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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공적 

민관 협력 기제를 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민과 관의 복지 관련 논의 구조 

형성 및 협력 사업의 추동이 이루어져,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

식되고 있다. 

점차 복지 정책의 지역 기반 추진이 주목되고 궁극적인 수요자, 당사자

인 주민의 참여가 중시되는 양상은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

속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접목되면서도 공공 영역의 복지전

달체계와 서비스 이용 체계의 개선, 민과 관의 협력, 민간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이 상호작용하게 되는 보다 복합적인 과정과 파급 효과가 예상

된다.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복지 부문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는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시도하는 

더 넓은 민간 참여, 풀뿌리 자치의 확대는 어떤 과정과 경로로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할 수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

력,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특히 대표적인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보고서는 강혜규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안수란 부연구위원, 류진아 

연구원과 엄태영 교수(경일대학교), 진재문 교수(경성대학교), 홍재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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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의대학교), 유애정 부연구위원(건강보험정책연구원), 권영빈 박사

(유바스큘라대학교 연구원)가 작성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지역 사례 조사에 참여하여 인터뷰, 서면조사에 흔쾌히 

응해 고견을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여러분 덕분에 보다 실증

적이고 의미 있는 연구 결과 도출이 가능했기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연구 착수 과정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보고서의 검독을 담당하여 세

심하게 읽고 조언해 주신 대전복지재단 김지영 연구위원, 본원의 함영진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8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조  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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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for Optimizing 
Public Service Use(Ⅱ)
: A Focus on the Local Governance for Welfare Services

1)Project Head ‧ Kang, Hye Kyu

This study aims to examine policy direction and support with 

focus on the characteristics, effectiveness, influence, and rip-

ple effects of local governance in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we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welfare gov-

ernance by investigating the structure and management status 

of local governanc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Second, we ex-

amined the actual state of activities, performance and influ-

ence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i–gun–gu and eup–

myeon-dong) as a representative governance and suggested 

tasks for the growth of local governanc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research, the study was com-

posed of the following five parts. 

First,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si–gun–gu and eup–myeon–dong) as a key mecha-

nism of local-based governance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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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analysis of actual network conditions in local private 

sectors; third, analysis of international cases of governance in 

the community social welfare sector; fourth, analyzing the fac-

tors for activating the local-based cooperative system(network); 

lastly, suggestion of a plan for a sustainabl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awareness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s positively changing instead of the 

awareness of them staying negative (e.g., centered public pow-

er, formal management, unclear results), and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s growing as a foundation of a healthy lo-

cal community in providing social welfare. 

While the work of the Community Welfare Association is or-

ganized by the network of the connected local communities as 

a beginning level, it is simultaneously able to fit in citizen ini-

tiative, spontaneity, benefit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is indicating changes in values, attitudes, interest toward 

social welfare such as local solidarity, sense of community, so-

cial capital, and self and neighborhood social welfare. 

Therefore, it is a valuable experience beyond contributing to 

the social welfare delivery system and suggests that attention 

and investment in policy should be required for solving multi-

dimensional problems in order to develop and expand this 

experience.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보장위원회 4차 회의(2013. 

9. 10) 안건 자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이 포

함되어 있고, 현 정부도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

화’(100대 과제 중 74번)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정책 추진에 강

한 의지를 보이는 등 궁극적 수요자, 당사자인 지역주민의 복지 공급 참

여가 중시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

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접목되는 접근으로서, 공공 영역의 복지전달체계

와 서비스 이용 체계의 개선, 민과 관의 협력, 민간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동안 복지전달체계가 정부-공공 부문 주도의 상의하달(top-down)

식 정책 기획-집행 구조에서 민관 공조 또는 민간 주도의 구조로 전환하

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조로서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 관련 논의

와 정책 추진, 그리고 지역의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확

인하고 분석하여 근거 기반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많지 않음.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

급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간의 정

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또한 지역 단위 복지 거버넌스 작

동의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구성 주체에 따라 참여 목적은 동일한가 혹

은 차별적인가, 거버넌스의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가, 사회복지 공급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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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자 함.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첫째, 복지 영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실

태를 파악하여 복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

둘째,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

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연구 내용을 구성함.

첫째,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실태 분석

둘째, 지역 민간 부문 중심 네트워크의 실태 분석

셋째,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넷째, 지역 기반 협의 구조(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분석

다섯째,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행정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에 협의체가 구성‧운영되고 있었음. 대표협의체 

참여 인원은 5380명, 실무협의체 참여 인원은 5619명, 실무분과 참여 인

원은 1만 8513명임. 대표협의체의 참여자 구성은 복지사업기관 단체 대

표가 전체의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관계 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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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기타(기업인, 종교인 등)가 14.6%, 공익단체 추천자가 13.0%의 

순으로 나타남. 2016년 말 기준 229개의 협의체 중 상근 간사가 배치된 

협의체는 175개, 미배치는 54개였으며, 예산은 151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와 담당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간사,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들은 거버넌스를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사업) 추진 체계’(37.0%)와 ‘상호 신뢰를 바

탕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 네트워크’(30.4%)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음. 또,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었으며(8점/10점), 그 이유로 ‘다양한 의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

영할 수 있다’(56.6%)는 점을 선택함.

협의체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 파악과 거버넌스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

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면접 조사를 실시하

였음. 분석 결과 협의체가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복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적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

음. 이로써 협의체 활동을 통해 민관 협력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풀뿌리 

민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에 투여되는 공공 재원의 부족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자원이 발굴·개발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함. 향후 사회적 경제, 공동체 만들기 등 

구체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기초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함. 또한 협의체가 성공적

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공공 간사 및 민간 간사의 의지와 열정, 자치단체



6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장과 공무원의 태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적절성과 자발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나. 민간기관 중심 지역 거버넌스 사례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지역 거버넌스 외에 민간 복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실제 사례를 탐색하고 민

간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및 활성화를 통해 변화되는 지역사회 모

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 조사를 수행함.

분석 결과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당사자를 참여의 주체로 보고 지역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 문제나 욕구

의 해결 등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들과 함께 연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거버

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사회복지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 세대 갈등, 

정신건강, 다문화 문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남.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 요인으로는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시각, 이슈 및 목표 

설정, 기본적 이해 및 필요성 인식, 참여 주체들의 이기적이지 않은 참여, 

공공과의 관계, 조직 대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승인, 지역사회 자

원 보유,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위한 역할, 주민 중심의 거

버넌스 형성으로 분석됨.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의 성과는 크게 지역주민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음. 지역주민의 변화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태도‧행동‧인식의 변화, 욕구의 충족과 같은 변화를 발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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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의 변화로는 지역복지가 증진되고 지역 내 지원 체계가 형성되

어 감을 확인함. 

이러한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의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도출되고 유지

되기 위한 과제로서, 첫째, 지속가능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한 체계 마련

과 장기간의 실질적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 인식의 전환. 둘째,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 설정·수행 및 거버넌스 주체들 사이의 협력

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마련. 셋째,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동기부여 등을 제언함.

다.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결과

민관 지역 거버넌스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

역주민의 힘으로 스스로 해결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

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목할 만한 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함.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형성은 대부분의 사례에서 

지역사회 내에 구체적인 문제나 이슈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 초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

고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

처함으로써 진행되어 왔음.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인력의 역량

과 유연한 운영, 명확한 역할 분담,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 확장이 이들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됨.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제도화와 

확산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지도력을 갖춘 리더의 지속적 발굴과 양성. 

둘째,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 전개. 셋째,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행할 인력의 확보. 넷째,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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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의 유연성 보호를 전제로 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등을 제언함.

3.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를 지닌 독특한 위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 주도 조직, 형식적 운영을 위한 모호한 제도라는 그간의 혹평에 머물

지 않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의 복지 창출 

기반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함. 아직은 미미하고 작은 출발이지만, 

밀착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주민 주도성, 자발성, 

수혜성, 민관 협력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연대감,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자신 및 이웃 복지에 대한 관심 같은 가치나 태도들의 변화

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여를 넘어서는 소중한 

경험이며, 이를 키워내고 확산하기 위해서는 다차원적 과제들을 해결하

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함. 

첫째, 유능한 간사(특히 민간 간사)의 확보와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간

사 양성 과정을 포함하는 사무국의 강화

둘째,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한 지역 격차 해소.

셋째, 인력의 업무 연속성 및 독립된 집중 부서의 확보와 세대 간 인력 

재생산과 시스템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의 확보.

*주요 용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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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복지 부문에서 거버넌스의 작동에 주목하는 것은 정부-공공 부문 주도

의 상의하달(top-down)식 정책 기획-집행 구조에서 이탈하여 다양한 변

화를 추구하는 기조라 할 수 있다. 

관련 논의와 정책 추진, 지역에서의 움직임은 인식되고 있으나 이를 체

계적으로 확인하고 분석하여, 근거 기반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

문 실정이다.

거버넌스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990년대부터

이며, 경영 분야에서는 지배구조로,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정 관리나 협

치로 번역되지만(김판석, 2008, p. 8), 사전적으로 ‘지배권, 통치, 관리 

방식’ 등으로 번역되는 거버넌스의 한국어 표현은 합의되어 활용되고 있

지 않으며, 개념의 차원과 범위도 다양하고 넓다. 국내외 학자들이 설명

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양한 주체’와 ‘협력, 네트

워크’를 강조하는, 기존 국가‧사회 운영 원리의 ‘대안적 관계 방식’으로 해

석해 볼 수 있다.

복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다차원적으로 접근

될 수 있다. 첫째, 광의‧거시적 의미에서는 복지 혼합과 관련되고, 둘째, 

중범위적 의미에서는 주체 간 역할 분담과 관련되며, 셋째, 협의‧수단적 

의미에서는 네트워킹과 관련된다. 

이는 첫째, 분권화 수준을 배경으로 한 공공의 책임 범위와 서비스 공

급 과정에의 참여 정도, 둘째, 공급 주체 다원화에 따른 관리 방식

서 론 <<

1



12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quality control)과 다양한 재정 유입 경로(funding stream), 셋째, 시

민사회 자발적(voluntary) 부문의 참여 구조와 네트워킹의 문제와 복합

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복지 부문의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과도 결부된 

쟁점이다. 

한국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2005년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공적 

민관 협력 기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과 관의 복지 관련 논의 구

조 형성 및 협력 사업의 추동이 이루어져, 민관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사회복지를 위

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적 근거를 지닌 민관 협력기제로서 2005년 사회복

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출발했으며, 2015년 사회보

장급여법 시행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변경 운영 중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

하여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제41조)고 명시되었으며, 법

에 정해진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지

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표 관련,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련, 사회보장 추진 

관련,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포함한다.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를 추동하는 정책은 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 

9. 10.) 심의‧의결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 협력 활성화」방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을 두 축으로 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강화는 첫째, 참여 범위의 확대를 제시하고(복지 

및 보건 이외에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 등 사회보장 전 분야로 확대, 

또한 농협, 우체국, 종교단체, 기업 관계자 등 복지 수행 기관 및 자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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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기관 관계자의 참여 확대 제안), 둘째,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근거를 두었으며,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

항을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민관 협력 모델의 단계적 확산 방

안은 그동안 ‘좋은 이웃들’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서비스 연계‧지원 노력이 이루어졌고 지자체 단체장의 의지와 리더십에 

따라 지역 실정에 적합한 형태의 자율적 민관 협력 체계를 구성하는 방안

이 시도되는 등 민관 협력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가 중심

이 되는 공공 주도형, 지역사회 리더 역할을 하는 민간기관 중심의 민간 

주도형 등의 성공 모형을 도출하도록 하였다. 이 밖에 타 부처의 지역 조

직화 사업 수행기관과도 연계‧협력될 수 있도록 추진(예컨대, 행정자치부

의 주민자치회, 마을기업, 국토교통부의 마을만들기 등)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다. 민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평가 등 유인 체계를 구

축, 민관 협력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 포상하고, 우수 사례집 등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키며, 정부 합동 평가의 민관 협력 활성화 평가지표를 실

적 위주의 평가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를 통해 이행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조되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으로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

한 노력이 강화되고 이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 강조된 것이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번 과제, 행안부)에서는 자치분권 기반 확보, 국가 기능 

지방 이양, 주민직접참여제도 활성화와 함께 마을자치 활성화가 추진 내

용으로 제시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주민자치회 제도 

개선안 마련 및 법률 개정, 2017년에 주민 중심 행정복지 서비스 혁신 추

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체계 구축,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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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치회의 역할‧지위 강화, 읍면동을 주민자치의 실현 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화 등이다. 

이와 같이 복지 정책의 지역 기반 추진이 주목되고, 궁극적인 수요자,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가 중시되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접목되는 접근으로서, 공공 영역의 복지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 체계의 개선, 민과 관의 협력, 민간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 ‘찾동’ 사업에서는 그 모

형을 실험 중이다. 새 정부의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혁신동’ 사업은 복지

전달체계의 개선을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를 통해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와 같이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정

책이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시도하는 더 넓은 민간 참여, 

풀뿌리 자치의 확대는 어떤 과정과 경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으

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되었던 것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

력, 파급 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한다. 거버넌스의 강화는 중앙

집권적-통제적 구조의 정책 추진 방식에서 분권화, 지역화의 추세와 함께 

소통과 참여를 강화할 기제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있으나, 그 

취지의 구현과 실효성의 관점에서의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거버넌스 강조 정책이 민간의 자원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에 기반한 문제 제기, 네트워크의 효과, 자발성 차원의 비관적 의

견도 빈번하게 제기되어 왔다. 즉, 지역 단위 복지 거버넌스 작동의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구성 주체에 따라 참여 목적은 동일한가 혹은 차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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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버넌스의 순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는가, 사회복지 공급 부문과 이용

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첫째, 복지 영

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 거버넌스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적 근거를 기

반으로 운영 중인 거버넌스 구조로서 2005년부터 운영된 시군구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2015년부터 구성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하

여, 정부 주도의 민관 협력 유형, 우수-활성화 사례로 알려진 지역의 자생

적 협력 유형 등의 현황 파악을 통해 전반적인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특

성과 활성화 수준을 검토하였다.

둘째,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

과‧영향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역 단위 거버넌스의 구조, 형성, 작동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

였다. 공공관리 측면에서 경직된 민관 협력의 한계를 극복하여 민간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참여를 증진할 전략을 마련하고, 복지전달

체계 개편, 복지 부문 공공서비스 이용 여건 향상에 기여할 거버넌스 향

상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지닌다. 

지역 거버넌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역 사례 연구, 네트워

크 거버넌스의 유형화와 효과성 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 등으로 

구분된다. 지역 거버넌스 연구는 특정 지역에 실존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사례로 분석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지역 거버넌스를 관심 주제(사회자본, 지방정부 등)와 결부하여 이론적으

로 논증하는 경우 등이 확인된다. 일부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자료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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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는 하지만 위의 두 가지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는 이론적 틀에 기반

한 문헌 연구, 실태 분석의 성격을 지닌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화와 

효과성 연구는 거버넌스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그 형

태를 유형화하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유형화와 함께 유형별 네트워

크 효과성을 도출(설문조사 실시, 네트워크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함의를 

제시한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관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는 문헌연

구에 입각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로컬 거버넌스, 다자간 협력체제, 복

지레짐, 네트워크 등의 관점에서 이론적‧개념적으로 조망한 후 기본적인 

실태 분석을 통해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성과 영향 

요인에 관한 변수를 설정하여 계량적 분석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과 비교할 때 대상 범위, 분석의 초점 

차원에서 차별적, 진일보한 진행을 계획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 측면에서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역 단위에서 작동하

는 여러 차원의 협력 구조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형성 기반(제

도 및 법적 근거), 주도적 주체의 성격, 형성 과정 등에 따른 차별성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및 읍면동 협의체를 모

두 분석 대상 범위로 포함하였으며, 민간 중심 네트워크로서 민간 복지기

관 중심, 시민사회단체 중심, 마을공동체 등의 파악을 병행하였다. 

