

0.620, 최  0.858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지역사회수준 효과성으로 변수명이 부여되었

다. 요인2는 최소 0.788, 최  0.903의 값을 가지며 이는 조직수준 효과성으로, 요인3은 최소 0.666, 최

 0.892 값을 가지며 네트워크수준 효과성으로 각 각 변수명이 부여되었다.  

 

<표 6>  효과성 측정도구의 내  일 성 수

효과성측정기 측정문항 수
신뢰도수

(Cronbach 알 )

지역사회수

사회자본형성 8문항 .775

신뢰구축 11문항 .880

상호호혜성 16문항 .858

네트워크수

네트워크참여율 1문항 -

통합사례 리 4문항 .861

공동 목  이해 정도 4문항 .723

조직/참여자수

네트워크인식변화 1문항 -

자원획득 6문항 .827

비용효과 8문항 .854

편익효과 6문항 .875

(3) 환경적 요인으로서의 네트워크 안정성

네트워크의 효과성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환경적 특성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 안정성을 

사용하여 검토되었다. <표 7>과 같이 변화이론에 근거한 네트워크 안정성 분석이 시도되었다.

<표 7>  변화이론에 근거한 네트워크 안정성 분석 방법

4.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

1) 분석대상 네트워크의 일반적 특성

분석 상 네트워크의 일반적 특성은 <표 8>과 같다. 구체적으로, 응답자의 성별은 세 지역 모두 여

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많았다. 응답자의 지위는 금천은 표자, 중간관리자, 실무자가 모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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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응하 으며 그중 실무자가 전체 응답자의 5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원은 표

자와 중간관리자가 응답하 으며 전체 응답자중 중간관리자가 72.4%이며, 여수는 표자와 실무자만 

응답하 으며 이중 실무자가 66.7%를 차지하 다.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가 상이한 부분은 본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사업단의 특성에 기인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된다. 즉, 여수의 경우 다양한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어 중간관리자보다는 실무자의 응답이 많았고, 청원의 경우 

참여기관이 사회복지기관들로서 중간관리자의 참여가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업단의 차이가 응답패

턴에서도 차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응답내용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는 판단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근무년수는 세 지역 모두 3년 미만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주요업무

도 기획 및 행정 업무가 주를 이루었다. 설문에 응한 기관의 유형으로는 세 지역 모두 사회복지이용

시설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금천의 경우는 교육기관, 청원과 여수는 사회

복지생활시설이 뒤를 이었다.

<표 8>  응답자의 인구·사회학  특성(2009. 4월 기 )  (n=72)

구 분 (N)
% (빈도)

천 청원 여수

성 별

(72/결측5)

남자 25.0(7) 27.6(8) 33.3(5)

여자 75.0(21) 65.5(19) 46.7(7)

종사상 지

(72)

표자 32.1(9) 27.6(8) 33.4(5)

간 리자 17.9(5) 72.4(21) 0

실무자 50.0(14) 0 66.7(10)

재기

근무연수

(72/결측1)

3년 이하 42.9(12) 51.7(15) 46.7(7)

4-7년 미만 28.6(8) 6.9(2) 6.7(1)

7-10년 미만 17.9(5) 17.2(5) 26.7(4)

10년 이상 10.7(3) 24.1(7) 13.3(2)

업무특성

( 복응답)

직․ 간 서비스 21.4(6) 27.6(8) 20.0(3)

기획  행정 46.4(13) 51.7(15) 46.7(7)

사례 리 17.9(5) 34.5(10) 20.0(3)

자원개발 10.7(3) 20.7(6) 13.3(2)

홍보 10.7(3) 13.8(4) 6.7(1)

시설유형

사회복지이용시설 53.6(15) 27.6(8) 53.3(8)

사회복지생활시설 10.7(3) 20.7(6) 26.7(4)

공공시설 10.7(3) 6.9(2) 0(0)

시민단체 10.7(3) 0(0) 13.3(2)

교육기 14.3(4) 0(0) 0(0)

기타 0(0) 44.8(13) 6.7(1)

2) 네트워크 구조적 특성 분석

(1)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네트워크의 구조에 관한 분석은 행위자들 간의 관계와 이들 관계로 나타나는 전체적인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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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표 9>와 같이 조직간 실제 연계가 이루어진 연계비율을 나타내는 

도(density)와 각 기관들이 얼마나 긴 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를 나타내는 중심화(centralization)를 

통해 분석하 다. 우선 연결망 도의 경우 금천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청원, 여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는 조직 간에 실제 연계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로 갈수록 연계비율이 

