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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사회변화에 따라 정부의 정책입안 실행의 효율 추진을 해 새로운 거버 스 구축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 스는 포 이고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실제 용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거버

스 연구에 한 체계 인 분류와 연구동향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 정보학 등의 다른

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학술연구정보서비스를 심으로 2016년 이후 발간된 거버 스 련 학 논문들을 검색하여

소셜네트워크분석(SNA)을 실시하 다. 연구결과 주된 연구 주제는 력거버 스와 로컬거버 스로 크게 분류 되었다. 거버

스가 가지는 특징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거버 스의 상으로는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한 연구가 많았다. 한 매개 심성 분석 결과 융복합 연구를 해 로컬거버 스가 주요 주제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거버 스 연구에 한 이해를 돕고, 거버 스 연구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계 으로는 거버 스 체 논문

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 연구 논문만을 분석 상으로 한 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체 거버 스 련

논문을 상으로 분석을 확 하고,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 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주제어 : 소셜네트워크분석, 거버 스, 연구 동향, 연결 심성 분석, 매개 심성 분석, 근 심성 분석

Abstract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of new governance aimed at efficient policy planning and the 

implementation thereof by the government has been conducted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 Nonetheless, 

governance is comprehensive and encompasses different meanings; it takes various forms in the process of its actual 

application. Therefore, systematic classification of research on governance and analysis on its research trend are 

required. Accordingly, three researchers who majored in policy sciences, business informatics,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pectively, searched for theses related to governance published since 2016 from 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and conducted a social network analysis (SNA) on them. According to their research 

results, the main research topics were largely classified into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local governance. 

Keywords throughout the topics included network, participation, conflict, and trust in lin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governance. Representative subjects of governance included education, urban regeneration, and the environment. 

Further, measurement of betweenness centrality showed local governance was a main topic for convergent research. 

This study will lead 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research on governance and help activate such research. On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d only theses with the keywords but not all theses on governance. Follow-up 

research should analyze all theses on governance and statistically verify them with SNA ind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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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새로운 행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 료제 심의 통

행정에서 사회 다양한 이해 계자의참여를 기반으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거버 스(Governance)가 요시

되고 있다[1,2]. 거버 스라는개념의 도입은 1990년 이

후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통치 는 통제의 개념을 담고 있는 기존의 거버먼

트(Government)라는 개념보다 여러 사회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 계를 설명해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

스는 ‘공통문제 해결기제로서의 거버 스’라는가장 넓은

정의, ‘정부 련 공통문제 해결 기제로서의 거버 스’라

는 정의, 그리고 ‘신거버 스’ 는 ‘네트워크 거버 스로

서의 거버 스’라는 의의 의미 등으로 정의된다[3].

거버 스는 정부에서 요하게 여기는 분야로, 정책기

조에 따라 여러 학문의 에서 지속 으로 연구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 이후 공공부문 개

과정에서 나타난 독 국정운 , 민주주의 미숙함,

시민사회의 자율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해 거

버 스를 통한 국정운 을 추구하 다[4].

거버 스 연구동향에 한 분석으로는 장지호 외

(2010)[4]와 라미경(2009)[5]의 연구가 표 이며, 장지

호 외(2010)[4]는 1997년 이후부터 한국행정학보, 한국행

정연구 등 4개 학술지를 기 으로 거버 스 련 연구들

을 국가 심 거버 스, 시장 심 거버 스, 시민사회

심 거버 스등 각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 다. 연

구 결과 거버 스 연구는 주로시민사회 심 거버 스

와 련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다. 특히 시민사회

심 거버 스 연구는 총 70편정도로 양 으로 국가 심

거버 스 련연구의 3배 이상이며, 시장 심 거버

스 련 연구의 2배에 못미치는 수 이었다.