분석의 초점 측면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중점을 둔 네트워크 유형(협력 

빈도, 중심기관 등 네트워킹 자체에 초점) 규명보다 관련 지원 정책 개선

의 근거가 될 요소에 집중하였다. 정책 추진의 영향(공공의 개입 수준 및 

방식, 적극성), 참여 주체의 자발성 및 다양한 인식 체계, 협력의 목적성, 

구체적 활동의 실효성 등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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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 내용

가. 연구 범위와 핵심 개념

본 연구의 핵심 주제는 복지 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서비스 이용-제공)

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이다. 복지 부문의 공공서비스 이용 

여건을 조성하는(영향을 미치는)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주체 

간 관계에 주목하고, 지역 현장에서 존재하는 관계의 실체와 작동을 파악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하여, 지역 기

반 거버넌스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복지 부문 거버넌스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주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2절에서는 전반적인 거버넌스

의 개념과 활용 동향, 그 특성과 유형을 정리하였는데, 새로운 거버넌스 

맥락은 상호작용과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에 네트워크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고, 거버넌스의 여러 속성 중 네트워크에 특히 주목하

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사회서비스와 복지전달체계 관점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공공’서비스는 

공적 책임성을 지닌 국가가 직접 혹은 민간 위탁을 통해 생산하는 서비스

로서,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

관이 핵심이 되며, 공공서비스의 기획-집행-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

사결정/협력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구성원도 공공서비스를 위한 거버넌스

의 주체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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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주안점은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가능하게 하는 복지 부

문 거버넌스의 역할 규명에 있지만, 거버넌스의 주요 기능으로서 의사 결

정(정책 결정)에도 관심을 두는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중심(공공 주도)의 거번먼트에 민

간 등 다양한 참여자를 포함하여 의사결정 구조와 전달체계의 변화를 모

색하는 기제(사회보장급여법: 심의, 자문,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

력 강화)로서, 지역 단위의 복지 거버넌스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실

체라 할 수 있다.

나. 연구 내용

1) 사회복지 분야의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실태 분석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필요한 개념을 확인하고, 분석 틀을 구성하여 

실태를 파악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구-기대되는 기능,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구성의 구조적 요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등과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구조 영역, 운영 및 활동 영

역, 수행평가 영역 등으로 구분한 분석 틀을 마련하였다. 

이는 행정 자료 분석, 양적 조사와 질적 조사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파

악하였다. 첫째, 보건복지부에서 취합, 생산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

련 기초 구성‧운영 현황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둘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 대한 이해가 가장 깊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의 민간 간사, 공공 간

사(지자체 담당 공무원),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구성, 운영, 성과,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파악하였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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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11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상으로 심층 사례 조사를 실시

하였다. 심층 사례 조사 결과는 구조 영역, 운영 및 활동 영역, 수행평가

(performance) 영역으로 대별하여, 10개 평가 요인(책임성, 포괄성, 민

주성, 전문성, 연대(협력)성, 독립성, 관계성, 조직 체계성, 네트워크 참여

자의 가치 및 태도 변화, 효율성‧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지역 민간 부문 중심 네트워크의 실태 분석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는 별개로, 

복지를 위한 협력, 의사소통, 주도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민간 부문의 역

동을 파악하고, 민간 네트워크와 공공 거버넌스,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를 진단하였다.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정책 개입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민간 부문의 복지사업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작동하고 있는지, 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어떤 역할-기여를 하는지, 

협의체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지역별 민간(기

관) 결사체, 시민사회단체 중 복지 참여가 활발한 사례를 통해 복지 부문 

지역 거버넌스에서의 역할, 협의체와의 관계, 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였고, 주민 조직(마을공동체), 주민의 복지 참여가 지역 

거버넌스 맥락에서 갖는 의미,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기능적 측면, 

협의체와의 관계, 복지 거버넌스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을 검토하였다. 

3)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해외의 주요 국가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복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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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고용, 주거, 환경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지역 정책을 계획-심의-수립-

실행하는 과정에 공공, 민간, 시민사회 주체들이 참여하고 책임도 공유하

는 거버넌스의 형태(광의의 공공서비스), 특정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공공

과 민간기관, 또는 민간기관과 주민들로만 구성된 지역의 이해관계자들

이 해당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성된 

거버넌스(협의의 공공서비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 제도, 정책적 배경, 거버넌스의 형성 배경 및 목

적, 거버넌스의 형태(제도화 수준: 위원회, 협의체, 자발적 네트워크 등), 

거버넌스 구조(구성단위: 기초, 권역, 광역), 참여자(공공, 준공공, 민간기

관, 지역주민), 거버넌스의 주 기능 및 역할, 거버넌스 운영 과정의 특성

(정기성(regularity), 개방성, 자율성, 책임성 등), 지역사회의 공공서비스 

전달에 미치는 영향(성과 및 한계),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등을 자료 접

근성을 고려하여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4) 지역 기반 협의구조(네트워크) 활성화 요인 분석 

인구, 복지 수요, 자원 분포 등 지역 특성에 따른 협의체의 활성화 수

준, 활동 내용 및 방향성, 활성화 영향 요인 등을 파악, 분석하였다. 협의

구조의 내적 요인(참여자 인식, 전문성, 종사 분야 및 직위 등)과 외적 요

인(지자체 내 참여기관 간 지지-허용정도, 협의체의 물적 기반, 지역 자원 

수준 등), 협의체 활성화와 성과 수준의 상호 작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5)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서비스 연계와 기관 연결망 중심에서 나아가 지역복지 이슈와 주민 참

여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생태계의 구축 방안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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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연구 방법

첫째, 선행 연구 고찰

거버넌스의 개념, 유형, 특성, 분야별 적용, 역할 등에 관한 문헌 분석, 

정리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된 민관 협력 정책에 대한 문헌 분석과 

읍면동 복지 허브화의 민관 협력 수범 사례를 파악, 성공 모델 유형 분석  

둘째, 해외 국가 사례 조사·분석

지역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 참여, 복지 분야 민관 협력을 위한 

정책, 제도적 지원 사례 분석: 영국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미국 

Long-Term Care Council, 일본 마을공동체 사례

셋째, 실태 조사 1: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    

(대상) 전국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간사), 지자체 담

당 공무원,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 핵심 실무자

(내용) 협의체 참여 동기, 목적, 협의체의 기능-역할에 대한 인식, 협의

체 활성화 수준에 대한 진단,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및 자체 평가, 

지속가능한 거버넌스를 위한 필요 요건, 정책 과제   

셋째. 실태 조사 2: 지역별 FGI 및 현장 방문 인터뷰

(대상) 지자체, 민간 복지기관, 학계 전문가 등 민관 협력 참여 경험자

(내용) 복지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필요성, 역할, 유형, 효과, 영향, 장애 

요인, 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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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구분 조사 대상 범위 및 방법

사전 FGI
- 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

무국 연합회 간부
- 대표성 있는 협의체 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조사

<지자체별 3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민간 간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지자체 공무원(공공 간사)
- 실무협의체 위원장

- 전국 전수 조사
- 웹 기반/자기 기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

<지자체별 10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공 
간사: 1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간사: 1명

- 대표협의체 위원장: 1명

- 실무협의체 위원장: 1명
- 실무협의체 위원: 1명
- 실무분과 분과장: 2명

-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및 위
원: 3명

<사례 선정>
-11개 시군구(아래 기준 선택 조합)
 * 지역 유형 4: 대도시(서울-광

역시, 인구 50만 이상 시), 중
소도시, 군 지역

 * 상근 민간 간사가 있고, 협의

체 활동이 활발한 지역

<조사 방법> 

조사기관 위탁 및 연구진의 방문 
면접 인터뷰 조사

민간 네트워크 사례 
조사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

- 5개 시군구, 15개 사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

도 거버넌스>

- 6개 사례

<사례 선정>

(협의체 사례 지역과는 별도로) 민
간 네트워크, 주민 조직이 활발한 
특정 지역 대상

<조사 방법> 
서면 의견 조사 및 연구진의 방문 

인터뷰 조사

<표 1-1-1> 조사 방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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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거버넌스 개념의 검토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동향

거버넌스는 행적학과 정치학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많은 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지만 일반적이고 명확한 정의는 존

재하지는 않는다(장지호, 홍정화, 2010, p. 106; 텐카이, 황진, 2017, p. 

75). Peters and Pierre(2000)는 거버넌스가 광범위하게 언급되지만 매

우 모호한 개념이라고 지적했으며, 심지어 Frederickson(2005)는 “거버

넌스는 이제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어떤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다”(Frederickson, 2005, p. 285)며 거버넌스 개념의 

광범위함과 모호함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개념의 혼란과 부정형성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이를 다루는 연구

들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는 거버넌스를 ‘통치 방

식’, ‘지배질서’의 의미로 이해하며, 다른 하나는 ‘협치’의 의미로 사용한

다. 일부 학자들은 전자를 전통적 거버넌스로, 후자를 새로운 거버넌스로 

구분하기도 한다. 전통적 거버넌스는 대체로 정부를 포함하는 정치 영역

에서 권력 행사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Tarschys, 2001, 장지호, 홍

정화, 2010, p. 107에서 재인용), 더 협소하게는 공공재의 공급을 규율

하는 법 체제나 관리 방식을 의미하기도 한다(Lynn jr & Hill, 2004, 장

지호, 홍정화, 2010, p. 107에서 재인용). 이처럼 ‘정부(government)’

나 ‘통치’와 유사어로 사용되던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

에 따라 ‘협치’라는 새로운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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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의 대두는 1980년대 이후 서구의 정치‧사회적 환

경 변화에 따른 공공 문제 해결 방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공동성, 윤기

웅, 2018, pp. 29-30). 정치‧사회‧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구조의 범위가 

세계화되면서 사회 문제는 정의하기 어렵고 광범위하여 단일 정부의 자

원이나 능력에 의해 해결 불가능한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가 

되었다(이명석, 2016, p. 4). 전통적으로 정부의 관료제 조직을 활용하여 

중앙집권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 오던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

게 된 것이다. 

사회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실패와 한편으로 시민사회 역량의 증가

는 대안적 해결 방식으로서 새로운 거버넌스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명석(2007)은 새로운 거버넌스를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성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관료제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대안으로 보았다(이명석, 2007, p. 8). 정재욱(2008)은 거버넌스 자체를 

패러다임의 변화로 보고 “거버넌스는 관료 중심의 통치에 의한 국가 운영 

방식에서 협치로의 변화로, 즉 관 주도 국가 운영 방식에서 민과 관이 협

력하는 새로운 국가 운영 방식의 형태로,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방식에서 

지방자치의 국가 운영 방식으로, 그리고 관 중심의 의사결정에서 주민 참

여 정부 운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하였다(정재욱, 

2008, p. 156).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는 공공 부문과 

사적 부문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다양한 상호작용, 더 나아

가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만들어 냈다(장지호, 홍정화, 2010, p. 107; 

공동성, 윤기웅, 2018, p. 30).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거버넌스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다. Rhodes(1997)는 민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나

타나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거버넌스라고 정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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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des, 1997,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p. 11

에서 재인용), 임성학(2002)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정책에 참여할 수 있

게 하는 제도, 운영 양식, 체제를 거버넌스로 보았다(임성학, 2002, p. 

161). 가장 넓게는 거버넌스를 공동의 문제에 대한 행위자 간의 상호작

용, 의사결정, 집행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정의하려는 학자들도 있

다(Bevir, 2009, p. 1; Hufty, 2011, p. 405; 공동성, 윤기웅, 2018, p. 

33). 

이상의 논의에서 보듯 거버넌스의 개념은 하나의 정의로 이해하기보다

는 ‘통치’에서 ‘협치’로의 변화와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의 변모라는 통시적, 맥락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거버넌스의 특성과 유형

거버넌스의 개념과 더불어 특성과 유형에 대한 논의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다. 다수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참여, 네트워크, 소통, 수평

적 권력, 상호작용을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제시하였다(유해숙, 2005; 

Stoker, 1998; Sorensne and Torfing, 2005). Stoker(1998)은 공공 

문제 해결에 민관의 공동 참여, 책임에 대한 경계의 모호, 참여하는 주체 

사이의 권력 의존과 자율적 네트워크,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역량

을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보았으며(Stoker, 1998, 이명석, 2016, p. 12

에서 재인용), Sorensne and Torfing(2005)은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상

호작용에 덧붙여 자기 규제적인 규범 체계와 공익 달성에의 기여를 제

시하였다(Sorensne and Torfing, 2005, 이명석, 2016, p. 12에서 재

인용).

거버넌스는 이러한 특성의 속성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는데,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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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중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

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로 구분하거나(김석준, 이

선우, 문병기, 곽진영, 2000; 장지호, 홍정화, 2010, p. 105), 이해관계

에 따라 갈등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로 구분하기도 한다(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p. 13; 유해숙, 2004, p. 38; 배

응환, 2005).

거버넌스를 국가 중심적 거버넌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 시민사회 중

심적 거버넌스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연구에 따르면 국가 중심적 거버

넌스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해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를 강조하

지만 관료적 구조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에서는 

국민을 고객으로 보고 수평적 조직과 영리 부문의 기법을 적용하여 서비

스를 제공한다는 시장주의적 관점을 지향하며 전통적 관료제의 독점적 

지위는 부정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는 참여 민주주

의와 권력의 수평성 실현에 의미를 두며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

되었던 국민들의 참여를 강조한다(장지호, 홍정화, 2010, p. 105). 장지

호와 홍정화(2010)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정부와 시

민사회의 관계를 강조하는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관점의 연구가 주

를 이루는 특징이 있다(장지호, 홍정화, 2010, p. 106).

한편 Pirre와 Perters(2000)는 먼저 거버넌스를 크게 구조로서의 거

버넌스와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로 구분하고, 구조로서의 거버넌스를 다

시 시장으로서의 거버넌스, 계층제로서의 거버넌스, 공동체로서의 거버

넌스, 연결망(네트워크)으로서의 거버넌스로 분류한다. 시장으로서의 거

버넌스는 자원을 배분하는 데 시장이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이라는 관점

이며 계층제로서의 거버넌스는 국가와 사회 간의 관계 역시 계층제적 시

스템이라고 본다. 공동체로서의 거버넌스는 국가가 아닌 공동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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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며, 연결망(네트워크)으로서의 거버넌

스는 연결망이 공공 정책의 집행과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관점이다

(Pirre & Perters, 2000, 주재복, 2011, pp. 12-13에서 재인용). 특히 

연결망(네트워크)으로서의 거버넌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하위 개념의 하나로, 네트워크에 주목하여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분석하

려는 연구들이 다수 시도되고 있다.

연결망(네트워크) 거버넌스와 함께 거버넌스의 하위 개념으로 가장 많

이 쓰이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거버넌스를 이해관계에 따라 분류한 

것에서 기인한다.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의 관계가 상호 배타적

인지 협력적인지에 따라 갈등적 거버넌스와 협력적 거버넌스로 구분할 

수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유용하다는 점

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논하고 있지만 거버넌스의 정

의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정의 역시 다양한 견해

가 존재한다. Shergold(2011)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상호작용을 통하여 

기존 정책을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조직 간 협력으로 정의하는 반

면, Agranoff(2007)는 의도적 형성과 자발적 운영, 원활한 소통 체계, 수

평적 권위를 포함하는 공공관리 네트워크의 개념으로 본다(이명석, 

2009, p. 763에서 재인용). Ansell and  Gash(2007)는 좀 더 구체적으

로 공공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이해

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구교준, 김성배, 기정

훈, 2013, p. 25에서 재인용).