높은 것이다. 금천이 1에 가까운 0.93으로 네트워크 내 각각의 조직들이 가장 활발하게 관계하고 있으

며, 청원 0.63, 여수가 0.52로 금천과 비교했을 때 조직 간에 느슨한 연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심화 값은 도와는 상반된 결과로 여수, 청원, 금천 순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네트워크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여수 지역의 네트워크 기관들이 한 기관으로 집중되어 있으

며, 금천과 청원은 비교적 여러 기관으로 퍼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9>의 기관별 중심성 순위

를 보면 세 지역의 중심화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금천의 경우 5개의 기관, 청원은 3개의 기관

이 같은 정도로 집중화 되어 있는 반면 여수는 여수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국, 여수시수화통역센터

의 순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다선중심화는 조직간 관계가 가장 활발한 행위자와 그렇지 않은 행위자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선중심화가 100이 되며, 모든 행위자가 동일한 정도로 조직간 관계를 형성할 경우에는 다선중심화

가 0에 가까운 숫자를 나타내게 되는데 보통 25.0 내외의 값은 행위자 간의 중심성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Wasserman and Faust, 1994: 180~183). 세 지역 중 금천의 경우에만 행위자 간 중

심성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관들 간에 동일한 정도로 서로 관계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매개중심화는 특정 조직이 다른 조직들과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한 것으로 0과 100 사이의 값

을 가지며 한 기관이 모든 행위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할 때 100의 값을 갖는다. 세 기관 중 한 기관

이 다른 기관의 매개 역할을 하는 정도가 큰 곳은 여수 네트워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청원, 금천 순으로 나타났다.

<표 9> 체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  심성 순

네트워크

구분

도(density) 심화(centralization)

사무국포함 사무국제외 다선 심화 매개 심화 근 심화

천 0.93 0.91 8.89 0.43 14.47

청원 0.63 0.58 42.50 6.38 55.60

여수 0.52 0.46 54.95 18.46 66.89

네트워크

구분

심성(centrality) 순

1순 2순 3순 4순

천 사무국, 가산종합사회복지 , 천노인종합사회복지 , 천여성인력개발센터, 혜명보육원

청원 사무국, 청원군보건소, 정노인요양원 청원군노인복지센터

여수 여수지역사회복지 의체 사무국 여수시수화통역센터 여수지역자활센터



72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 1 호

근접중심화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전체적 중심화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두 집단 내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기관

이 두 집단 사이의 연결점 역할을 할 경우 근접중심화가 높아지게 되는데, 여수 네트워크가 근접중심

화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청원, 금천 순으로 나타났다. 

천. 사무국 포함 천. 사무국 제외

청원. 사무국 포함 청원. 사무국 제외

여수. 사무국 포함

 

여수. 사무국 제외

<그림 1>  체 네트워크의 소시오그램

Provan and Milward(1995)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거점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집되어 있는 경우 네트워크 효과성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세 지역의 네

트워크는 모두 네트워크 사무국이라는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발달해 왔는데, 거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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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보공유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모임

인 물리

자원공유
공식계약

조인트

로그램

도

천 0.73 0.53 0.38 0.49 0.34 0.45

청원 0.45 0.30 0.34 0.19 0.15 0.21

여수 0.47 0.22 0.29 0.35 0.26 0.30

관의 존재여부가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무국을 

제외한 네트워크의 도를 분석하 다. 사무국을 제외한 경우와 포함한 경우의 도 순위는 변함이 

없으나, 사무국을 포함했을 때보다 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무국이 기관 간 연계를 

활발하게 하고, 한 곳으로 집중하게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그림 1>은 사무국을 포함했

을 때와 제외했을 때의 연계망을 도식화한 것이며, 도가 크고 집중화가 덜 되어 있을수록 복잡한 

연결망 형태를 나타내고, 사무국을 제외했을 때 연계 정도와 집중화가 덜 한 것을 알 수 있다.

(2) 네트워크의 교환내용별 구조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에서 교환되는 내용을 정보공유, 클라이언트 의뢰, 정기모임, 자원공유, 공

식계약, 조인트 프로그램의 6개 범주로 세분화하여 검토하 으며, 각각의 구조적 특성을 <표 10>과 같

이 분석하 다. 