라미경(2009)[5]은 1997년도부터 2009년까지 행정 학

계의 거버 스 연구 황을 악한 결과 2000 까지의

화기, 2002년 확산기, 2007년 이후 내재화기로 유형화

시켰다. 화기는 1990년 반부터 2000년도 학계의 학

술 회를 포함해서 본격 인 논의가 있기 까지의 단계

이며, 확산기는 이론 인 차원에서 다양한 개념문제, 행

주체의 문제, 여러 학문에서 제기하는 이슈, 세계 ․

지역 ․국가 ․지방 수 의 문제, 범 등의 확장으

로 거버 스 연구 수가 폭발 으로 늘어난 단계이다. 내

재화기는 확산되면서 탈집 분권화된 거버 스 정책

결정방식은 행 자 제도 내부에서도 거버 스 규범이

용되고 심화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 다.

지 까지 동향분석연구는 기술 으로 논문의 주제

연구방법, 연구의 수량을 유형화 시키는 등 단순한 결과

를 나타냈고 있어, 체 연구 분야의 네트워크상에서 어

떤 주제 범 가 어떤 키워드들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다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동향 분석 연구 방법에 한 한계 을 보완하

기 해, 토픽 분석 는 소셜네트워크분석(SNA)방법이

이용되고 있다[6]. SNA방법은 여러 계로 이루어진 자

료로부터 네트워크의 구조를 시각화하고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그 키워드들이 어떤 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를 분석하는 방법이다[7]. 기존의 연구와 달리 SNA방법

은 각 연구의 핵심 주제를 구조화 하고다른논문의연구

주제들과의 계 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식구조 분석

에 매우 효과 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이를 활용한

연구동향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 자 계 분석

자와 주제의 계를 악, 연구 방향 측 등 연구 분

야의 동향을 확인하는데 이용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SNA 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거버 스 연구 분야에서는

아직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A방법을 기반으로 키워드 간

의 련성을 분석 하여 키워드 네트워크 특징, 주요

주제 분야 연구 상을알아보고, 융복합 연구에 있어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론적 배경

2.1 거버 스

1990년 말부터 시작된 거버 스 연구는 확산기를 거

쳐 내재화기에 어들었고 이후 다양한 연구 성과를 거

두고 있다[5]. 특히, 거버 스는 정부 개 과 국정 운 을

분석하는 이론으로 행정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아

직 거버 스 개념은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많

은 학자들은 거버 스를 다양하게 연구하고 있으며, 정

책에 련된 여러 상을 설명하는데 거버 스를 활용하

고 있다[8].

이런 거버 스는 크게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나 어

지며, 정책 기조와 NGO에따라거버 스 유형 발달이 달

라진다. 첫 번째는 국가 심 거버 스로 국가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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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시민사회를 주도 으로 리한다. 국가가 시장과 시

민사회에 개입하는 통 에 이루어지는것이 국가 심

인 거버 스이며, 통 인 국가 심 통치에 비해

서 더 민주 이면서도 더 경쟁 인 성격을 지닌다. 통치

방식도 과거에는 수직 이었는데 반해서, 수평 인 네트

워크나 트 십을 더 많이 지니는 차이 이 있다[4]. 두

번째는 시민사회 심 거버 스로, 참여주의와 공동체

주의를 지향하는 특징을 가진다. 제 3세계 비 미 국

가들이 높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으로 인하여 시민사회

심 거버 스를 성공 으로 운 하는 경향이 있다[9].

시민사회 심 거버 스의 핵심요소는 네트워크이며

이를 통해 유연하고 등 인 계를 가진다. 한 다양

한 집단의의견이존재하는 수평 계, 분권화, 높은참

여, 갈등의 리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시장 심 거

버 스이며 경쟁 원리와 고객주의를 기반으로하는 시장

주의를 지향한다. 시장주의는 가격을 매개로 한 자원 배

분, 경쟁 원리, 고객주의가 그핵심 인 요소이며[10], ‘시

민'이 ’이해 계자'가 되는 특징을 지닌다.

거버 스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작게는 지

방을 포함하고 크게는 국경을 넘어 인류를 상 하는

등 매우 범 하다. 이런 거버 스의 범 는 크게 네 가

지로 구분 된다. 첫 번째로 세계를 아우르는 국가 간

력, 국가 행 자들 간의 력과 상호작용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는 세계 차원이 있다. 두 번째는 지역

차원으로 유럽공동체 등과 같이 근 국가들 간 지역공

동체를 심으로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국가 차원으

로 국내의 이슈에 하여 세계 시각을 가지고 효율

으로 응하는 국가운 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넷째는,

지방 차원으로 지방정부의 통치가 아닌시민, NGO, 정

부, 시장 등이 지역의 공동문제에 해 의사결정권을 공

유하며, 지역시민의 참여의식을 고양시키는 방식의 거버

스이다. 공공문제의 심사로 사회, 문화, 지역축제, 환

경, 복지 등이 등장하고 있다[5].