이처럼 거버넌스의 특성과 유형에 대한 다양한 이해들이 시도되는 가

운데 시민사회 중심적 거버넌스, 연결망(네트워크) 거버넌스, 협력적 거

버넌스가 새로운 거버넌스의 맥락에 가장 잘 부합함으로써, 이들 개념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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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새로운 의미의 거버넌스는 상호작용과 소통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개념 

자체에 네트워크라는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많은 

연구들에서 거버넌스의 여러 속성 중 네트워크에 특히 주목하고, 그 중요

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앞서 거버넌스 개념 고찰에서 보듯 복잡한 사회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정부 실패, 시장 실패의 대안이라는 맥락을 

공유하면서, 특히 조직과 구조에 집중하는 개념이다. 신정헌, 최지원, 이

홍범(2013)은 복잡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조직 구

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보통신 기술 발전에 기반한 조직 간 연계가 용이

해짐에 따라 자발적·수평적 네트워크의 역할이 증가했다고 본다(신정헌, 

최지원, 이홍범, 2013, p. 440). 즉,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전통적 관료제

나 시장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권화

와 수평적 구조, 상호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 거버넌스라고 정의할 수 있

다(신정헌, 최지원, 이홍범, 2013, p. 440; 이주헌, 박치성, 2010, p. 3; 

유란희, 2018, p. 83). Rhodes(1997)은 네트워크를 “다양한 구성원으

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이며 수평적인 사회적 조정 양식”으

로 정의하며, 따라서 네트워크를 통한 관계나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특징

이 있다고 보았다(이명석, 2016, p. 12에서 재인용).

협력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들도 다수 있는데(유란희 

2018; 김준현, 2009), 그 용례를 살펴보면 수평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

계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개념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의 차이를 발견하기 힘들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사회복지, 그중에서도 사회서비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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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전달체계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

를 이용자에게 최종 전달하기까지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

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민간 위탁에서 민관 협력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유란희, 2018, pp. 81-82; 이주헌, 박치성, 2010, p. 3). 

이처럼 사회복지 분야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네

트워크 분석을 이용한 국내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강창현, 

2002; 김준기, 이민호, 2006; 김준현, 2009; 이주헌, 박치성, 2010; 신

정헌, 최지원, 이홍범, 2013; 민연경, 2015; 박경숙, 2016; 유란희, 

2018).

이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을 분류하

고 효과성을 검증하려는 형태를 보인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유형 분류

는 Provan and Kenis(2008)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분류 모형(modes 

of network governance)에 기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Provan and Kenis(2008)는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

(participant-governed networks), 주도 조직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

(lead organization-governed networks), 네트워크 관리조직(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NAO)이라는 세 가지 네트워크 거버넌

스 유형을 제시한다. 참여자 관리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유 거버넌스

(shared governance)라고도 불리는데, 전체 구성원이 개입하는 형태로 

별도의 공식적 관리체계는 존재하지 않는 형태이다. 주도 조직 거버넌스

(lead organization governance) 네트워크는 하나의 주도 조직에 의해 

핵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비대칭적 권력구조를 보인다. 마지

막으로 NAO 거버넌스(Network Administrative Organization gov-

ernance) 네트워크는 직접적 서비스 공급을 하지 않으면서 네트워크 거

버넌스만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인 NAO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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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an & Kenis, 2008, 신정헌, 최지원, 이홍범, 2013, p. 449에서 

재인용).

박경숙(2016)은 Provan and Kenis(2008)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

형 분류를 적용하여 남양주시의 복지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남양주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소수의 주도 조직이 중심적인 역

할을 하는 거버넌스 유형’에 속한다고 주장한다(박경숙, 2016, p. 117). 

이주헌과 박치성(2010) 역시 서울시 자치구의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에 대한 네트워크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는데, 각 구들의 전달체계가 제도

적으로 동질함에도 자치구별로 다른 네트워크 유형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이주헌, 박치성, 2010, pp. 26-27). 유형 분류 외에 네트워크 거버

넌스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유란희(2018)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Provan and Kenis의 유형으로 분류한 후, 각 유형

의 특성이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민연경(2015)은 노인돌

봄 기본서비스 전달 분야의 네트워크 유형을 밀도와 집중도를 기준으로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등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지역 단위의 민관 협력 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네트

워크 조직으로 보고 네트워크의 특성에 집중하여 접근하는 연구도 다수 

시도되었다(초의수, 2008a; 최균, 장영신, 2013; 함철호, 2015; 김진, 

김회성, 2015).

  4. 로컬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 패러다임은 정보화,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라는 20세기 

후반의 환경 변화가 공식 정부가 지배하는 통치 시스템에 변화 압력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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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면서 등장하였는데 이는 전 지구적 단위, 국가 단위, 지역의 단위 모

두에서 나타난다. 이 중 지역 단위에서의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로컬 거버

넌스로 볼 수 있다. 즉,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식으로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 이동하였다

면, 지방 차원에서는 지방정부에서 로컬 거버넌스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다(배응환, 2005, pp. 190-191).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분권화의 진전과 시민사회의 성장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지역사회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로컬 거

버넌스의 개념이 각광받기 시작하였다(진재문, 2004, p. 135). 

Leach and Percy-Smith(2001)는 로컬 거버넌스를 민관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문제 해결이나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네트워

크를 형성하고 집단적 활동을 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로 정의한

다(Leach & Percy-Smith, 2001, p. 7). Peters and Pierre(2000)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교류, 협의, 합의 등 상호

작용을 촉진하는 추진 체계가 지방정부 수준에서 구현되는 것이 로컬 거

버넌스라고 설명하고 있다(Peters & Pierre, 2000, 심미승, 2016, p. 

95에서 재인용). 이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로컬 거버넌스를 

지역 차원에서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

방정부, 기업, 시민단체, 주민 등 모든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력하는 문제 해결 기제 혹은 의사결정 방식으로 정의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Stoker 1998; 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초의수 2008; 유해숙, 2005; 박재욱, 류재현, 2000; 심미승, 

2016; 김생수, 2006; 정재욱, 2008).

이러한 로컬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최병대(2003)는 거버넌스에 비해 지

역의 범위와 이해관계 집단의 규모가 한정적이고, 주민과의 접촉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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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하였고(최병대, 2003, p. 158), 주재복, 조석주, 김

필두, 박해육, 하동현(2011)은 자율성과 재량권에 따라 다양한 로컬 거버

넌스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주재복, 조석주, 김필두, 박해육, 

하동현, 2011, p. 14). Leach and Percy-Smith(2001)은 지방정부 패

러다임과 로컬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을 대별하여 제시하면서, 로컬 거버

넌스 패러다임은 단일 국가보다는 다양한 정치체제를, 의회주권보다는 

권력 분산을, 지방정부의 책임성보다는 권위의 위임을, 중앙-지방 관계성

보다는 여러 차원의 거버넌스를, 동질성과 단일성보다는 다양성과 분절

성을, 계서적인 지위보다는 파트너십, 네트워크 공동정부를 그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한다(Leach & Percy-Smith, 2001, p. 7). 

한국에서 복지 분야의 로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참여정부의 분권

화 강조 기조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지역사회와 기제로

서의 거버넌스가 조응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 강화, 재정 

압박과 복지 수요의 다양화, 문제 해결 기제로서 파트너십의 강조와 같은 

지역사회 복지 관리의 환경 변화와 함께 로컬 거버넌스가 주요하게 대두

되었다는 것이다(김생수, 2006, pp. 49-51). 이도형(2004)은 로컬 복지 

거버넌스가 파편적으로 제공해 오던 복지서비스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복지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 능력

과 비용 효과성이나 창의성과 같은 민간의 역량을 결합시킬 수 있다고 주

장한다(이도형, 2004, p. 224).

로컬 거버넌스라는 기제를 통해 지역의 복지 문제를 다루는 국내의 연

구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의 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시도하거

나 당위로서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을 모색하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김

형양, 2004; 진재문, 2004; 이도형, 2004; 김생수, 2006; 정재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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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미승, 2016). 전자의 예로는 경남 지역의 사회복지행정의 로컬 거버넌

스를 지방정부의 역량, 시민 사회의 참여 역량, 시장의 역량의 세 가지 차

원에서 검토한 진재문(2004)의 연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의 특성으로 주민 참여, 네트워크, 민관 협력의 파트너십에 주목

하여 광주의 푸른길 사례를 분석하는 심미승(2016)의 연구 등이 있다. 

로컬 거버넌스의 형성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에서 정재욱(2008)은 지역 

단위 복지서비스 제공에서의 로컬 거버넌스 역할을 분석하며 지역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생산하고 제공하

는 주체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정재욱, 2008, 

p. 162). 또, 김생수(2006)는 로컬 거버넌스에 의한 복지 공급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전략으로서 복지 네트워크 구축,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실

현 환경 조성, 참여자 간의 신뢰와 협력 유인, 주체적인 참여 기회의 보

장, 정보, 지식 공개와 공유 기반 구축을 제시하였다(김생수, 2006, pp. 

58-63).

로컬 거버넌스를 복지와 접목하려는 시도는 특히 2005년 사회복지사

업법 개정 이후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목하게 된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복지 문제를 어젠다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전형”(유해

숙, 2005, p. 325)으로 보고 관련 연구가 다수 등장한 것이다(유해숙, 

2005; 초의수, 2008; 김창기 2007; 이성로, 2009; 김창기, 정재욱 

2009). 유해숙(2005)는 인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둘러싼 로컬 거버

넌스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초의수(2008)는 부산 지역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로컬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는 핵

심 요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버넌스를 논의하

는 핵심 실체이므로 관련 논의는 별도의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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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복지분권, 사회복지전달체계, 사회

복지행정, 지역복지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에 의하여 제도 도입 이후 꾸준

히 이루어져 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로컬 거

버넌스로서 지방정부와 민간,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결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의 통합적 네트워크 조직을 추구하는 공동 협력 기제로 보고 있다(김

창기, 2007, p. 184; 이성로, 2009, p. 282; 윤기찬, 손능수, 2011, p. 

458; 이재완, 김승용, 2012a, p. 138).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복지 증진

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조직화, 공동 사업, 통

합 서비스 제공이라는 거버넌스를 수행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는 것이다(함철호, 2015, p. 2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미에 대하여 

김보영(2015)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의 수평적 협력과 참여를 의도한 또 

다른 전형적인 협업 패러다임에 기초한 개혁 시도’라고 평가하였으며(김

보영, 2015, p. 41), 유해숙(2005)은 지역주민이 정책 과정에 참여함으

로써 사회복지에서 유의미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

제라고 보았다(유해숙, 2005, pp. 323-324).

이러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복지 수요의 급증

과 다양성에 대처하는 데 기존의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고 경직

적이었다(이성로, 2009, p. 282)는 문제의식과 함께 이에 효과적으로 대

처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위한 민주적 

협의 구조로서 거버넌스의 대두(박선희, 김수영, 2017, p. 155)가 논의

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등장으로 민관 협력을 

위한 형식적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활성화 수준은 낮다고 평가하면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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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회보장협의체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불평등한 권력 자원에서 기인하는 관 주도의 운영

과 여전히 계층적인 의사소통 구조이다(김진, 김회성, 2015, pp. 

144-156; 함철호, 2015, p. 238; 장현주, 2009, p. 158). 협의체 운영

이 공공 재원에 의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형식적이고 행정 주도형 운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박선희, 김수영, 

2017, p. 160). 

두 번째로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역시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

다(이성로, 2009; 함철호, 2015, p. 238; 김창기, 정재욱, 2009, pp. 

267-268). 복지부-시도-시군구-읍면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미약

할 뿐만 아니라 각 층위별 네트워크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함철호, 

2015, p. 238). 

세 번째로 사무국의 미설치, 열악한 재정, 민간 상근 간사의 미배치, 위

원의 선출방식·다양성·인식·역량 등을 포괄하는 협의체의 구조적 문제가 

다수 제기되었다(장현주, 2009, p. 158; 박선희, 김수영, 2017, p. 160; 

지은구, 2006; pp. 128-130; 이재완, 김승용, 2012a, p. 138). 특히 이

러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 지역별 

차이가 크다고 보고되고 있다(이재완, 김승용, 2012a, p. 138; 오민수, 

2016, p. 355). 

마지막으로 협의체의 목표가 불명확하고 참여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모

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협의체 구성원이 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

해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참여와 협력이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우중, 2013, p. 1; 김진, 김회성, 2015, pp. 144-156). 이 외

에도 협의체의 낮은 위상과 구체적 지침 부재, 평가 기제의 실효성 미흡 

등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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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 연구들을 연구 방법, 대상 및 범

위, 시기와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연구 방법의 측면

에서 보면 법령, 매뉴얼, 운영보고서, 회의록 등 문헌 자료와 행정 자료를 

기반으로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함철호, 2015; 최

균, 장영신, 2013; 지은구, 2006; 김윤경, 제미순, 2011; 장현주, 2009; 

유해숙, 2005; 김우중, 2013; 이재완, 김승용, 2012b; 김종건, 2017; 김

창기, 2007; 윤기찬, 손능수, 2011)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김창기, 정

재욱, 2009; 이수경, 제미순, 김윤경, 2014; 최항순, 윤춘모, 2011; 초의

수, 2008a; 이성로, 2009; 이재완, 김승용, 2012a; 박선희, 김수영, 

2017)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 대상 및 범위로 보면 전국 협의체 혹은 협의체 전반에 관한 연구

(함철호, 2015; 지은구 2006; 이수경, 제미순, 김윤경, 2014; 장현주, 

2009; 초의수, 2008a; 김우중, 2013; 이재완, 김승용, 2012a; 김종건, 

2017; 김창기, 2007)와 특정 지역에 대한 연구(김창기, 정재욱, 2009; 

최균, 장영신, 2013; 김윤경, 제미군, 2011; 최항순, 윤춘모, 2011; 유해

숙, 2005; 이성로, 2009; 초의수, 2008b; 함철호, 2017; 박선희, 김수

영, 2017; 김진, 김회성, 2015; 윤기찬, 손능수, 2011)로 대별할 수 있

다.

시기적·내용적 측면에서는 협의체 구축 이전에는 방향 설정을 논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이재완, 김승용, 2012a, p. 133), 협의체 도입 

이후에는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어떤 개념에 천착하여 논의를 진행하는지는 연구

자마다 차이를 보였다. 시민운동의 영향력(유해숙, 2005),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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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파트너십(초의수, 2008a; 이성로, 2009; 함철

호, 2015; 김진, 김회성, 2015), 민관의 인식 수준(이수경, 제미순, 김윤

경, 2014; 이재완, 김승용, 2012a), 로컬 거버넌스로서의 면모(이성로, 

2009; 초의수, 2008b) 등 다양한 관점에서 협의체를 분석하고자 시도하

였다. 

윤기찬, 손능수(2011)에 따르면 활성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변수는 ‘회의 개최 횟수, 예산액, 활동 방식(민간 주도), 의사소

통 방식, 운영 실적 등의 운영 관리 측면과 공동위원장 여부, 민간 유급 

간사 여부, 민간 참여 비율, 위원의 대표성(구성 다양성) 등과 같은 구성 

방식 측면, 시민단체의 참여, 민관 협력 파트너십, 관련 기관과의 협조 체

제 등과 같은 네트워크 측면’이었다(윤기찬, 손능수, 2011, p. 46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의 영향 요인으로서 부산 지역의 지역사

회보장협의체를 조사하여 분석한 초의수(2008b)는 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네트워크 담당 주체의 역량, 각종 실천적 경험, 네트워크의 행

정적 관리와 같은 환경적 여건을 제시하였다(초의수, 2008b, p. 8). 김진

과 김회성(2015)은 맥락적 차원, 제도적 차원, 관리적 차원의 세 가지 차

원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과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맥락적 차원은 지자체 역량, 민간사회복지 역량, 과거 민·관 협력 경

험으로 구성되며, 제도적 차원은 목표의 명확성, 참여자의 역할 분담, 네

트워크 거버넌스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관리적 차원은 Milward and 

Provan(2006)의 논의를 차용하여 책임성 관리 및 정당성 관리, 갈등 관

리, 헌신 관리, 지식 관리로 설정하고 있다(김진, 김회성, 2015, p. 