<표 10>  교환내용 별 구조  특성

세 지역 모두 정보공유 부문에 있어 가장 활발한 연계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식계약, 조

인트 프로그램은 상 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김인숙, 신은주, 김혜선(1999), 강창현

(2001), 박치성(2002)의 국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간의 연결망 특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와 같

은 특성은 정보 공유는 필요할 때 공식적·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에 공

식계약이나 조인트 프로그램은 기관 간 공식적인 규정 및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별 연계 정도 즉, 도가 큰 교환내용으로는 금천네트워크의 경우 정보공유, 클라이언트 

의뢰, 인적·물리적 자원공유 순이었으며, 청원네트워크는 정보공유, 정기모임, 클라이언트 의뢰, 여수

네트워크의 경우 정보공유, 인적·물리적 자원공유, 조인트 프로그램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네트워

크가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금천네트워크는 금천구 내 여성

가장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서비스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클라이언트 의뢰 부문의 연계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네트워크는 청원군 내 이장단을 활용한 주민조직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 하고 있어 정기모임 부문의 연계 정도가 높고, 여수네트워크의 경우는 기업, 시민단체 등 지역 사

회의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여 섬지역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인적·물

리적 자원공유 부문에서 활발하게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2>는 각 네트워크 별로 활발하게 연계하고 있는 교환 내용의 구조적 특성을 사무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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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클라이언트 의뢰 사무국포함 천. 클라이언트 의뢰 사무국제외

<청원> 정기모임 사무국포함 <청원> 정기모임 사무국제외

<여수> 인 ·물리 자원공유 사무국포함 <여수> 인 ·물리 자원공유 사무국제외

포함했을 때와 사무국을 제외했을 때의 소시오그램을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세 네트워크에서 모두 

사무국을 제외했을 때 도가 낮아져 기관 간 연계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네

트워크 사무국이 네트워크 내의 기관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사무국을 포함/제거한 경우의 소시오그램

2)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

네트워크 효과성에 한 분석은 다중 이해관계자(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 관점을 활용하

여 지역사회수준, 네트워크수준, 조직/참여자수준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 으며, 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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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즉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아노바(ANOVA)를 통해 검증하 다. 검증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네

트워크 효과성은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표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참여자 수 별 효과성 측정 결과

효과성측정기 천 청원 여수

지역사회수

사회자본형성 3.03 3.09 3.28

신뢰구축 3.17 3.42 3.57

상호호혜성 2.92 3.06 3.16

지역사회수 평균 3.04 3.19 3.34 

네트워크수

네트워크참여율 6->11개 14->29개 23->26개

통합사례 리 3.00 3.87 2.47

공동목  이해 정도 3.86 3.94 3.68

네트워크수 평균 3.43 3.91 3.08

조직/참여자수

네트워크인식변화 2.63 3.19 2.87

자원획득 2.94 3.53 3.50

비용효과 3.29 3.76 3.56

편익효과 2.94 3.14 2.94

조직/참여자수  평균 2.95 3.41 3.22

네트워크 체 효과성(mean) 3.14 3.50 3.21

* 4점 척도(1점: 매우그렇지않다, 2점:약간그렇지않다, 3점:약간그렇다, 4점:매우그렇다)

* 네트워크 참여율은 평균값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위의 <표 11>과 같이 네트워크 전체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청원네트워크가 3.50으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여수네트워크, 금천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수준별 네트워

크 효과성을 분석해 보면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효과성은 네트워크가 지역 사회 문제들의 해결에 얼마

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서 여수네트워크가 가장 높으며(3.34), 청원네트워크(3.19), 

금천네트워크(3.04) 순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효과성은 네트워크 내 서비스/기관 간 조

정, 통합, 관리되고 있는지에 한 것으로 청원네트워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3.91), 그 다음 금천

네트워크(3.43), 여수네트워크(3.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네트워크 참여율을 보았

을 때 청원네트워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의 효과성도 역시 청원네트

워크가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 조직/참여자수준의 네트워크 수준에서의 효과성은 네트워크에 참여하

고 있는 기관이 인식한 조직의 효과성을 나타내는데, 청원네트워크가 3.41로 조직차원의 효과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수네트워크(3.22), 금천네트워크(2.95)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세부 항목별로도 청원네트워크가 타 지역의 네트워크에 비해 조직 차원의 효과성이 모두 높게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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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성측정기 천 청원 여수

목 의 변화

(네트워크 공동목 의 변화)
- - 2차년도에 변경됨

경계의 변화

(네트워크 사무국의 종속여부)
표기 에 종속됨 분리됨 분리됨

활동시스템변화

(네트워크 사무국 직원/

표기 의 변화)

1차년도에 사무국 

표자가 변경됨

3차년도에 표기

이 변경됨.