부분의 로컬 거버 스 연구들은 해당 지역의 문제

를 지역주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하는 력 거버 스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를 실 하기 한 정부와 지역 주

민사회의 역량과 역할을강조하고 있다[11]. 력 거버

스는 다양한 행 자들의 참여로 특징지어지는 거버

스의 한 유형이지만 참여와 참여자 간 력을 강조한다

는 에서 거버 스에 한 여타의 근법과 다르다. 여

기서 력이란 공공의 목 달성을 해 여러 부문에서

정보 자원, 활동, 역량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12]. 이러한 력 과정을 통해 정부는 다양한 이해 계

자들의 인 · 물 자원 지식을 이용할 수 있다[13].

이와 더불어 최근의 거버 스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그 유형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 스, 새로운

패턴의 정책과정으로서의 거버 스, 패러다임하에서

심 분석 상으로서의 네트워크 등으로 나 수 있다

[14]. 이 에서 패러다임하에서의 심 상인 네트워크

는 거버 스 네트워크로 지칭되고 있으며, 시민참여를

한 근간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진다[15].

2.2 트워크

네트워크 분석은 확산이동 등 치 간 련성의 분석

이 가능하며, 네트워크 분석과 사회이론과의 목을 통

하여 SNA이라는 개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6]. SNA

는 응집, 연결, 심, 역할구조 등의 여러 계구조를 가

지는데, 분석을 통해 이러한 계구조의 특징을 악하

고 시사 을 도출하는 분석방법이다[17]. 특히 심성은

네트워크에서 각 키워드가 치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지

표로, 상 크기를 기 으로 평가하여 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된다. 여러 심성 지표 연결

심성, 근 심성, 매개 심성이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18].

연결 심성은 각 단어가 네트워크 안에서 얼마나

심에 치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키워드가 연결하

고 있는 다른 연결 의 수로서 연결 수에 비례하여 나타

나는 심정도를 말하며, 한 에 직 으로 연결되어

있는 들의 합으로 얻어진 값이 클수록 네트워크 안에

서 심에있다는 것을 나타낸다[19]. 매개 심성은네트

워크 안에서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들 사이에 치하

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여기서는 개 역할이 ‘

심’으로 간주되며 이 값이 클수록 주요 키워드들 사이에

치하며 네트워크 안에서 정보 흐름에 향력을 크게

가질 수 있다[20]. 특히 연구동향 분석에서 융복한 연구

의 주제어를 찾을 수 있다. 근 심성은 키워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데, 키워드 간의 가까운 정도를 알아보

는 지표이다. 즉, 키워드와 키워드가 연결되기 해 지나

가는 키워드 수의 합을 말한다[21].

이러한 SNA 방법론은 노드와 링크로 구성된 네트워

크 형태의 자료를 가지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 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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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수요 응성 향상을 한 자민

원 코퍼스 분석 연구[22], 기술 측을 한 특허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연구[23], 사회 연결망 이론에 근거한 아시

안컵 축구 결승 네트워크 분석연구[24]등이 있다.

SNA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동향 분석은 여러 학문에

서 시도되고 있는데 연구 논문의 자를 분석하거나

자와 주제와의 계를 악하는 방법 등을 통해 연구 동

향을 분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사회연결망분석을 이용

한 마 연구의 지식구조 분석[25], 언어네트워크분석

을 통한 국내 술경 연구동향 분석[26], 네트워크

심성과 개자 역할을 심으로 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인문사회기반 융합연구 구조에 한 연구[27]등이 그

이다.

거버 스 분야에 한 국내 연구동향 분석 연구에서

내용 분석법을 활용하여 연구에 실시된 경우가 있으나

SNA 분석이 이용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버 스 분야 반에 한 연구 내용 주제, 연구 상

특징, 융복합 주제 분야를 악하기 한 SNA를 실시

하고자 한다.