136-138). 

이성로(2009)는 로컬 거버넌스의 핵심으로서 지자체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간의 파트너십에 천착하여 그 구성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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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너십 요인을 협의체 대내적 차원과 대외적 차원으로 나누고 대내적 차

원을 다시 구조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이재완, 김

승용, 2012a, p. 139).

이 외에도 장현주(2009)는 회의개최와 민간 상근간사의 배치여부를 중

심으로 협의기능 활성화와 영향요인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분석하였으며, 

최항순과 윤춘모(2011)는 성남시의 복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거버넌스요인과 네트워크요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시도되었다. 장현주(2009)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도시형, 중소도시

형, 농어촌형별로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징에 따라 협의기능을 활성화하

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장현주, 2009, p. 158). 이재완과 김승용

(2012b) 역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별로 협의체를 유형화한 뒤, 

조직, 인력, 사업, 재정이 지역 유형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고찰하

였다(이재완, 김승용, 2012b, p. 226). 그 결과 전반적으로 중소도시에

서 협의체 활성화 수준이 양호했으며, 농어촌의 실태가 가장 열악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재완, 김승용, 2012b, p. 196). 함철호(2017)는 농촌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심을 가지고 특정 농촌 지역의 사례 연구를 통

해 활성화 수준과 원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함철호, 

2017, p. 61).

지역의 복지 네트워크 추진 체계라는 점에서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연구도 일부 수행되었다(최균, 장영신, 2013; 채현탁, 

2015; 홍선미, 2016).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개별적

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두 기관의 역할 갈등과 상호 네트워크 미흡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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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채현탁(2015)은 한정적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갈등, 통합성 구현 기반 취약을(채현탁, 2015, p. 135), 홍선미

(2016)는 기능 및 역할 중복, 취약한 재정과 인력구조, 연계 및 자원 활용 

미흡 등을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홍선미, 2016, p. 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관계 정립을 위한 방안으로 

홍선미(2016)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복지 네트워크의 조정자로서 민

간 기관의 리더로 역할하며, 시군구협의체는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지

역 내 복지사업 연계 활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홍선미, 2016, 

pp. 89-93). 채현탁(2015)은 기능적 측면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개발적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고, 사회복지협의회

가 복지 중심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 생활 중심으로 역할 강화

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채현탁, 2015, p. 141).

이상의 선행 연구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으로 제시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의 측면에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유급 상근 간사 배치, 실무분과 활성화가 다수 

언급되었다(김창기, 2007, pp. 188-189; 지은구, 2006, pp. 122-123; 

초의수a, 2008, p. 282; 이재완, 김승용, 2012b, p. 196). 독립적인 예

산과 유급 상근 간사의 존재는 협의체의 위상 및 실효성과 직결된 문제이

며, 참여, 네트워킹, 협력 등 협의체의 목적 구현을 위해 기본 전제가 되

는 사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위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

원 구성의 다양화와 전문성, 자질 향상을 살펴 볼 수 있다(박선희, 김수

영, 2017, pp. 175-176; 지은구, 2006, pp. 122-123; 이재완, 김승용, 

2012b, p. 196). 시민운동가, 지역주민, 지역사회복지시설 관리자 등 다

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워크숍 등 학습 기

회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세 번째 개선 방안으로 수평적 협력 지향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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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 모델 정립을 들 수 있다. 참여와 조직화,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

사회 복지 주체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기능을 수행하며, 그 의사소통 

방식이 수평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함철호, 2015, pp. 238-239; 박선

희, 김수영, 2017, pp. 175-176; 이수경, 제미순, 김윤경, 2014, pp. 

553-554). 이 외에 협의체가 놓인 환경인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지역

별로 상이한 접근이 필요하며, 협의체에 대한 인식 전환과 홍보, 지역사

회보장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협의체의 역할, 사회적 자본 확충 등이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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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기본 현황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법령 및 정책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방분권의 진전과 함께 지자체 중심의 효율적 

지역복지 실현을 위해 2005년에 구성되었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

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과 법적 근거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1) 

구분 2005. 7. 31. 이전 2005. 7. 31.~2015. 6. 30. 2015. 7. 1. 이후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명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

-관할지역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건의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
료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성격 심의/자문기구 심의/자문기구 기능 강화

비고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

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

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
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

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

자료: 보건복지부(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5

<표 3-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격 및 기능 변화

1) 본 보고서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2015년 이전의 법령, 연구, 사례의 경우에도 일
관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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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7)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진 배경을 ‘지방분권과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지역사회보장 환경을 반영한 사회보

장급여 제공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지역사회 공동

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의 네 가지 차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보건

복지부, 2017, pp. 2-7)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 영역에서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 기능의 이관을 넘어 

사회보장전달체계의 근원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지자체의 역

할도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내의 자원을 발굴‧연계

하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둘째, 민간을 중심으

로 발달되어 왔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환경에서 민과 관 각각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용자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민관 협력 파트

너십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의 복지 문제를 주민 스스로, 지

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 자원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넷

째,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행위자들의 네트

워크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

다(보건복지부, 2017, pp. 2-7). 

위와 같은 배경으로 탄생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첫째,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구축‧운영,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셋째,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 조성, 넷째,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보건복지부, 2017, p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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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능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
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

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
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위원 
자격
요건

시장‧군수‧구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
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

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
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
의 위원

위원장 
선출
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임명직/위촉직 공동위
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2년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자료: 보건복지부(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표 3-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변화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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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치(governance), 연계(network), 통합 서비

스의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협치(governance)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

력하여 심의‧자문’하는 것이며, 연계(network)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

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통합 서비스는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 역할

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지원’,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

구분
기존

(사회복지사업법)
현행

(사회보장급여법)

명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 기간)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

정 지원 기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

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위원 임기) 2년, 연임 가능

조직
운영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비고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직

원 배치(’14년, 200명)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의 법

적 근거 마련

자료: 보건복지부(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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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함을 뜻한다(보건복지부, 2017, p. 5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대표협의체, 실무협

의체, 실무분과, 간사, 읍면동협의체로 구성된다. 대표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보장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사

람으로 구성된 대표 간 협의체이며, 실무협의체는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

회보장 주체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실무자(현장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된 협의체이다. 또,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

계‧협력 강화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

영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pp. 16-50). 협의체 운영 활성화

를 위해 공공 간사와 민간 간사를 두고 있는데, 간사는 협의체 사무국의 

전담 직원(공공 간사는 지자체 공무원으로서 대부분 겸직, 민간 간사는 

유급직원으로 채용, 전담)으로서, 협의체의 일반 행정 및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사회보장관련 기관-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 활동 

업무, 협의체 내부 회의 개최-운영 등을 담당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치, 연계, 통합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

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의 사회

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제2항 제5호 및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하여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 사각지대 발

굴 강화 등을 위해 2017년 3월 신설된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적 복지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구축한 기존의 협의체를 보다 촘촘한 읍면동 단위로 

확대 개편한 것이다(보건복지부, 2017, p. 39). 시군구청, 시군구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과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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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p. 76).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

직하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

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협의체 위원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군구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구분 사회보장급여법의 관련 내용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기능

-위기 가정 상시 발굴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후원, 자원봉사, 사회공

헌 등)

위촉 
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 단체 구성원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처우 
수준

-위촉, 명예직(민간 위원)

위원회
구성

-동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동협의체 위원장은 동장(공공위원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함

위원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비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으로 구성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12

<표 3-1-3>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법적 근거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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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p. 42).

추진 체계 역할

시군구
‧ 사업 홍보 및 예산 지원
‧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추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업계획서 심의 및 운영 지원
‧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 읍면동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읍면동협의체 총괄 매뉴얼 마련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협의체 위원 추천

‧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 추진
‧ 읍면동협의체 회의 지원 및 회의록 관리, 행정 업무(회계 포함) 일체 

담당
‧ 읍면동협의체 연간 사업계획서* 작성
  *사각지대 발굴 업무,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

계 구축 및 운영 등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
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

 **시군구 차원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과 조율될 수 있도록 시

군구협의체 심의 사항으로 상정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위기가구 등 지원 대상자 발굴 및 복지 자원 발굴
‧ 자체 특화 사업의 지원 대상자 결정 등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시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동사업 논의

자료: 보건복지부(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p. 77

<표 3-1-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체계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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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신력 있

는 자료는 정부가 발표하는 보도자료이다. 아래 제시한 표는 지역사회보

장협의체의 변천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연도에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최근인 2018년 자료(2017년 12월 기준)에는 총 

9만 2294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자체 평균 인원은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6명, 실무분과 90명, 

읍면동 단위 협의체 17명이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 10. 10.).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첫해인 2008년에는 대표협의체 참여 인원이 

4184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5715명으로 증가했다. 실무협의체는 

4301명에서 5813명으로, 실무분과는 1만 3898명에서 2만 362명으로 

중가하여, 실무분과 참여 인원은 지난 10년간 1.5배로 확대되었다. 실무

분과의 수는 1641개에서 2059개로 25%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분과별 참

여 인원이 증가한 것이다. 읍면동협의체도 구성 첫해인 2016년 5만 

6576명에서 2018년 6만 404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3-1-6>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 구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이다.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인 2012년 기준 복지사업 기

관단체 대표(33.4%), 관계 공무원(18.8%), 기타 기업인, 종교인 등

(14.6%), 공익단체 추천자(13.0%), 보건의료사업기관단체 대표(11.2%), 

학계 전문가(9.0%)의 순이었다. 4개년의 자료에서는 구성원 중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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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소, 명)

기준 시점
시군구 

수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협의체

참여 
인원

참여 
인원

참여 
인원

분과 수
구성

읍면동
참여 
인원

2017년 말 229 5,715 5,813 20,362 2,059 3,488 60,404

2016년 말 228 5,380 5,619 18,513 1,834 3,467 57,577

2015년 말 228 4,839 5,042 16,920 1,824 3,413 56,576

2010년 말 230 4,410 4,749 16,101 1,655 - -

2009년 말 230 4,435 4,690 15,727 1,682 - -

2008년 말 232 4,484 4,552 14,798 1,667 - -

2007년 말 232 4,184 4,301 13,898 1,641 - -

<표 3-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변화 추이

   주: 1) 자료의 기준 연도는 표에 제시된 시점 연도의 전년 연말임.

        2) 각 협의체를 구성한 시군구 수의 경우, 2016년 실무분과 226개, 2017년 실무협의체 228
개, 실무분과 225개, 2018년 실무협의체 227개, 실무분과 225개 지자체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체 시군구에 구성된 것으로 제시됨. 

        3) 평균 참여 인원 : 대표협의체 23명, 실무협의체 25명, 실무분과 82명, 읍면동 단위 협의체 17명
        4) 2018년 기준 실무협의체 미구성: 전남 곡성군, 세종시, 실무분과 미구성: 인천 옹진군, 대

전 유성구, 전남 곡성군, 경북 고령군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연도 참고(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보도자료 내용 중 협의
체 현황 자료로 재구성함)

(단위: 명, %)

계
학계

전문가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관계
공무원

기타
(기업인, 

종교인 등)

2011년 
말

4,410
(100.0)

399
(9.0)

1,474
(33.4)

493
(11.2)

574
(13.0)

827
(18.8)

643
(14.6)

2009년 
말

4,435
(100.0)

427
(10)

1,392
(31)

519
(12)

626
(14)

837
(19)

634
(14)

2008년 
말

4,484

(100.0)

413

(9)

1,349

(30)

558

(13)

642

(14)

853

(19)

669

(14)

2007년 
말 

4,184
(100.0)

418
(10)

1,218
(29)

554
(13)

571
(14)

855
(20)

568
(14)

<표 3-1-6> 대표협의체 참여 구성 현황

  주: 1) 자료의 기준 연도는 표에 제시된 시점 연도의 전년 연말임.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연도 참고(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보도자료 내용 중 협의

체 현황 자료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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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실무분과 현황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실무분과는 시군

구 평균 8.9개 운영 중이었고, 실무분과가 구성되지 않은 지자체(광역시, 

군 지역)도 있었고, 최다 운영 지자체는 23개로 확인되었다(군 지역), 평

균 개수는 서울시와 인구 50만 이상 시가 각각 10.0개, 10.6개로서 그 밖

의 지역보다 많았다. 

시군구별 분과 수 전체
서울시
(25)

광역시
(45)

50만 
이상 시

(15)

50만 
미만 시

(61)

군
(83)

평균 8.9 10.0 8.5 10.6 8.7 8.7 

최대 23 20 22 17 19 23

최소 0 5 0 7 3 0

자료: 보건복지부 취합 자료를 재분석함(2016년 말 기준).

<표 3-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현황

본 분석에서 활용한 보건복지부 취합 데이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실무분과를 2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크게 복지 대상 기준, 기능 기

준으로 구분되며, 각 9개, 16개 유형이 포함되었다. 

가장 많은 시군구가 운영 중인 분과는 장애인 분과와 노인 분과로서, 17

개 시군구를 제외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여성 

분과(186개), 아동 분과(168개), 청소년 분과(137개)의 순이었다. 청소년 

분과보다 많은 유형은 사례관리 분과로서 145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었

으며, 고용‧자활 분과(124개), 보건의료 분과(121개)도 시군구의 절반 이상

이 운영 중이었다. 고용 ‧자활, 보건의료 분과 등의 존재는 지역사회복지협

의체의 구성 범위와 사회보장 영역으로 확장되면서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

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거 분과(44개), 문화 분과(38

개), 체육 분과(14개), 관광 분과(5개)도 소수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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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의 운영과 담당 상근 인력의 배치 현황을 살

펴보면, 지난 3년간 배치 지역이 다소 증가하여 181개 시군구, 228명의 

상근 간사(사무국장)가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별로 상근 간

사 배치 현황의 편차도 상당하여, 경기 수원시는 5명의 간사를, 성남시와 

고양시는 4명의 간사를, 이천시, 제천시, 구미시, 세종시는 3명의 간사를 

분과 유형 계
서울시
(25)

광역시
(45)

50만 
이상 시

(15)

50만 
미만 시

(61)

군
(83)

대상

기준

장애인 212 25 42 12 57 76

여성 186 22 32 11 53 68

가족 51 4 11 3 16 17

다문화 60 6 8 6 18 22

아동(영유아) 168 18 31 12 51 56

청소년 137 13 23 9 42 50

노인 212 25 42 11 58 76

청년 14 2 1 0 5 6

장년 18 2 2 0 6 8

기능 
기준

기획총괄 92 6 15 10 26 35

사례관리 145 20 27 10 35 53

고용자활 124 15 28 11 32 38

교육 48 8 12 6 11 11

문화 38 9 9 3 5 12

체육 14 4 2 0 2 6

관광 5 1 0 0 2 2

주거 44 9 4 5 10 16

보건의료 121 13 22 10 35 41

자원봉사 40 8 5 2 9 16

자원발굴지원 36 5 4 2 9 16

보육 43 4 7 4 11 17

교육 54 8 11 3 13 19

평생교육 20 1 4 1 6 8

지역복지 86 11 17 5 19 34

기타 75 10 17 7 24 17

자료: 보건복지부 취합 자료를 재분석함(2016년 말 기준).

<표 3-1-8>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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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여, 총 36개 지자체가 2명 이상의 사무국 인력을 운영 중이었다.