2차년도에 표기

  실무자(직원)

이 변경됨

3) 네트워크 환경

네트워크의 환경은 변화이론에 근거하여 <표 12>와 같이 목적, 경계, 활동시스템의 세 가지 차원으

로 분석하 다. 네트워크 공동 목적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여수네트워크가 2차년도 사

업수행 시 기존의 여수복지콜센터,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구축에서 섬지역 및 복지 사각지  통합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목적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의 변화에서는 금천네트워크만 네트

워크사무국이 표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 즉, 가산종합사회복지관 내 사무국이 존재하고 있는 형

태를 취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 네트워크는 별도의 기관으로 독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활동시스템 

변화의 경우 금천네트워크와 여수네트워크에서 변화가 있었는데, 금천네트워크는 1차년도 사업 수행 

시 사무국의 표가 중도탈락 하 다가 다시 복귀되었으며, 청원네트워크는 3차 년도에 표기관이 

변경되었으며, 여수네트워크의 경우 2차 년도에 네트워크 표 기관 및 사무국 직원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네트워크 환경변화 분석

5. 결론 논의 및 향후 연구 과제

Provan and Milward (1995, 2001)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평가 모델 연구에서 본 연구가 검토한 

가설은 2가지 다. 첫째, 전체 네트워크가 중심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화된 구조일수록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표 13>과 같이 본 연구의 세 지역 네트워크의 분석은 이 가설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사무국을 제외한 도가 가장 높고, 전체 중심화 지표는 가

장 낮은 금천 지역의 네트워크 효과성(3.14)은 가장 낮게 나타나 전체 중심화와 효과성의 역 관계를 

분명히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심 조직인 사무국을 제외한 전체 네트워크의 도는 가

장 낮고 사무국을 포함한 전체 네트워크의 중심화 정도가 가장 높은 여수 지역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

성은 3.21점으로 가장 높은 청원 네트워크(3.50) 다음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별 기관의 중심성 분석 결과는 여수 지역의 경우 사무국과 표기관이 중심적 위치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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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고, 이에 비해 청원과 금천은 사무국을 포함한 몇 개의 다른 기관들이 함께 

높은 중심성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분적으로 이 3개 네트워크를 포함한 10개의 네트워크들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예산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했을 당시 각 지역의 표 기관과 

사무국을 동일 조직으로 하거나, 별도로 사무국을 개설 하는 등 국지적 차이가 있는데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청원과 여수의 경우 사무국을 포함한 표 기관이 네트워크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

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은 사무국의 중심성 정도가 분명하지 않은 금천 지역

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네트워크 구조  특성  효과성

효과성측정기 천 청원 여수

구조

특성

도 0.93 0.63 0.52

심화

다선 심화 8.89 42.50 54.95

매개 심화 0.43 6.38 18.46

근 심화 14.47 55.60 66.89

네트워크

효과성

지역사회수 평균 3.04 3.19 3.34 

네트워크수 평균 3.43 3.91 3.08

조직/참여자수  평균 2.95 3.41 3.22

네트워크 체효과성(mean) 3.14 3.50 3.21

또한 이들은 핵심기관을 제외한 도는 낮고, 핵심기관을 포함한 전체 중심화는 높을수록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핵심 기관 없이 분산적인 형태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보다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통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높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무국을 제외한 도는 금천

(0.91), 청원(0.58), 여수(0.4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높은 금천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이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정 조직을 중심으로 전체 네트워크의 집중화 정도를 알 수 있는 지

표인 근접중심화 분석에서는 여수(66.89), 청원(55.60), 금천(14.47) 네트워크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중심화 정도가 가장 낮은 금천의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수준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관을 통하여 통합․조정되는 네트워크가 분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비해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는 Provan and Milward(1995)의 주장은 도는 높고 중심화는 낮은 금천

의 사례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Provan and Milward(1995)가 주장한 

로,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응집성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무국의 중요성은 연계 유형별로 각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즉, 네트워크 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다른 연계유형에 비해 도가 높게 나왔으며, 소시

오그램 결과는 각 연계에서 사무국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합사례관리

서비스가 중점사업인 금천은 클라이언트 의뢰 부문의 연계 정도가 높으며, 주민조직화 사업을 중점적

으로 운 하고 있는 청원은 정기모임 부문의 연계 정도가 높고, 여수네트워크의 경우는 다양한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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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동원하여 섬지역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어 인적·물리적 자원공유 부