3. 연 방법

3.1  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거버 스 연구 동향을 알기

해, SNA를 이용하여 거버 스 련 국내 학 논문의 키

워드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 다[28].

이를 해 문헌정보학, 정책학, 경 정보학 등의 다른

공을 가진 3명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연구자 삼각검증

법을 활용하 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

하고자 하 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2016년 이후 발

간된 학 논문들을 검색하여 90편의 논문을 선정하 다.

연구에 사용 된데이터는 주제 키워드 이다. 키워드는

자들이 자신의 연구에서 가장 요하다고생각하는 개념

들을 함축하여 표 한 단어들로 이를 이용하면 주제, 연

구 상, 연구 방법 등 해당 논문의 내용을 쉽게 악 할

수 있기 때문이다[29]. 특히 키워드는 학계에서 정형화된

단어들을 선택하기 때문에, 다른 비정형 데이터와는 달

리 지식공유 계를 악하는데 효과 이다[30]. 이에

SNA를 활용한 연구동향 논문에서 주제키워드를 상으

로 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제키워드가 가지고 있는 역할 지

식구조를 분석하기 해 계데이터에 한 탐색 분석

과 시각화 작업이 우수하고 세계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넷마이 (NetMiner 4.2)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결

심성, 매개 심성, 근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분

석 과정은 Fig. 1과 같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논문

의 키워드를 수집하고, 핵심 키워드를 선정하는 등 데이

터 처리 작업을 실시하 다. 연구 동향 악을 해

심성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실시하 고, 분석결과를 해

석하 다.

Fig. 1. SNA Analysis Procedure

3.2  결과

3.2.1 연결 심  

연결 심성 분석은 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찾는 방

법으로, 어떤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 심성이 높은지를

쉽게 악 할 수 있게해 다. 즉, 본 연구와 같은 동향분

석연구에서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연구주제로 많

이 활용된 핵심 키워드가 된다.

네트워크 분석시, 키워드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가 치(weight)는 높을수록 동시출 빈도가 높으며, 해

당 키워드와 함께 서로 연 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31]. 분석결과 Table 1에서 보듯이 참여, 로컬거버

스, 네트워크, 정책 등이 거버 스와 연 성 수치가 높았

고, 참여는 주민과, 갈등은 력 거버 스와 연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Target Weight

1 Governance Participation 8

2 Governance Local governance 5

3 Governance Network 4

4 Participation Residents 4

5 Conflict Collaborative governance 2

6 Governance Policy 2

Table 1. Weight Higher Order of the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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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심성은 네트워크 분야의 가장 기본 인 심성

지수로 몇 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하여

악하며[32], 키워드와 직 연결되는 키워드의 수를 토

로 각 키워드에 직 으로 연결된 연결선의 합을 이용

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다른 키워드들과 직 연결되는

연결선의수를많이가질수록연결 심성은높아지게된다.

연결 심성에 한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이 나타

났으며, 노드 수는 19개이고 빈도수가 높을수록 노드가

커진다. 거버 스 연구의 주요 핵심어를 상으로 네트

워크 계를 보면 Fig. 2와 같다. 노드간의 연결 정도를

나타내는 링크는 굵을수록 동시출 빈도가높다는 의미

로 해당 키워드가 함께 많이연 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15]. 거버 스를 앙부에 두고 거버 스 세유형

력거버 스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활용된 연구주제로

나타났다. 한 거버 스에서 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

지는 로컬 거버 스 참여 한 상 의 키워드로 나타

나, 반 으로 력 로컬 거버 스와 련된 연구주

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 상 키워드들을 심으로 네트워크, 갈등, 참여,

정책, 주민 등 로컬 거버 스 유형의 특성과 련된 키

워드 는 환경, 교육, 도시 재생, 다문화 등 로컬 거버

스의 연구 상에 해당되는 키워드가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분권화 향으로 인하여 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계변화가 과거의 통치 모형에서 거버 스 모형의 지역

리로 환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 그리고 지

역사회조직간의 력과 상호의존에 바탕을 두고 있는 로

컬거버 스에 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 이와 더불어지방정부 간 갈등 문제를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서 력 거버 스를 활용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한 구교 외(2013)[33]의 연구결과

와 유사하다. 력 거버 스는 다양한 행 자들의 참

여로 이루어지는 거버 스 유형이지만 참여와 력을 강

조한다는 에서 다른 거버 스와 구별될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참여 갈등, 네트워크등 력과 계

된 키워드와 강한 연결정도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34].