  

(단위: 개소, 백만 원)

기준 시점
시군구 

수

상근 간사 현황 예산 현황(지자체 자체 보조금)

배치(인원) 미배치 소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2017년 말 229
181
(228)

48 16,089 3,114 4,963 8,012

2016년 말 229
175
(218)

54 15,190 3,046 4,842 7,302

2015년 말 228
175

(208)
53 13,455 2,602 4,330 6,521

<표 3-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담 인력 배치 및 예산 지원 현황

주: 1)  상근 간사가 2명 이상 배치된 시군구는 다음과 같음.
         2017년 말:  5명(경기 수원시), 4명(경기도 성남시, 고양시), 3명(경기도 이천시, 충북 제천

시, 경북 구미시, 세종시), 2명(서울 2개소, 광주 3개소, 울산 울주군,  경기 7개
소, 충북 5개소, 충남 당진시, 전남 나주시, 경북 3개소, 경남 4개소, 제주 2개
소, 총 29개소) 

         2016년 말 : 4명(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3명(경기 화성시, 충북 제천시, 경북 구미시), 
2명(서울 2개소, 광주 3개소, 울산 울주군, 세종시, 경기 7개소, 충북 5개소, 충
남 홍성군, 경북 3개소, 제주 2개소, 총 28개소)

         2015년 말 : 5명(경북 구미시), 4명(경기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2명(서울 성동구, 광주 서
구, 광산구, 세종시, 경기 안산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 충북 청주시, 제
천시,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충남 보령시, 홍성군, 경북 포항시, 경산시, 경남 

고성군, 하동군,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연도 참고(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보도자료 내용 중 협의

체 현황 자료로 재구성함)

한편 보건복지부가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현황 자료에 의하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전담 직원을 배치한 시군구가 25개로 파악되었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외부 지원을 활용한 경우가 13개 지자체, 나

머지는 시군구 예산을 활용하였다. 기간제계약직 형태가 17명, 나머지는 

사회복지 공무원, 공무직 등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 기준 자료에서는 서

울, 울산 각 2개 구, 경기 12개시, 강원 1개 시, 충북, 충남 각 1개 군, 전

북, 경북, 경남 각 2개 군으로서, 경기도 시군구의 적극성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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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업무

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 협의체 위원 교육, 워크숍

∙ 협의체 컨설팅

협의체 운영‧ 구성 지원
∙ 회의 모니터링, 관리
∙ 협의체 참여 범위 확대 기반 마련

읍면동 단위 사업 운영

∙ 지역 자원 발굴 연계
∙ 후원자 및 자원개발 지원

∙ 모금 활동 지원, 모금회 연계
∙ 홍보 지원
∙ 민관 협력 사업

∙ 연계 강화를 통한 사례 발굴 등
∙ 협의체 운영 활성화 사업 운영: 커뮤니티 네트워크 사업 등

자료: 보건복지부가 시군구로부터 취합한 자료를 정리하여 제시함(2017년 말 기준)

<표 3-1-10> 읍면동협의체 전담 직원의 주요 역할

  

다음은 협의체의 회의 실시 현황을 파악한 결과이다. 대표협의체는 연

간 4.5회, 실무협의체는 3.4회, 분과회의는 33.4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

났다(2016년 기준). 그런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서면회의

와 대면회의 건수를 합산한 결과로서, 대면회의 건수만을 살펴보면, 대표

협의체는 2.2회, 실무협의체는 3.1회로 실제 대면회의는 실무협의체가 

더 많았고, 대표협의체는 반기 1회 정도의 회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유형별로 구분해 본 회의 건수는 대표협의체의 경우 50만 이상 

시가 3.3회(대면회의)로 많았고, 군 지역은 1.5회로 절반 수준이었다. 실

무협의체 대면회의는 서울 자치구에서 가장 많았다(4.7회). 분과회의는 

50만 이상 시(66.2회), 서울 자치구(50.9회), 50만 미만 시(35.9회), 광

역시 자치구(25.9회), 군 지역(21.3회)순으로, 회의 빈도로 본다면 군 지

역과 광역시 자치구의 협의체 활성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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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회)

대표협의체 회의 실무협의체 회의
분과 회의

계 서면 대면 계 서면 대면

서울 자치구 3.3 1.1 2.2 5.2 0.5 4.7 50.9 

광역시 자치구 6.5 4.0 2.5 3.2 0.4 2.8 25.9 

50만 이상 시 4.7 1.5 3.3 4.9 0.7 4.3 66.2 

50만 미만 시 5.1 2.5 2.6 3.7 0.3 3.4 35.9 

군 3.4 1.9 1.5 2.5 0.3 2.2 21.3 

전체 4.5 2.4 2.2 3.4 0.3 3.1 33.4 

<표 3-1-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실시 현황(2016년 연간)

주: 1) 2017년 연간 각 협의체 단위별로 실시된 회의 개최 수를 산출함.
     2) 응답 사례 수는 229개로서, 서울시 자치구 25,  광역시 자치구 45(세종시 포함), 50만 이상 시 

15, 50만 미만 시 61, 군 83개 포함(분과회의의 응답 사례 수는 총 188개 지자체로서, 서울시 
자치구 22, 광역시 자치구 31, 50만 이상 시 14, 50만 미만 시 58, 군 63개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취합 자료를 재분석함(2016년 말 기준).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성과가 첫째, 사회복지사업 중요 사항 심의· 

자문 건수, 둘째, 연구, 조사, 제도 개선 건수, 셋째, 교육･훈련, 세미나 등 

건수, 넷째, 그 외 민관 협력 행사 건수, 다섯째,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건수

(액수)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중요 사항의 심의‧자문 건수는 2012년 말 1466건 대비 3.4배로 증가

하여 5000여 건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연구‧조사‧제도 개선 건수는 일관

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최근 연도에 감소한 상황이다. 이에 

비해 교육훈련, 세미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민관 협력 행사도 증가하

였다.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건수도 2015년 이후 3년간 크게 증가한 상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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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수)

기준 시점
사회복지사업 

중요 사항 
심의·자문

연구, 조사, 
제도 개선

교육･훈련, 
세미나 등

그 외 민관 
협력 행사 등

서비스 제공 및 
연계

2016년 말 5,039 158 26,337 3,102 290,044건

2016년 말 5,936 100 10,377 1,079 210.304명

2015년 말 5,604 183 1,412 1,517 229,920명

2014년 말 3,820 885 1,779 - 106,689

2013년 말 1,832 571 1,839 - 111,049

2012년 말 1,466 509 1,579 -  93,918

2011년 말 - 286 1,401 631  77,796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연도 참고(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보도자료 내용 중 협의
체 현황 자료로 재구성함)

<표 3-1-12>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성과 변화 추이

다음 <표 3-1-13>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를 사각지대 

발굴 가구 수, 민간 자원 발굴 건수, 서비스 연계 등 지원 건수, 지역별 특

화 사업 수로 파악한 결과이다. 

사각지대 발굴 건수는 3년간 3배가량 증가하였고, 지역 특화 사업도 2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시군구 평균 규모를 살펴보면 사

각지대 발굴 건수는 3000여 건에 달하며, 민간 자원 발굴은 1500 건에 

가깝고, 서비스 연계 등 지원은 7600여 건이다. 지역별 특화 사업도 약 

11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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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시점
사각지대 발굴

(가구)

민간 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등 지원(건)

지역별 특화 
사업

(개소 수)금액(백만 원) 건

2017년 말 724,585 46,028 337,388 1,742,561
2,629
(8,824)

2016년 말 497,465 47,985 342,452 2,196,200 1,807

2015년 말 239,370 45,757 133,992 769,958 1,546

<표 3-1-13>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성과 현황

  주: 1) 읍면동 인적안전망(협의체·복지통(이)장 전체 실적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각 연도 참고(전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보도자료 내용 중 협의
체 현황 자료로 재구성함)

제2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및 주요 담당자 인식 
분석

  1. 조사의 개요

본 절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담당

자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에서 시군구협

의체를 조사 범위로 하였으며, 협의체의 주요 참여자인 실무협의체 위원

장, 공공 간사(시군구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 공무원), 민간 간사

(사무국 국장 등 직원)를 대상으로 협의체의 구성과 현황, 성과, 거버넌스

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2018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2주 동안 진행되었으며, 구

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구축된 온라인 설문 링크를 전국 228개 시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표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1

는 총 4개 영역, 26개 질문, 87개의 세부 질문으로 이루어졌고, 10점 척

도의 객관식 문항과 예산액이나 사업의 개수 등을 응답하는 주관식 문항

을 포함하였다. 조사표의 구체적인 구성과 항목은 <표 3-2-1>과 같다.

협의체 구성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목표 인식, 신뢰감, 

자발성, 소속감의 정도와 협의체의 구성이 다양성, 전문성, 주민 참여성 

등을 고려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와 이것이 협의체 운영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으며, 예상 및 특화 사업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 협의체 회의 

안건의 논의 범위와 과정, 역할 분담 등을 질문함으로써 협의체 내의 민

주성을 파악하였다. 특히 구성원 간의 갈등 경험이나 공공으로부터의 독

립성, 기능 강화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협의체 내외부의 역동을 검토하

고자 하였다.

협의체의 성과에 대한 영역에서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지

역 내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이 성과로 나타났

는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를 질문하였다. 마지막으

로 협의체 담당자가 인식하는 거버넌스는 무엇이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

하여 무엇이 필요한지를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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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조사 내용

협의체 
구성원 현황

구성원 현황 ․ 구성원의 목표 인식/신뢰감/자발성/소속감 등

구성의 포괄성 ․ 구성원의 다양성/사회적 약자 대변/전문가/주민 참여

협의체 운영

운영 현황
․ 회의 빈도 및 충분성/예산 총액 및 충분성
․ 특화 사업 개수/사업명

협의체 회의

․ 안건 및 협의 과정/논의 범위/의사소통

․ 역할 분담/활발한 분과/특화 사업 운영 노력
․ 구성원 갈등 경험 유무 및 갈등 관리/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 의견

․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
․ 강화가 필요한 기능

협의체 성과

서비스 제공과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의 복지서비스 제공 변화/협력 체계 구축
․ 지역 내 관계자들의 관심과 지원 정도

성과 ․ 협의체를 통한 유형별 성과/협의체 강점 및 애로사항

거버넌스 인식

거버넌스 인식 ․ 거버넌스의 이해

거버넌스 확대 

․ 지역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의견 및 이유

․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요건
․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동체 의식 관계

<표 3-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 및 담당자 인식 조사의 구성 및 항목

수집된 총 210케이스 중 설문 중단 및 결측 등의 사례를 제외하고 총 

138케이스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는 민간 간사가 82명(59.4%)으

로 가장 많았으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38명(27.5%), 공공 간사가 18명

(13.0%)이었다. 응답자의 소속 협의체 지자체 유형은 대도시가 49건

(35.5%), 군이 48건(34.8%), 중소도시가 41건(29.7%)으로 나타나 지역

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빈도 분석과 담당자 역할과 지역 유형에 따른 

응답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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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사례 수, %)

구분 빈도

성별
남성 51 (37.0)

여성 87 (63.0)

연령대

30대 이하 31 (22.5)

40대 74 (53.6)

50대 이상 33 (23.9)

소재지 지자체 
유형

대도시 49 (35.5)

중소도시 41 (29.7)

군 48 (34.8)

경력
협의체 현직 담당 기간 평균 43개월

사회복지 분야 경력 평균 126개월

협의체 담당 
역할

민간 간사 82 (59.4)

공공 간사 18 (13.0)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27.5)

직위
(실무협의체 
위원장만)

기관 운영책임자 14 (15.8)

기관 중간관리자 15 (36.8)

기관 실무자  1 (39.5)

교수  2 (5.3)

기타  6 (15.8)

소계 38 (100)

합계 138 (100)

<표 3-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 조사 응답자 정보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현황 및 관련 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상태에 대하여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협의

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을 파악하였다.

지향성 및 목표 인식, 신뢰감, 자발성, 소속감, 관련 협의체의 노력에 

대한 다섯 가지 문항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항목은 신뢰감이었다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감이 높다’ 7.46점). 다음으로는 협의체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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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는 구성원의 목표 인식, 신뢰감, 소속감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고 있다’ 7.16점), 소속감(‘구성원들의 협의체 소속감은 비교적 

높다’ 6.99점), 지향성 및 목표 인식(‘구성원들은 협의체의 지향성과 목표

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다’ 6.83점), 자발성(‘구성원들의 협의체 참여는 

자발성이 높다’ 6.80점)의 순이었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구성원들은 협의체의 지향성과 목표에 대하여 잘 인
식하고 있다

6.83 1.97 2 10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감이 높다 7.46 1.68 2 10

구성원들의 협의체 참여는 자발성이 높다 6.80 2.03 1 10

구성원들의 협의체 소속감은 비교적 높다 6.99 2.04 1 10

우리 협의체에서는 구성원의 목표 인식, 신뢰감, 소
속감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7.16 1.92 2 10

<표 3-2-3>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응답자의 소속 시군구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발성 문항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7.33점), 중소도시(6.73

점), 군 지역(6.31점) 순으로서, 대도시 협의체의 자발성에 대한 긍정 평

가가 타 지역 유형에 비해 높았다. 다른 4개 문항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도시 지역의 긍정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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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구성원들은 협의체의 지향성과 목표에 대하여 잘 인
식하고 있다

6.83 7.22 6.73 6.52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감이 높다 7.46 7.76 7.44 7.17

구성원들의 협의체 참여는 자발성이 높다 * 6.80 7.33 6.73 6.31

구성원들의 협의체 소속감은 비교적 높다 6.99 7.31 7.10 6.56

우리 협의체에서는 구성원의 목표 인식, 신뢰감, 소
속감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7.16 7.35 7.32 6.83

<표 3-2-4>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응답자의 담당 역할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섯 문항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응답이 민간 간

사나 공공 간사의 응답과 비교할 때, 긍정 수준이 높았다. 흥미로운 부분

은 민간 간사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우, 협의체 지향성과 목표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었는데(각각 6.43점, 7.82점), 공공 간사의 경우 자

발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5.89점)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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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구성원들은 협의체의 지향성과 목표에 대하여 잘 인
식하고 있다 **

6.83 6.43 6.61 7.82

구성원들은 상호 신뢰감이 높다 ** 7.46 7.27 6.89 8.13

구성원들의 협의체 참여는 자발성이 높다 ** 6.80 6.46 5.89 7.95

구성원들의 협의체 소속감은 비교적 높다 ** 6.99 6.59 6.50 8.08

우리 협의체에서는 구성원의 목표 인식, 신뢰감, 소
속감의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

7.16 6.85 6.78 8.00

<표 3-2-5> 협의체 참여 구성원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다음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을 파악하였다. 구성의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대변성, 전문성, 주민 참여성에 대한 네 가지 문항

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항목은 사회적 약자의 대변성이었다(‘여

성,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구성원들로 적절하

게 구성되었다’ 7.93점). 그다음으로는 다양성(‘다양한 직능, 계층, 집단

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7.89점), 전문성(‘사회보

장 영역의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다’ 7.70점), 주민 참여성(‘협

의체 구성 과정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추천, 자발적 신청 등 주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7.16점) 순이었다.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67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다양한 직능, 계층,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적
절하게 구성되었다

7.89 1.72 2 10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
변할 구성원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7.93 1.73 2 10

사회보장 영역의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
다

7.70 1.70 2 10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추천, 자발적 
신청 등 주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7.16 2.14 1 10

<표 3-2-6>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지역 유형에 따라 차이를 살펴보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양성과 전문성 모두 대도시(8.29점, 

8.16점), 중소도시(7.95점, 7.61점), 군 지역(7.44점, 7.29점) 순으로 긍

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사회적 약자의 대변성과 주민 참여성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으나, 도시 지역의 긍정적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다양한 직능, 계층,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적
절하게 구성되었다 *

7.89 8.29 7.95 7.44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
변할 구성원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7.93 8.41 7.78 7.56

사회보장 영역의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
다 *

7.70 8.16 7.61 7.29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추천, 자발적 
신청 등 주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7.16 7.45 7.29 6.75

<표 3-2-7>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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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역할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구성의 다양성, 사회적 약자의 

대변성, 전문성, 주민 참여성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

다. 네 문항 모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민간 간사나 공공 간사의 응답과 

비교할 때 긍정 수준이 높았다. 특히 주민 참여성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 

8.47점, 민간 간사 6.70점, 공공 간사 6.50점 순으로 타 담당 역할 대비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긍정 수준의 격차가 다른 문항에 비해 큰 것을 파악

할 수 있었다.  