문에서 활발하게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 네트워크에서 모두 사무국을 제외했을 때 도가 

낮아져 기관 간 연계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원과 여수의 도와 중심화 수치, 이에 따른 효과성 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여기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 바로 본 연구가 검토하고자 하는 Provan and Milward 의 효과성 평

가 모델의 두 번째 주장이다. 이 모델에서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만으로는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과의 관계를 고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네트워크의 환경적 요인을 강조했다. 본 연구

에서 조직의 변화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검토한 3지역의 네트워크 환경적 변화요인을 살펴보면, 여수 

네트워크가 큰 변화를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여수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사업 도중 네트워크 

사업의 목적이 첫 해 지역 사회 복지콜센터 및 청소년자원봉사학교 구축에서 섬 지역의 복지 욕구를 

반 하여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의 자원동원 사업으로 네트워크의 목적 자체를 전면 수정하게 되었

다. 이와 관련하여 네트워크 표기관 자체와 이에 소속된 실무자들도 변경되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

학회 소속 연구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의 자문위원단 보고서에 따르면 여수 네트워크의 경우 ‘네트워

크 참여기관 간의 관계 안정화 필요’를 지적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의 목표별 수행과 사업전반에 걸쳐 

적극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천의 경우에도 네트워크 변화로 인한 네트워크 사업이 향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네트워크 내 자문단은 ‘팀장이 중도 하차했다가 네트워크 합류 도중 초기 인

력 변화로 사업의 수행에 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전체 네트워크 구조

적 특성에서 근소한 차이로 가장 높은 중앙화를 보 던 여수가 효과성에서 청원보다 낮게 나타난 것

은 바로 환경 변화로 인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한다. 같은 맥락에서 금천은 사무국 

및 표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변화를 겪은 것이 네트워크의 전

체 효과성에 부정적 향을 주었다고 판단한다. 청원의 경우도 3차년도에 표기관의 변경이 있었으

나, 본 연구를 위한 서베이가 수행된 시점은 3차년도가 시작될 시점이었으므로 이로 인한 향이 설

문결과에 반 되지 않았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는 네트워크 효과성은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안정

적일 때 향상되며, 상당한 변화를 경험한 네트워크는 안정적인 네트워크에 비해 낮은 효과성을 보인

다는 Provan and Milward(1995) 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rovan and Milward (2001)의 두 번째 네트워크 효과성 연구 모델에서 제시한 지역사회수준, 네트

워크 수준, 조직참여자 수준의 3차원을 바탕으로 한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3수준에서 모두 청원과 

여수 네트워크의 효과성이 높게 나왔다. 이는 Provan and Milward가 언급한 로, 각 차원이 상호배

타적인 내용이 아니고 서로 중복될 수 있는 내용들이며 각 수준의 결과는 다른 수준의 결과에 직접적

으로 향을 주는 관계이기 때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네트워크수준과 조직참여자 수준에서 여수네

트워크가 청원보다 낮은 효과성을 보 다는 점은 환경적 불안정성이 향을 준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그런데, 지역사회 수준에서는 여수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왜냐

하면 이 결과는 Provan and Milward가 강조했던 다중 이해관계자 평가 관점의 특성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Provan and Milward는 자신들의 모델의 세 차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중복될 수 있으면

서도 어떤 측면에서는 한 수준의 효과성 수준이 다른 수준들의 효과성과 항상 직선적인 관계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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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조직참여자 수준 평가에서는 이해관계자인 핵심기관은 지역사회 

개별 클라이언트의 복지 향상보다는 전체적인 지역사회 문제에 더 초점을 두어 평가하게 되지만, 네

트워크 수준 평가에서는 이해관계자인 동일한 핵심기관이 네트워크 사이즈와 서비스 확  등과 같은 

지표로 효과성을 평가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Provan and Milward는 다중 이해관계자 관점에 

의한 각 수준별 효과성이 모두 높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종국적으로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클라이언트 

입장을 변하는 참여조직들의 관점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 상호호혜

성 등의 개념에 기초하여 참여조직들 간의 상호연계 활동을 통해서 향상된 지역사회의 가치를 측정하

고자 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수네트워크가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 다는 것은 Provan and 

Milward가 제시한 모델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네트워크 참여 조직들이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는 전체적 구조를 

갖고 있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일수록,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네트워크가 구조적으로 핵심기관이 중심이 되면서 참여기관들 간의 연계가 느슨할수