Fig. 2. Degree Centrality of the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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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gree
Centrality

Out-Degree
Centrality

Governance 0.833333 0.833333

Collaborative governance 0.388889 0.388889

Local governance 0.333333 0.333333

Participation 0.222222 0.222222

Urban regeneration 0.166667 0.166667

Policy 0.166667 0.166667

Conflict 0.166667 0.166667

Network 0.166667 0.166667

Partnership 0.111111 0.111111

Leadership 0.111111 0.111111

Residents 0.111111 0.111111

Trust 0.055556 0.055556

Citizens 0.055556 0.055556

Sharing 0.055556 0.055556

Education 0.055556 0.055556

Environment 0.055556 0.055556

Communities 0.055556 0.055556

System 0.055556 0.055556

Multiculturalism 0.055556 0.055556

Table 2. Degree Centrality of the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Fig. 3. A Concentric Map of Degree Centrality of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3.2.2 매개 심  

매개 심성을 이용하여 거버 스 분야의 융복합 연

구에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는 키워드를 제시하 다. 매

개 심성은 네트워크상에서 다른 키워드와의연결 개

매개 정도를 악하는 지표이다. 이러한 매개 심성

은 특정 키워드가 네트워크 내 다른 키워드 의 최단경

로상에 치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계산된다. 이 정도를

통해 네트워크 내의 정보교환 는 자원흐름에 한 통

제 능력을 분석할 수 있다. 즉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

드는 분석 논문에서 여러 키워드들이 함께 요한 연구

주제로 이용되고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매개 심성은 한 키워드가 다른 키워드와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데 있어 다른 키워드들의 정보의 흐름을 통

제하고 있다[7]. 매개 심성 계산은 가까운 네트워크가

아닌 체 네트워크를 상으로 하며, 네트워크 내의

치가 심성을 결정하는 요한 요소가 된다.

매개 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사라지면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연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 수치는 0~1 범

내의 상 값으로 측정되며 핵심 키워드를 찾는데

이용되고 있다[34]. 이런 매개 심성은 한 이 다른

들 사이의 가장 빠른 경로에 치하는 지표로, 서로 다른

집단을 연결하는 일수록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구체

으로, 임의의 두 키워드가 연결되는데 길목에 특정 주

제어의 등장 빈도가 높을 경우 매개 심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매개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거버 스 분

야의 하 연구 역을 서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연구의 융합화를 주도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다[17].

Table 3과 Fig. 4는 매개 심성이 상 인 키워드를

각 키워드의 연결정도 매개 심성 값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높은 매개 심성 지표값을 가지는 키워드는 거

버 스 로컬거버 스 으며, ‘로컬거버 스’의 경우

연결 심성 지표와 매개 심성 지표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키워드가 많은 연구에서 활용됨과 동시에 다

른 연구 주제와의 연계를 한 역할에서도 크게 기여하

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로컬거버 스가 다

양한 의 연구에서 많이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Node Betweenness Centrality

Governance 0.765795

Localgovernance 0.139434

Collaborative governance 0.086057

Participation 0.075163

Policy 0.018519

Urban regeneration 0.008715

Conflict 0.008715

Network 0.008715

Table 3. Betweenness Centrality of the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트워크  통한 내 거버 스 연  동향 41

Fig. 4. A Concentric Map of  Betweenness Centrality of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한편, 체 으로 연결 심성이 높은 키워드가 매개

심성 지표에서도 높은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

으나 로컬 거버 스와 력 거버 스의 순 가 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컬거버 스 키워드가 력거버

스에 비해 상 으로 많은 연구에서직 으로 활용되

고 있지 않으나 다른 연구 주제들과 연계되어 활발히 연

구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3.2.3 근접 심  

근 심성은 연결정도 심성과는 달리 네트워크

내에서의 간 연결까지 고려하여 체 네트워크에서

의 한 키워드와 다른 모든 키워드 간의 거리를 강조한다.