(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다양한 직능, 계층, 집단을 대표하는 구성원들로 적
절하게 구성되었다 **

7.89 7.60 7.33 8.79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대
변할 구성원들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

7.93 7.65 7.22 8.87

사회보장 영역의 전문가들이 적절하게 참여하고 있
다 **

7.70 7.30 7.22 8.76

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지역으로부터의 추천, 자발적 
신청 등 주민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고 있다 **

7.16 6.70 6.50 8.47

<표 3-2-8> 협의체 구성에 대한 평가: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 및 관련 인식

가. 협의체 회의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현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각 협의

체 단위별 회의 빈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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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심의, 자문, 논의 등)을 위한 대표협의체 회의 

빈도, 실무협의체 회의 빈도, 실무분과별 회의 빈도, 읍면동협의체 회의 

빈도에 대한 네 가지 문항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았던 항목은 실무분

과별 회의(‘실무분과별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

하다’ 7.16점)였다. 그다음으로 읍면동협의체 회의(‘읍면동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6.06점), 실무협의체 

회의(‘실무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6.03점), 대표협의체 회의(‘대표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5.82점) 순이었다.2)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표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5.82 2.46 1 10

실무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6.03 2.36 1 10

실무분과별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하다

7.16 2.21 1 10

읍면동협의체 회의 빈도는 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
을 위해 충분하다

6.06 2.41 1 10

<표 3-2-9> 각 협의체 단위별 회의 빈도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95사례

협의체 회의 안건 및 협의 과정에 대하여, 안건의 성격(지역복지사업 

개선에 기여할 안건인지, 평소에 지자체로 전달하기 어려운 안건인지, 다소 

형식적인 안건 중심인지), 의사결정 방식 및 활용(충분한 논의로 합의 도출, 

결정 사항의 정책 반영), 회의 주도성(공공이 안건 상정 주도, 협의 절차 주도) 

2) 지역 유형별 분석, 담당자 역할별 분석에서는 4개 문항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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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각 문항에 대한 긍정도가 가장 높

은 항목은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회의에서는 대체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다’ 6.70점)였다. 그다음으로 지역복지사업 관련 안건

(‘지역복지사업 개선에 기여할 안건이 논의된다’ 6.64점), 결정 사항의 정

책 반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체로 정책에 반영된다’ 5.93점), 형식

적인 안건(‘다소 형식적인 안건 중심으로 논의된다’ 5.54점), 전달이 어려

운 안건(‘평소에 지자체로 전달하기 어려운 안건이 논의된다’ 5.36점), 안

건 협의 절차에서 공공의 주도(‘안건 협의 절차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

이 주도한다’ 4.93점), 회의 안건 상정에서 공공의 주도(‘회의 안건 상정

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이 주도한다’ 4.91점) 순이었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복지사업 개선에 기여할 안건이 논의된다 6.64 2.20 1 10

평소에 지자체로 전달하기 어려운 안건이 논의된다 5.36 2.34 1 10

다소 형식적인 안건 중심으로 논의된다 5.54 2.34 1 10

회의에서는 대체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다 6.70 2.08 1 10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체로 정책에 반영된다 5.93 2.25 1 10

회의 안건 상정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이 주도한다 4.91 2.49 1 10

안건 협의 절차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이 주도한다 4.93 2.46 1 10

<표 3-2-10> 협의체 회의 안건 및 협의 과정 평가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는,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의 정책 반영’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6.57점, 중소도시 5.68점, 

군 지역 5.50점으로 대도시가 다른 지역 유형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가 높

았다. 다른 문항의 경우에도 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 순이었으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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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안건 중심 논의’ 문항의 경우 군 지역이 5.94점, 중소도시 5.39점, 

대도시 5.29점으로 군 지역에서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복지사업 개선에 기여할 안건이 논의된다 6.64 7.06 6.51 6.33

평소에 지자체로 전달하기 어려운 안건이 논의된다 5.36 5.82 5.20 5.04

다소 형식적인 안건 중심으로 논의된다 5.54 5.29 5.39 5.94

회의에서는 대체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된다 6.70 7.20 6.44 6.40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대체로 정책에 반영된다 * 5.93 6.57 5.68 5.50

회의 안건 상정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이 주도한다 4.91 5.14 5.02 4.58

안건 협의 절차에서 대체로 공공(지자체)이 주도한다 4.93 5.20 5.00 4.60

<표 3-2-11> 협의체 회의 안건 및 협의 과정 평가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표 3-2-12>에서는 지난 1년간 협의체 회의 시 논의 혹은 결정된 사항

의 내용을 각 주제의 특성별로, 복지 자원 발굴, 욕구(사각지대) 발굴, 민

관 협력, 복지기관 간 협력, 유관기관 협력,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구분

하여 파악하였다. 여섯 가지 항목 중 민관 협력(‘민과 관의 협조 혹은 의사

소통’ 6.88점)이 가장 자주 논의 혹은 결정된 사항으로 나타났다. 그다음

으로 복지기관 간 협력(‘복지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6.70점), 유

관기관 협력(‘사회보장 범위의 유관기관 협력’ 6.50점), 욕구(사각지대) 

발굴[‘지역 욕구(사각지대) 발굴’ 6.15점], 복지 자원 발굴(‘지역의 복지 

자원 발굴’ 6.07점), 복지전달체계 개선(‘복지전달체계 구조 개선’ 5.83

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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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이 

없었다. 즉, 협의체의 소재 지역과 무관하게 논의 혹은 결정되는 안건의 

유형의 차이는 없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의 복지 자원 발굴 6.07 2.31 1 10

지역 욕구(사각지대) 발굴 6.15 2.31 1 10

민과 관의 협조 혹은 의사소통 6.88 1.96 1 10

복지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6.70 1.93 1 10

사회보장 범위의 유관기관 협력 6.50 2.08 1 10

복지전달체계 구조 개선 5.83 2.15 1 10

<표 3-2-12> 협의체 회의 시 논의 혹은 결정 사항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의 복지 자원 발굴 6.07 6.51 5.59 6.04

지역 욕구(사각지대) 발굴 6.15 6.57 5.46 6.31

민과 관의 협조 혹은 의사소통 6.88 7.16 6.90 6.56

복지 관련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6.70 7.20 6.54 6.33

사회보장 범위의 유관기관 협력 6.50 6.73 6.39 6.35

복지전달체계 구조 개선 5.83 6.14 5.66 5.65

<표 3-2-13> 협의체 회의 시 논의 혹은 결정 사항: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73

나. 의사소통 및 역할 분담

다음은 협의체 내부 구조 간의 소통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표협의체, 실

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다고 판단하

는지 질문하였다. 분석 결과,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이 

7.3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의

사소통’ 6.49점,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의사소통’ 5.79점, ‘대

표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 5.57점의 순이었다. 

지역 유형에 따른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문항은 없었으나 상대

적으로 주로 도시 지역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6.49 2.37 1 10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57 2.48 1 10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7.30 2.09 1 10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79 2.50 1 10

<표 3-2-14>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6.49 7.02 6.22 6.17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57 5.94 5.34 5.38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7.30 7.43 7.76 6.77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5.79 6.06 5.59 5.69

<표 3-2-15>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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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의체 내부 구조 간의 역할 분담 현황을 파악하고자 대표협의

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협의체 간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응답자 평가를 분석하였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

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가 7.0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87점, ‘대표협의

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74점,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46점 순이었다. 이는 앞서 제

시한 의사소통에 대한 판단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87 2.06 1 10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74 2.24 1 10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7.09 2.14 1 10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46 2.30 1 10

<표 3-2-16>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지역 유형별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면,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문항이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대도시가 7.57점으로 가장 긍정적

으로 평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중소도시 7.27점, 군 지역 6.44점 순이

었다. 다른 문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으나, 도시 지역이 상

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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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87 7.31 6.88 6.42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74 7.04 6.80 6.38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 7.09 7.57 7.27 6.44

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역할 분담은 합리적이다 6.46 6.61 6.68 6.10

<표 3-2-17> 각 협의체와 실무분과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다. 사업 운영

먼저 협의체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여건으로서, 협의체에 부여된 예산 

규모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응답 결과는 보통 수준의 긍정도였지만

(평균 5.03점), 다른 문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다. 지

역 유형, 응답자 역할별 분석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아, 지역이나 역할별 개인 인식과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운영 예

산에 대한 불충분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이 예산 규모는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 어느 정도 
충분하다

5.03 2.26 1 10

<표 3-2-18>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00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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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주축으로 운영하는 특화 사업의 수를 시

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2018년 8월 기준), 시

군구협의체의 경우 0~4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58.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9개(22.4%), 10개 이상(19.4%) 순이었다. 반면, 읍면동협의

체의 경우 10개 이상이 58.9%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0~4개

(28.4%), 5~9개(12.6%) 순이었다. 조사 결과로 볼 때, 읍면동협의체가 

운영하는 사업의 수가 시군구협의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단위: 개, %)

구분 시군구협의체 읍면동협의체

0~4개 58.2 28.4

5~9개 22.4 12.6

10개 이상 19.4 58.9

계
100.0
(98)

100.0
(95)

<표 3-2-19>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수

협의체를 주축으로 운영하는 특화 사업 중 역점을 두는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가지 사업의 예산 출처를 살펴보았다. 예산 출처는 중앙정부, 시도, 시

군구, 민간 공모(공동모금회 등), 민간 동원, 비예산 사업으로 구분하였으

며, 가장 큰 비율의 예산 출처는 시군구 44.5%이고, 다음으로 민간 공모 

27.4%, 민간 동원 14.6%, 비예산 사업 9.7%, 시도 3.4%, 중앙정부 0.3% 

순이었다. 역점을 두는 1순위 특화 사업의 예산 출처를 분석한 결과, 시군

구가 51.3%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민간 공모 32.2%, 민간 동원 

10.4%, 시도 3.5%, 비예산 사업 1.7%, 중앙정부 0.9% 순이었다. 2순위 

특화 사업의 경우 1순위 특화 사업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3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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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 사업의 경우 민간 동원과 비예산 사업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중앙정부 0.9 0.0 0.0 0.3

시도 3.5 4.7 2.0 3.4

시군구 51.3 41.5 40.0 44.5

민간 공모 32.2 31.1 18.0 27.4

민간 동원 10.4 13.2 21.0 14.6

비예산 사업 1.7 9.4 19.0 9.7

계
100.0

(115)

100.0

(106)

100.0

(100)

100.0

(321)

<표 3-2-20>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예산 출처 

주: 1) 예산 매칭비를 고려하여 각 순위별로 중복 선택 가능. 

협의체를 주축으로 하는 특화 사업 운영을 활발하게 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파악한 결과, ‘지자체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예산의 확보’가 

27.1%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자원 동원’ 19.6%, ‘민간 공모 사업 지원을 통한 예산의 확보’ 19.3%, ‘민

간의 자발적 자원 발굴을 통한 예산의 확보’ 15.7%, ‘지역주민 참여 독려

를 통한 자원 동원’ 13.0%, ‘기타’ 5.3% 순이었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순

위가 내려갈수록 예산의 확보보다 자원 동원을 위한 노력을 주로 응답했

음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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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지자체 등 정부 지원을 통한 예산의 확보 45.7 14.5  21.0  27.1  

민간 공모 사업 지원을 통한 예산의 확보 20.3 30.4  7.2  19.3  

민간의 자발적 자원 발굴을 통한 예산의 확보 10.9 13.8  22.5  15.7  

협의체 참여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자원 동원 15.2 22.5  21.0  19.6  

지역주민 참여 독려를 통한 자원 동원 6.5 12.3  20.3  13.0  

기타 1.4 6.5  8.0  5.3  

계
100.0 

(138)

100.0  

(138)

100.0  

(138)

100.0  

(414)

<표 3-2-21> 협의체 중심의 특화 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 노력

협의체의 운영 및 참여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을 경험했는지 파악

하였는데, 갈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1.3%였다.  

(단위: 개, %)

구분 빈도

그렇다 41.3

아니다 58.7

계
100.0
(138)

<표 3-2-22> 협의체의 운영 및 참여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갈등 경험 여부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관련하여 구조 소통의 어려움, 구성원 관련 어려움, 법적 기

능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 전담 인력 배치의 어려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법적 근거 제약의 여섯 가지 항목 중 예산 확보의 어려움(‘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어려움’ 6.97점)에 대한 긍정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

으로는 전담 인력 배치의 어려움(‘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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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어려움’ 6.90점), 법적 기능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기능과 실제 활동 내용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5.75점), 법적 근

거 제약(‘유관 제도 및 법적 근거의 제약, 실효성 등으로 인한 어려움’ 

5.70점), 구조 소통의 어려움(‘협의체의 구조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5.21점), 구성원 관련 어려움(‘협의체의 구성원의 방대한 참여 범위와 인

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5.17점) 순이었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협의체의 구조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5.21 2.21 1 10

협의체의 구성원의 방대한 참여 범위와 인적 특성으
로 인한 어려움

5.17 2.54 1 10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기능과 실제 활동 내용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5.75 2.42 1 10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어려움 6.90 2.73 1 10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어려움 6.97 2.48 1 10

유관 제도 및 법적 근거의 제약, 실효성 등으로 인
한 어려움

5.70 2.36 1 10

<표 3-2-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지역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인 두 항목의 경우 구조 소통의 어려움은 중소도시 5.66점, 군 지역 5.65

점, 대도시 4.41점 순이었으며, 구성원 관련 어려움은 군 지역 5.96점, 

중소도시 5.20점, 대도시 4.37점 순이었다. 다른 네 가지 항목의 경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모두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

으로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어려움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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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전담 인력 배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여러 유형의 어려

움 중 모든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대도시의 

경우 협의체 구조나 범위, 인적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은 겪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협의체의 구조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 5.21 4.41 5.66 5.65

협의체의 구성원의 방대한 참여 범위와 인적 특성으
로 인한 어려움 **

5.17 4.37 5.20 5.96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기능과 실제 활동 내용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5.75 5.00 6.22 6.13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어려움 6.90 6.20 7.22 7.33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어려움 6.97 6.31 7.73 7.00

유관 제도 및 법적 근거의 제약, 실효성 등으로 인
한 어려움

5.70 5.18 5.83 6.10

<표 3-2-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담당 역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

식을 살펴보면, 구성원 관련 어려움과 법적 기능과 실제 활동 불일치 항

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항목 모두 공공 간사(5.61

점, 6.22점), 민간 간사(5.46점, 6.12점), 실무협의체 위원장(4.32점, 

4.74점)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다른 네 항목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담 인력 배치 어려움의 경우 민간 간사가 

7.17점으로 가장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공공 간사 

6.89점, 실무협의체 위원장 6.32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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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협의체의 구조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 5.21 5.35 5.78 4.63

협의체의 구성원의 방대한 참여 범위와 인적 특성으
로 인한 어려움 *

5.17 5.46 5.61 4.32

법에서 규정하는 협의체의 기능과 실제 활동 내용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 **

5.75 6.12 6.22 4.74

협의체 운영을 위한 전담 인력 배치 관련 어려움 6.90 7.17 6.89 6.32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관련 어려움 6.97 6.95 7.39 6.82

유관 제도 및 법적 근거의 제약, 실효성 등으로 인
한 어려움

5.70 5.96 6.06 4.95

<표 3-2-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협의체 구성-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확보했

는가에 대한 평가를 파악하였다. 예산 운용 독립성, 의제 설정 자율성, 실

행력의 세 가지 항목 중 실행력(‘논의된 사항이 대체로 실행으로 이어진

다’ 6.25점)에 대한 긍정도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의제 설정 자율성

(‘안건 및 의제 설정의 자율성이 있다’ 6.14점), 예산 운용 독립성(‘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있다’ 5.01점) 순이었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있다 5.01 2.43 1 10

안건 및 의제 설정의 자율성이 있다 6.14 2.09 1 10

논의된 사항이 대체로 실행으로 이어진다 6.25 2.12 1 10

<표 3-2-26>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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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별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

었다. 예산 운용 독립성의 경우 군 지역 5.31점, 중소도시 5.17점, 대도

시 4.57점 순이었으며, 의제 설정 자율성은 중소도시 6.27점, 대도시 

6.16점, 군 지역 6.00점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실행력의 경우 대도시 

6.53점, 중소도시 6.17점, 군 지역 6.04점 순이었다.