록, 그리고 네트워크가 안정적일 수록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은 높은 결과를 보 는데 이는 부분적으

로 기존의 많은 조직학 연구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강한 연계

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소규모의 변화라고 해도 전체 시스템으로 확 되는 '이탈 확 효과

(deviation amplifying)'를 보이기 때문에(Simon, 1962; Provan and Milward 1995, 재인용) 느슨한 연

계(loose ties)들의 이점을 강조해왔다. 이에 더하여 Provan and Milward 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본 

연구에서 확인한 사실은 네트워크 내 핵심기관 역할의 중요성, 즉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한 연계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자 한다. 먼저 전체 네트워크 실증 연구의 가장 큰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일반화의 한계이다. Provan 

& Milward의 효과성 평가 모델은 학계에 소개 된 이후 많은 연구들에서 개념수준으로만 논의되어 

오고 있을 뿐, 이를 근거로 한 실증 연구는 아직까지도 극소수이다. 그 이유는 전체 네트워크를 상

으로 인과 관계를 분석하는 큰 표본 연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이 

개념 수준을 넘어 평가 모델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했듯이 해외에서나 국내에서 모두 아직까지 전체 네트

워크 효과성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반화를 시도한 실증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와 효과성 평가 모델을 제시하고, 탐색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

지만, 분석 상인 3개 네트워크는 지역적 특성, 네트워크의 목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상이한 네트워

크들로서 유사한 네트워크들 간의 비교 사례 연구에 비해 효과성 비교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체 네트워크 관점에서 분석을 시도한 국내 최초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후속 연구 과제를 위한 중요한 함의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제언으로 첫째, 향후 전체 효과성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3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이다. 지속적인 비교분석 연구를 통해 전체 네트워크 연구가 갖고 있는 통계적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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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동일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인데 구조적 특성과 효과성의 

관계가 본 연구의 모델에 의해 해석되지 않는 경우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종국적으로 보다 정교한 전

체 네트워크 효과성 평가모델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을 측정

하는 본 연구의 모델이 네트워크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는 만큼 종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

다. 본 연구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직 진화론 관점에서 볼 때 네트워크의 종단 연구는 특히 네트워

크 발전에 관한 심층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동일한 시기에 형

성된 3개의 지역사회 네트워크들은 향후 종단 연구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적 요인들을 연구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에 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화 요인으로 안

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혹은 조직간 파트너십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핵심조직 및 참여조직의 리더십과 효과성과의 관계를 고찰해 볼 필요도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전

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으로 도와 중심화를 고찰했지만, 전체 네트워크 이론에서는 이 외에 구

조적 틈새와 파당(Cliques)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전체 네트워크의 효과성에서 이러한 구조적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과 도 분석을 통해서 핵심기관의 중심

조직 위치를 확인했지만 구조적 틈새와 파당 분석이 전체 네트워크 구조 속에서 중심조직과 중재자 

조직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분석이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향후 연구에서

는 이러한 분석기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체 네트워크 효과성 평가 틀로서 본 연구에서

는 Provan and Milward가 제시한 3차원의 다중이해관계관점(multi-stakeholders)을 사용하 다. 그러

나 Provan and Milward가 주장했듯이 이 모델의 3 수준은 확정적인 목록이 아니며 각 차원별로 정교

한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후속 과제로서 네트워크 수준의 이해관

계자로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관점과 개별 조직/참여자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클라이언트의 관점을 

보완하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네트워크 효과성의 조작적 정의

를 정교하게 하기 위한 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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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analyze a whole network effectiveness by expanding the 

unit of analysis beyond individual organizations in a network into network-level 

collaborative relations. 

Data for the analysis were drawn from the evaluation reports and surveys of 

leaders, mid-level managers, and staff members of the organizations participating 

in 'Community Network Building' project which was funded by Community 

Chest of Korea and carried out by the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from November 2006 to November 2009. For the analysis, three 

out of the 10 networks established in diverse local communities were selected.

Based on the survey conducted on the participating organizations and the 

center organization of each network, we analyz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t a network-level. Second, to analyze effectiveness of 

the whole network, we employed a 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 and 

examined the relations between the whole network's structure and its 

effec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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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dings showed that the whole network effectiveness is higher when the 

network is more centralized around the hub organization and more stabl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is provided and tested a new framework for 

network effectiveness evaluation by combining the two network effectiveness 

evaluation framework of Provan and Milward's with evolutionary organizational 

theory. 

Key words: community based network, whole network, network effectiveness, 

multiple stakeholder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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