연결정도 심성이 키워드의 활동성을 강조한 것이라면,

근 심성은 키워드의 독립성을 강조한다. 즉, 근

심성은 네트워크내의 주제어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기

으로 하는 심성으로 연결 심성과는 달리직 인 연

결 계뿐만 아니라 간 인 연결 계를 고려한 지표

이다. 따라서 주제어의 근 심성이 높다는 것은 연결

망내의 다른 주제어들과의 최단거리가 가장 짧아 체

거버 스 연구에 가장 빠르게 향을 미칠 수 있는 치

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드의 근 심성 계산은 키

워드의 연결거리 합의 역수를 기반으로, 연결거리의 합

이 작은 요한 키워드일수록 근 심성 값이 커지게

된다[35].

본 연구에서는 Table 4, Fig. 5와 같이 거버 스의 근

심성이 가장 높게 났으며, 다른 심성 분석과는 달

리 참여와, 네트워크, 도시재생 등이 네트워크의 심에

치하고 있어, 거버 스 특징 기반이되는 참여와 네

트워크가 모든 주제어에 설명하는데 심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거버 스에 한 선행 요소로 각 이

해 계자들의 참여를 꼽고 있으며, 특히 네트워크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요한 방안으로

보다 포 이고 지역 인 문제해결 방식에 기반한 행정

체제 혹은 거버 스 구조를 구축하는 방안에 한 안

으로 여기기 때문이다[36]. 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경

제, 토지이용과규제, 여러 지역문제해결과주민 삶의 향

상을 한 사업의 최 에서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한 다양한 발 략과 실행방안을 동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서는 앙정부의 제도 지원 산을 확보

하기 한 노력은 수직 연계 략 외 다른 지방정부와

의 력을 강구하거나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과

의 력을 추구하고, 조직단 에서 이들과 연계하는 수

평 연계 략의 네트워크 거버 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 다른 상 어인 로컬거버 스 도시재생, 정

책 등은 거버 스의 유형 특징, 분야, 계 등을 설명

하고 있다.

　 In-Closeness Out-Closeness

Governance 0.857143 0.857143

Local governance 0.6 0.6

Participation 0.5625 0.5625

Network 0.545455 0.545455

Urban regeneration 0.529412 0.529412

Policy 0.529412 0.529412

Conflict 0.529412 0.529412

Leadership 0.514286 0.514286

Partnership 0.5 0.5

Collaborative governance 0.5 0.5

Citizens 0.473684 0.473684

Sharing 0.473684 0.473684

Education 0.473684 0.473684

Environment 0.473684 0.473684

Communities 0.473684 0.473684

System 0.473684 0.473684

Multiculturalism 0.473684 0.473684

Residents 0.409091 0.409091

Trust 0.382979 0.382979

Table 4. Closeness Centrality of the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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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Concentric Map of Closeness Centrality of 

Key Words used in Governance since 2016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SNA방법론을활용하여최근 3년간 거버

스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주요 심 주제 연구 상과

융복합 연구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심 키워드를 제시

하 다. 거버 스 연구의 심 키워드는 SNA 방법론의

하 지표인 심성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성

분석은 거버 스 련 체 키워드 에서 가장 심에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기 한 기법으로, 이를 활용하여

키워드 간의 연결을 의미하는 연결 심성, 다른 키워드

간의 소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근 심성, 키워드 간의

개자 역할을 하는 매개 심성을 확인할수 있다[40,41].

SNA 분석 결과 시사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상인총 90편의 연구 주제어로상 에 나타난 것은 거

버 스의 종류 로컬거버 스와 력거버 스로 최근

지방자치 련 요구사항과 한 련을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로컬거버 스와 력거버 스의 특징

에 맞게 네트워크, 참여, 갈등, 신뢰 등의 주제어 거버

스의 연구 상 도시재생과 환경, 교육에 한 내용

의 로컬거버 스와 련된 키워드가 연결되고 있었다.