담당 역할별 분석에서는 실행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

며 실무협의체 위원장 7.00점, 공공 간사 6.28점, 민간 간사 5.90점 순으

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른 두 항목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모두 실무협의체 위원장>민간 간사>공공 간사 순으로 점수가 높

았다. 

그러나 모두 보통 수준의 응답으로서, 전반적으로 협의체 운영의 독립

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하는 결과

이다.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있다 5.01 4.57 5.17 5.31

안건 및 의제 설정의 자율성이 있다 6.14 6.16 6.27 6.00

논의된 사항이 대체로 실행으로 이어진다 6.25 6.53 6.17 6.04

<표 3-2-27>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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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예산 편성과 운용의 독립성이 있다 5.01 5.00 4.56 5.24

안건 및 의제 설정의 자율성이 있다 6.14 5.89 5.83 6.82

논의된 사항이 대체로 실행으로 이어진다 * 6.25 5.90 6.28 7.00

<표 3-2-28>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공공으로부터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의 기능 중 추가적으로 강화해야 할 기능

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

축’이 17.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정책 제안 건의’ 16.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15.6%,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 모니터링’ 14.3%, ‘민관 공동 사업’ 13.8%, ‘지역사회보장 정

책 심의’ 13.3%, ‘기타’ 4.9%, ‘지역사회보장 정책 자문’ 4.4% 순이었다. 

순위별로 살펴보면, 1순위의 경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5.4%, ‘지

역사회보장 정책 심의’ 20.3%로 두 항목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으

나, 순위가 내려가면서 상대적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

전망 구축’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모니터링’의 비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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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지역사회보장 정책 심의 20.3 9.6 9.8 13.3

지역사회보장 정책 자문 2.9 5.2 5.3 4.4

지역사회보장 정책 제안 건의 14.5 17.8 16.7 16.3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25.4 10.4 10.6 15.6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모니터링 10.1 16.3 16.7 14.3

민관 공동 사업 12.3 13.3 15.9 13.8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인적 안전망 구축 12.0 22.0 17.0 17.0

기타 2.2 5.2 7.6 4.9

계
100.0
(138)

100.0
(135)

100.0
(132)

100.0
(405)

<표 3-2-29>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의 추가 강화 기능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414사례에서 9개의 결측치를 제외한 총 405사례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과와 관련 인식

가. 협의체 운영 성과: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 변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한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의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의견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주요 성과를 문제 논의 기

회, 관(지자체)에 대한 의견 개진, 기관 간 이해 제고, 지역 내 교류 증가, 

복지사업 확대, 공동(협력) 사업 실시, 서비스 제공 기반 통합, 민-관 파트

너십 형성, 민-관의 사업 협력 향상, 민간기관 간 협력 향상, 주민 참여 확

대에 대한 11가지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 중 긍정적 평가가 가장 높은 항

목은 지역 내 교류 증가(‘다양한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여 담당 업무에 도

움이 되었다’ 7.38점)이었다. 다음으로는 문제 논의 기회(‘지역복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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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7.17점), 민간기관 간 협력 향상(‘복

지사업 추진 관련 민간 부문/기관 간의 협력이 향상되었다’ 7.17점), 기

관 간 이해 제고(‘서비스 기관 간 상호 이해가 제고되었다’ 7.12점), 공동

(협력) 사업 실시(‘서비스 기관 간 공동(협력)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6.97점), 관(지자체)에 대한 의견 개진[‘관(지자체)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

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6.85점], 민-관 협력 향상(‘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

과 관의 협력이 향상되었다’ 6.81점), 주민 참여 확대(‘복지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6.77점), 서비스 제공 기반 통합(‘복지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통합성이 제고되었다’ 6.70점), 복지사업 확대(‘지역

복지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 편익이 증가하였다’ 6.57점), 민-관의 파

트너십 형성(‘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5.99점)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정리해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통해 지

역 내 교류 증가, 문제 논의 기회, 기관 간 협력 향상, 기관 간 이해 제고 

등은 상대적으로 긍정도가 높게 나타나, 네트워크를 통한 소통, 이해 제

고 등 거버넌스의 기본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거버넌스의 성숙을 통해 실현될 진일보한 성과들의 경우 상대

적으로 평가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민과 관의 대등한 파트너십 형성, 복

지사업 확대로 인한 주민 편익 증가, 서비스 제공 기반 통합 등에 대한 평

가 등 거버넌스 활동의 outcome에 해당하는 항목의 평가가 가장 낮았

고, 주민 참여 확대, 민과 관의 협력 향상, 관(지자체)에 대한 의견 개진, 

공동(협력) 사업 실시 등 그 매개 과정이 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긍정 평

가는 타 항목 대비 중간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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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7.17 2.04 2 10

관(지자체)에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6.85 2.31 1 10

서비스 기관 간 상호 이해가 제고되었다 7.12 1.93 2 10

다양한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여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었
다

7.38 1.93 1 10

지역복지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 편익이 증가하였다 6.57 2.10 2 10

서비스 기관 간 공동(협력)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6.97 2.03 2 10

복지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통합성이 제고 되었다 6.70 2.07 2 10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5.99 2.37 1 10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과 관의 협력이 향상되었다 6.81 2.19 1 10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간 부문/기관 간의 협력이 향상되었
다

7.17 2.02 1 10

복지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6.77 2.10 2 10

<표 3-2-30> 협의체 운영 성과: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 변화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다음은 협의체 운영에 따른 복지서비스 제공 및 협력 체계 구축 관련 

변화 인식을 지역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세 문항으로서, 기관 간 이해 제고, 민관 파트너십 형성, 기관 간 

협력 향상 모두 대도시>중소도시>군 지역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

다. 다른 문항들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진 않았지만 군 

지역에 비해 도시 지역의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편이었다. 중소도시와 군 

지역에서 지역 내 교류 증가에 가장 긍정적이었고(7.66점, 6.94점), 대도

시에서는 기관 간 협력 향상에 가장 높은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7.6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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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7.17 7.35 7.44 6.77

관(지자체)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6.85 6.98 7.34 6.29

서비스 기관 간 상호 이해가 제고되었다 ** 7.12 7.67 7.27 6.44

다양한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여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었
다

7.38 7.57 7.66 6.94

지역복지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 편익이 증가하였다 6.57 6.78 6.49 6.44

서비스 기관 간 공동(협력)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6.97 7.41 7.00 6.50

복지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통합성이 제고되었다 6.70 6.84 6.90 6.40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 5.99 6.39 6.32 5.31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과 관의 협력이 향상되었다 6.81 7.04 6.90 6.50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간 부문/기관 간의 협력이 향상되었
다 *

7.17 7.69 7.20 6.60

복지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6.77 7.00 6.73 6.56

<표 3-2-31>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대도시  49, 중소도시 41, 군 48)

응답자의 담당 역할별 분석에서는, 관(지자체)에 대한 의견 개진, 기관 

간 이해 제고, 지역 내 교류 증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냈다. 세 문항 모두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다. 다

른 문항들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실무협의체 위

원장과 민간 간사의 경우 지역 내 교류 증가(7.87점, 7.35점)에 가장 긍

정적인 평가를 한 반면, 공공 간사의 경우 기관 간 협력 향상(7.44점)에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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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지역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 7.17 6.99 6.72 7.79

관(지자체)에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

6.85 6.44 6.61 7.84

서비스 기관 간 상호 이해가 제고되었다 * 7.12 6.98 6.50 7.74

다양한 지역 인사들과 교류하여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었
다 *

7.38 7.35 6.44 7.87

지역복지사업 확대로 실질적인 주민 편익이 증가하였다 6.57 6.35 6.17 7.24

서비스 기관 간 공동(협력)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6.97 6.85 6.67 7.37

복지사업 및 서비스 제공 기반의 통합성이 제고 되었다 6.70 6.50 7.00 7.00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 5.99 5.65 6.33 6.58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과 관의 협력이 향상되었다 6.81 6.45 7.33 7.34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간 부문/기관 간의 협력이 향상되었
다

7.17 6.98 7.44 7.45

복지사업 추진 관련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6.77 6.63 7.22 6.84

<표 3-2-32>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 유형별로 긍정 평가의 양상은 다

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데 주목해 볼 수 있다. 대도시 협의체의 경우, 

민간 부문에서의 협력 향상에 대한 긍정 평가가 가장 높았는데, 중소도시

와 군 지역은 지역 인사 교류로 인해 담당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

가 가장 높았다. 2순위에서도 대도시는 기관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중소도

시와 군 지역은 논의 기회의 마련이 제시되었다. 

5순위 내의 항목 중 군 지역만 주민 참여에 대한 긍정 평가가 포함되었

고, 중소도시에서만 관(지자체)에 대한 의견 개진 변화가 포함되었다. 

한편 담당자 역할별 분석 결과에서는 민간 간사와 실무협의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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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응답과 공공 간사의 응답은 그 경향성에 차이를 보였다. 공공 간사는 

서비스 제공 기반 통합, 민-관 협력 향상, 주민 참여 확대를 우위의 성과

로 본 반면, 민간 영역의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그렇지 않았다. 대

신, 논의 기회 마련, 관(지자체)에 의견 개진, 기관 간 상호 이해 제고, 지역 

인사 교류로 담당 업무 도움 등 의사소통 상황,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상 변

화와 관련한 사항은 민간에서 높게 인식하였고, 공공은 그렇지 않은 상당한 경

향성의 차이를 보였다.   

(단위: 순위)

지역 유형 담당자 역할

대도시 중소도시 군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논의 기회 마련 4 2 2 2 3

관(지자체)에 의견 개진 3 2

기관 간 상호 이해 제고 2 4 3 4

지역 인사 교류로 담당 업무 도움 3 1 1 1 1

기관 간 공동(협력)사업 5 5 5 5

서비스 제공기반 통합 4

민-관 협력 향상 2

민간 부문/기관 간 협력 향상 1 5 3 3 1 5

주민 참여 확대 4 3

<표 3-2-33> 협의체 운영 성과에 대한 인식 비교

나. 협의체에 대한 지역 관계자의 관심‧지원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지역 내 관계자들의 관심

과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긍정적인 평가로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7.33점으

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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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점, ‘지역주민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인식’ 6.12점, ‘지자체 공무원

들의 관심’ 5.74점,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 5.69점 순이었다. 응답자들

은 관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 5.74 2.46 1 10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 5.69 2.27 1 10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6.78 1.91 1 10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7.33 1.72 2 10

지역주민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인식 6.12 2.02 1 10

<표 3-2-34>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역 내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응답자의 담당 역할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3) ‘민간 복지기관 관

계자들의 관심과 참여’와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항목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두 항목 모두 실무협의체 위원

장>민간 간사>공공 간사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다른 항목들도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진 않았지만, 세 담당 역할 모두 관(지자체)의 관

심과 지원보다 지역(기관 관계자,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더 긍정적인 평

가를 하였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예산 지원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으나, 민

간 간사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심에 대한 평가가 가장 낮았다는 점에 주목

할 필요가 있겠다. 이는 단지 예산뿐만이 아니라 협의체 운영 전반에 대

3)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고, 항목 간 점수
의 순위도 유사하여 분석 결과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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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의 관심과 지원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 5.74 5.39 6.00 6.37

지자체의 예산 등 지원 5.69 5.55 5.44 6.11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 6.78 6.67 6.11 7.34

민간 복지기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 * 7.33 7.13 6.83 7.97

지역주민의 협의체 활동에 대한 인식 6.12 5.83 5.94 6.82

<표 3-2-35> 협의체 운영에 관한 지역 내 관심과 지원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다. 협의체 참여를 통한 개인적 성취 인식 

다음은 응답자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참여를 통해 성취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내용들을 여섯 가지 질문으로 파악하였다. 가장 높은 성취 수준

으로 파악하는 사항은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 향

상’(7.51점)이었으며, 다음으로는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인적 네

트워크 형성(7.47점)’, ‘소속 기관 사업 추진(업무 수행)에 도움(7.19점)’

이 7점 이상으로 성취도가 높은 성과로 인식하였다. 이에 비해 의견 개진, 

의견 반영 성과에 대한 긍정 인식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지자체의 지역복

지사업 추진 관련 의견 반영 6.20점, 지역복지 문제나 대안에 대한 충분

한 의견 개진 6.43점).

응답자 역할별 분석에서는4) 세 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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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협의체 구성

원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 향상’, ‘지역복지 문제나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 등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민간 간사>공공 간사의 순으로 성

취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결과 중 역시 민간의 간

사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 추진 관련 의견 반영’

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던 반면, 공공 간사는 ‘지역복지 문제나 대

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민

간의 경우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의견에 대한 기대가 높고, 공공

의 경우 전반적인 복지 정책 대안에 대한 미흡함을 느껴 나타난 결과로 파

악된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지역복지 문제나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 6.43 1.88 1 10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 추진 관련 의견 반영 6.20 2.05 1 10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7.47 1.84 1 10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 향상 7.51 1.75 2 10

(나의 소속 기관) 사업 추진(업무 수행)에 도움 7.19 1.82 1 10

지역 내 새로운/혁신적 복지사업 여건 조성 6.48 2.07 1 10

<표 3-2-36> 협의체 참여를 통한 성취 정도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

4)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고, 항목 간 점수
의 순위도 유사하여 분석 결과 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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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지역복지 문제나 대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 * 6.43 6.16 6.11 7.18

지자체의 지역복지사업 추진 관련 의견 반영 6.20 5.89 6.28 6.84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 7.47 7.34 6.61 8.16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연대감 향상 * 7.51 7.33 6.89 8.18

(나의 소속 기관) 사업 추진(업무 수행)에 도움 7.19 7.29 6.67 7.21

지역 내 새로운/혁신적 복지사업 여건 조성 6.48 6.27 6.28 7.03

<표 3-2-37> 협의체 참여를 통한 성취 정도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8사례(민간 간사 82,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8)

  5. 지역사회보장과 거버넌스 인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자들이 거버넌스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거버넌스’ 개념, 용어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는데, ‘공공과 민간

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사업) 추진 체계’를 가장 다수가 지적하였다

(37.0%), 다음으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 네

트워크’ 30.4%, ‘정책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21.1%, ‘공공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5.2%, ‘공공의 권한과 개입을 최소화’ 4.4%, ‘기타’ 

1.9% 순이었다.5) 

5) 응답자의 소속 지역 유형, 응답자 담당 역할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응답 경향성이 유사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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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빈도

 정책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 21.1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사업) 추진 체계 37.0

 공공 업무 수행 방식의 변화 5.2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 네트워크 30.4

 공공의 권한과 개입을 최소화 4.4

 기타 1.9

계
100.0
(270)

<표 3-2-38> 협의체 참여자의 ‘거버넌스’ 개념‧용어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5사례로 사례당 최대 2개 중복 선택 가능. 

다음으로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거버넌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를 0점(‘전혀 그렇지 않음’)에서 10점(‘매우 그러함’)까지의 척

도로 파악하였다. 지역 거버넌스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평균 8.05점

으로 높은 긍정적 의견이 확인되었다.6)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귀하께서는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거버넌
스’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05 1.81 1 10

<표 3-2-39> 지역 거버넌스 확대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5사례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사례(6~10점 응답)를 대상

으로 확대 이유를 물어본 결과, ‘다양한 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

어서’가 56.6%로 절반 이상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정책 추진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13.1%, ‘민간의 창의적인 

6) 지역 유형별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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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10.7%, ‘정책(사업)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8.2%, ‘민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7.4%,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2.5%, ‘민간

의 요구나 불만을 잘 해소할 수 있어서’ 0.8%, ‘기타’ 0.8% 순이었다. 