이는 최근의 거버 스에 한 연구는 주로 NGO와 네트

워크에 한 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장지호 외

(2010)[4]의 연구결과와 같다. 즉, 과거의 국가 심 거

버 스에 한 연구는 시민참여라는 논의에 려서 상

으로 으며, 이외 최근의 경향에 요한 이론 토

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참여를 토 로 하는 지방정부의

력거버 스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34]. 이는 시

민사회 심 거버 스가 시민들이 자율 으로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갈등해결과 사회 이슈에

한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그 목 으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공유, 시민, 네트워크, 참여 등의 키워드 이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사례에 한 연구가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9].

둘째, 거버 스 분야의 융복한 연구주제어를 찾고, 다

학제 연구를 해 사용된 키워드를 악하기 해 매

개 심성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력 거버 스

와 로컬거버 스의 매개 심성이 높아 거버 스 분야 연

구를 다양한 주제로 확장하고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용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력

거버 스가 조만형 외 (2009)[37]의 연구에서 비정부 이

해 계자들의 참여를 시하는 행 자 심의 거버 스

개념이라고 주장하듯이 갈등, 네크워크, 정책, 도시재생

등 주민들과 직 으로 연결된 키워드와 높은 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한 Ansell & Gash(2008)[38]의 연구

결과처럼 2개이상의 공공기 이 공공정책을 집행하거나

리하는 목 을 지닌 집단 의사결정과정에 비정부

이해 계자들을 직 으로 개입시키는 통치 장치로 규

정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셋째, 로컬 거버 스에 한 최근 연구 경향을 알 수

있다. 과거 앙정부가 주도하는 패러다임 신에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행 자가 참여하는 로컬거버

스의 모형이 리 사용되고있는 것이다. 특히 권력의

향력이 앙에만 집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는

물론 지방의 다양한 사회세력들에게 분산되었고, 이와

연결된 개념인 신뢰, 리더십, 참여, 네트워크, 력거버

스 등의 키워드와 한 연 계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근 심성 결과 다른 심성 지수에 비해 참여

와 네트워크에 한 심성지수가높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키워드들이 로컬거버 스와 력거버 스의

성공 실행을 한 선행 요인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람, 상, 사건들이 연결되어 있는 계망 는 특정유

형의 계라고 정의 되는 네트워크에서의 거버 스는 지

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 요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39], 특히 지역의 경제개발, 토지이용과

이의 규제, 다양한 지역문제 해결과 주민삶의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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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컬거버 스 사업의 최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이

들 목표를 달성하기 한 다양한 발 략과 실행방안

을 동원하기 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거버 스에 한 논의는 기존 연구동향 분

석과 다른 주제 키워드를 활용한 SNA방법으로서 양

분석과 달리 각각 주제어의 지식구조와 연구주제 분야

상, 사례에 해폭 넓고심도깊게 볼수있다. 특히

국내 거버 스 연구가 지속 인 발 을거듭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종합 인 분석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안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다는 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단된다. 한 정책 으로 지원이 필요한 거버 스 련

연구분야를 악하거나 거버 스 환경 변화에따라 실무

으로 활발한 연구가 요구되는 분야를도출하는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 으로는 첫째, 거버 스 체 논문이

아닌 키워드가 제공된 일부 학 연구 논문만을 분석

상으로 한 이다. 향후 후속 연구를통해 체 거버 스

련 논문을 상으로 분석을 확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자료로 키워드 만을 상으

로 했으므로이외에 록, 공 자, 제목 등의 자료를 분석

에 이용하면 의미 있는 시사 이 도출 될 것이다. 한

SNA 분석지표와 함께 통계 으로 이를 검증하는 연구

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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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교수

▪ 심분야 : 항만물류, 유비쿼터스, RFID

▪E-Mail : hrchoi@dau.ac.kr

 태 헌(Lee, Tai Hun)    [정 원]

▪2006년 8월 : 동아 학교 도시공학

과(이학사)

▪2011년 3월 : 리츠메이칸 학교 정

책과학연구과(정책과학석사)

▪2014년 3월 : 리츠메이칸 학교 정

책과학연구과(정책과학박사)

▪2015년 9월～ 재 : 동아 학교산학 력단 임연구원

▪ 심분야 : 지역정책, 빅데이터 분석, 통계,

▪E-Mail : napsem@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