지역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세 유형 모두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서’ 항목을 제외하고, 대도시의 경우 ‘정책(사업)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가 16.7%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

지하였으며, 중소도시의 경우 ‘정책 추진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

해’ 12.8%, 군 지역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가  19.5%를 차지하였다.  

(단위: 개, %)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다양한 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서 56.6 54.8 66.7 48.8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10.7 7.1 5.1 19.5

정책 추진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13.1 9.5 12.8 17.1

민간의 요구나 불만을 잘 해소할 수 있어서 0.8 0.0 0.0 2.4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2.5 4.8 0.0 2.4

정책(사업)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8.2 16.7 7.7 0.0

민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7.4 4.8 7.7 9.8

기타 0.8 2.4 0.0 0.0

계
100.0 100.0 100.0 100.0

(122) (42) (39) (41)

<표 3-2-40> 지역 거버넌스 확대 이유: 지역 유형 비교

응답자의 담당 역할에 따른 지역 거버넌스의 확대 이유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으나 실무협의체 위원장, 

민간 간사, 공공 간사 모두 ‘다양한 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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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가 절반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공공 간사의 경우 ‘민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

대한 활용하기 위해’가 31.3%로 실무협의체 위원장 2.9%와 민간 간사 

4.2%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단위: 개, %)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다양한 의견을 정책-사업에 반영할 수 있어서 56.6 54.9 50.0 62.9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서 10.7 11.3 6.3 11.4

정책 추진의 문제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해 13.1 18.3 0.0 8.6

민간의 요구나 불만을 잘 해소할 수 있어서 0.8 1.4 0.0 0.0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2.5 1.4 6.3 2.9

정책(사업)의 목표와 책임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8.2 8.5 6.3 8.6

민간의 물적,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7.4 4.2 31.3 2.9

기타 0.8 0.0 0.0 2.9

계
100.0

(122)

100.0

(71)

100.0

(16)

100.0

(35)

<표 3-2-41> 지역 거버넌스 확대 이유: 담당자 역할 비교

반면, 지역 거버넌스의 확대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사례(0~4점 

응답)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불분명해서’가 3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정책(사

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나 의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서’ 

22.2%, ‘기타’ 22.2%, ‘기대에 비해 정책의 성과를 기하기 어려워서’ 

11.1%, ‘현재의 관 주도의 협력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서’ 11.1%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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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개, %)

구분 빈도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정이나 의견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서

22.2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체 간 경쟁과 갈등이 잦아서 0.0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어서 0.0

참여하는 주체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0.0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와 역할이 불분명해서 33.3

기대에 비해 정책의 성과를 기하기 어려워서 11.1

현재의 관 주도의 협력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서 11.1

민과 관의 상호 정보 공유가 잘되지 않아서 0.0

기타 22.2

계
100.0

(9)

<표 3-2-42> 지역 거버넌스 확대에 공감하기 어려운 이유

지역의 복지 거버넌스를 활성화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건을 13

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파악한 결과, ‘민간과 협력하려는 공공의 적극적 마

인드’가 25.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참여 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의 확립’ 16.5%, ‘민관 협력 체계 운영을 뒷받침하는 충

분한 예산’ 12.0%, ‘참여 주체 간 활발한 교류 및 소통’ 9.8%, ‘민관 협력 

추진 기구(조직)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 9.8%,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시민단체, 자치조직의 활성화’ 9.0%, ‘정책의 파트너로서 민간에 대한 신

뢰’ 3.8%, ‘공무원 인사고과 체계와 적극적 연계’ 3.0%, ‘법률과 제도(조

례 등)의 기반 강화’ 2.3%, ‘민간 참여주체들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2.3%, ‘지역 정책과 현안이나 사업 추진에 관한 정보 공개 및 제공’ 2.3%,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마련’ 2.3%, ‘기타’ 1.3% 순

이었다.  

지역 유형 간 차이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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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 중소도시 30.8%, 군 지역 26.1%, 대도시 20.8% 순으로 세 지역 

유형 모두 ‘민간과 협력하는 공공의 적극적인 마인드’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단위: 개, %)

구분 전체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시민단체, 자치조직의 활성화 9.0

참여 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의 확립 16.5

법률과 제도(조례 등)의 기반 강화 2.3

민관 협력 체계 운영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예산 12.0

공무원 인사고과 체계와 적극적 연계 3.0

민간 참여 주체들의 전문성 확보 및 강화 2.3

지역정책과 현안-사업추진 정보 공개 및 제공 2.3

참여 주체 간 활발한 교류 및 소통 9.8

민간과 협력하려는 공공의 적극적 마인드 25.6

정책의 파트너로서 민간에 대한 신뢰 3.8

민관 협력 추진 기구(조직)의 위상과 권한의 강화 9.8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관한 절차와 기준 마련 2.3

기타 1.3

계
100.0

(133)

<표 3-2-43> 지역복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건: 지역 유형 비교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 형성에 지역복지 거버넌스가 기

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가를 파악하였다. 이는 신뢰 차원, 규범 차원, 연

결망 차원, 공동체 의식 형성의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문항으로서, 연

결망(‘연결망(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참여)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7.29점) 차원의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공동체 의식 

형성(‘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7.13점), 신뢰 차원 기

여[‘신뢰(개인 간 신뢰, 제도적 신뢰)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7.05점], 

규범 차원 기여[‘규범(시민의식 및 소속감)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6.87

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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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신뢰 차원 기여, 연결망 차원 기여, 

공동체 의식 형성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항목에서 중소도시>대도시>군 지역 순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담당 역할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규범 차원 기여와 연결망 

차원 기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든 항목에서 실무

협의체 위원장>민간 간사>공공 간사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단위: 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신뢰(개인 간 신뢰, 제도적 신뢰)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7.05 1.83 1 10

규범(시민의식 및 소속감)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6.87 1.87 1 10

연결망(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참여) 차원에서 기여하
고 있다

7.29 1.87 1 10

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7.13 1.87 1 10

<표 3-2-44>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주: 1)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3사례

(단위: 점)

구분 전체
지역 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군

신뢰(개인 간 신뢰, 제도적 신뢰)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

7.05 7.10 7.54 6.57

규범(시민의식 및 소속감)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6.87 7.10 7.15 6.39

연결망(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참여) 차원에서 기여
하고 있다 *

7.29 7.58 7.64 6.67

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 7.13 7.38 7.46 6.59

<표 3-2-45>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지역 유형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3사례(대도시  48, 중소도시 39, 군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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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점)

구분 전체

담당자 역할

민간 간사
공공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

신뢰(개인 간 신뢰, 제도적 신뢰)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7.05 6.99 6.50 7.43

규범(시민의식 및 소속감) 차원에서 기여하고 있다 
**

6.87 6.71 6.11 7.59

연결망(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참여) 차원에서 기여
하고 있다 *

7.29 7.13 6.61 7.95

지역의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7.13 7.03 6.44 7.68

<표 3-2-46> 지역복지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인식: 담당자 역할 비교

주: 1) * .05, ** .01 수준에서 유의함.

     2) 분석에 포함된 사례 수는 총 133사례(민간 간사 78, 공공 간사 18, 실무협의체 위원장 37)

제3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층 사례 분석

  1. 분석의 개요

가. 분석 목적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복지 영역의 대표적인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를 두고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세 층위에서 구성되는 지

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

합적 체계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pp. 1-4). 이러한 

지향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사회적 위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를 기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20세기 후반부터 큰 흐름을 형성한 사회복지의 분권화, 그리고 민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강화는 한국의 사회복지,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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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서 지역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제이며, 

사회복지사업법(7조의 2)에 근거해 설치되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계승하고 있다. 

지역 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인 정착과 건실한 기

능 수행은 공공서비스의 효과적·효율적 전달을 보장하는 정책적 수단으

로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즉, 지역사회가 직면한 복지 문제 및 사회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기구로 위상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성공적인 공공서비스의 전달과 지역사회의 복지 욕구 충족 및 사

회 문제의 해결은 상당 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얼마나 본연의 역할

과 기능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 속에 파고들 수 있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지역 거버넌스인 전국 시·군·구(읍·면·

동 포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

후 지역 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및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 조사 개요

전국을 범위로 한 제2절 협의체 운영 실태 및 주요 담당자 인식 분석이 

현황 파악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협의체의 실태를 개괄하고자 하였다면, 

제3절에서는 특정 협의체를 범위로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조사에 포함함

으로써 보다 촘촘하고 심도 있는 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기반으로 개별 인터뷰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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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지역 유형을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포

함하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으로 분류하고, 각 지역 유형에서 활성

화 수준이 높거나 연구 필요성이 높은 대상 지역을 전국 지역사회보장협

의체 사무국연합회의 추천과 연구진의 논의를 통해 선정하였다. 최종적

으로 대도시권 6개 지역, 중소도시권 3개 지역, 군 지역권 2개 지역으로 

총 11개 지역이 조사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표 3-3-1> 참조), 지역별

로 협의체 구성원 10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각 지역별 구성원 10인에는 민간 간사,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1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

체 위원, 실무분과 분과장 및 위원,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이 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안배하였다. 

2018년 8월부터 9월 초까지 약 한 달 동안 조사 대상 협의체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총 109건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지역 유형 지역 사례 수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50만 이상 시)

서울 성동구 10

부산 수영구* 9

광주 서구 10

인천 계양구 10

대구 남구 10

경기 고양시 10

중소도시

경기 김포시 10

충남 아산시 10

강원 태백시 10

군 지역
경남 창녕군 10

경북 영덕군 10

계 11개 시군구 109

주: 1) 부산 수영구는 조사 시점에 공석의 사유로 민간 간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표 3-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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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자 지역 당 사례 수 수집 사례 수

공공 간사 1 11

민간 간사 1 10

대표협의체 위원장 1 11

실무협의체 위원장 1 11

실무협의체 실무위원 1 11

실무협의체 분과장 2 22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3 33

계 10 109

<표 3-3-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 역할별 대상자

조사 내용은 협의체의 거버넌스, 책임성, 민주성과 협력, 전문성, 독립

성, 관계성, 조직의 체계성, 성과의 총 8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실제 

인터뷰를 진행할 때는 실무적인 내용 등 소속 단위에 따라 인지할 수 없

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에 따라 일부 조사 내용을 

가감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표 3-3-3>과 같다. 각 구분 영역이 

다루는 상세한 내용은 ‘라. 분석 틀’에 제시하였다.

구분 조사 내용

협의체의 거버넌스
․ 협의체의 위상과 성격

․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협의체와 거버넌스 부합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역할/지역 자원 개발에서의 역할
협의체의 책임성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여부 및 운영 실태, 성과

협의체의 
민주성과 협력

․ 지역주민과의 공유 노력/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 역할

협의체의 전문성
․ 위원들의 전문성 확보 노력 및 개선 사항

․ 분과 활동 활성화 노력

․ 협의체 예산의 적절성 및 예산 확대 필요 내용

협의체의 독립성 ․ 공공 간사, 민간 간사의 활성화 기여

․ 협의체 관 주도성에 대한 인식

<표 3-3-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례 조사의 구성 및 항목



104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다. 분석 틀의 구성

연구 목적에 따른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

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등 제반 요인들

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 틀로 구조화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우선, 선행 연구의 분석을 통해 필요한 개념들을 확인하고 이를 본 연

구의 목적에 맞게 구조화하여 분석 틀을 구성하는 것으로 연구 내용을 정

리하고자 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요인    

(1) 제도적 규정 요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신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 복지 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기반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제시하였다. 그 기능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복지서비스의 연계 기반 마련, 복지 자원의 개발, 지역의 복지 발전

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건의, 지역 내 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으로 

구분하고 있다(이현주, 강혜규, 석재은, 선우덕, 김성한, 백종만 등, 2003, 

구분 조사 내용

협의체의 관계성 ․ 협의체 내외부 갈등 여부 및 해소 방식

협의체 조직의
체계성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시군구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간 역할 
분담 및 관계의 적절성

․ 실무분과 중 활성화 분과

협의체의 성과
․ 서비스 주체, 지역주민의 변화/협의체의 활동 성과 및 요인/과제

․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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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158-160; 김창기, 2007, pp. 182-188).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기본적으로 

승계하였고, 몇 가지 부분에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

으로 서비스 영역이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에서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

경 등의 영역으로 확대된 점과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한 점이 주요 변화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의 변화를 반영한 사회

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에 따른 결과이다(함철호, 2015, pp. 214-215). 

지역 거버넌스로서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복

지계획, 지역의 공공-민간의 협력 기반 마련, 자원 개발 및 동원을 핵심적

으로 요구받고 있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하면 다음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 복지서비스 연계 기반 마련

� 지역의 복지 자원 개발 

� 지역복지를 위한 의견 수렴 건의

� 지역 내 복지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보급

(2) 이론적 요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준 요인은 법적·제도적 규

정 이외에 이론적 논의로부터 도출할 수도 있다. 1990년 이후 국내에서 

소개되거나 수행된 연구들은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 지역  거버넌스의 파

트너십 시너지(partnership synergy) 환경 조건 등 다양한 이론적 논의

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평가에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

한 국내 연구들은 비록 부분적이지만 유용한 분석 개념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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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지역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차원에

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연구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개념들을  논의한다. 

(가)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적 구성 요소

스토커(Stoker)는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을 개방성(openness), 참여

(participation), 부문 간의 지속적 상호 협력의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

다(원구환, 2003, pp. 5-8 재인용). 개방성은 반대 계층이나 소외 계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비배제적 원칙을 의미한다. 참여는 일반 대중의 관

심과 정책 과정에서의 소통과 역할을 강조한다. 그리고 개방성과 참여를 

기초로 지역사회의 각 부문이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것을 중시하고 있

다. 다만, 스토커의 설명은 지역 거버넌스의 민주적 정치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의 확보를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평가받는다. 

커티스(Curtis)는 지역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요소를 들고 있다(원구

환, 2003, pp. 8-9 재인용).  

첫째, 보조성(subsidiarity)과 특정성(specificiarity)이다. 보조성은 

지방정부의 권력 분산과 보조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고 특정성은 지역 공

동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특정 주체들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재의 공급 주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다. 공공재의 결정 권한을 지방정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민간에 넘겨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종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조정자(arranger)와 서비스 생산자(producer)의 구분이

다. 서비스 조정자는 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생산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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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연계시키는 주체를 의미한다.7) 서비스 생산자는 말 그대로 서비스

를 직접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Savas, 1987, 

pp. 60-62). 이는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생산 주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시민의식의 함양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형성하는 가치와 지향

을 포함한 거버넌스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역 거버넌스로

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개

념이다.  

다섯째, 지역 거버넌스는 공동의 소유 의식과 의무감이다. 이를 통해 

지역 거버넌스가 원하는 목적을 향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

한다. 공동의 소유 의식과 의무감은 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회서비스의 대상자, 관망자로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

적인 책임 주체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지역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시너지 결정 요인

라스커, 와이스, 밀러(Lasker, Weiss & Miller, 2001)는 <표 3-3-4>

에서 보는 것처럼 지역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시너지를 결정하는 요인으

로 자원, 파트너의 특성, 파트너 간의 관계, 파트너십의 특성, 외부 환경

을 들고 있다. 또한 각 요인의 세부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시너지는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일군의 사람이나 조직들의 관점

(perspectives), 자원(resources), 기술(skills)을 통합시키는 힘으로서 

협력(collaboration)의 고유한 이점(unique advantage)을 의미한다. 

이는 파트너 간의 협력이 목적 달성을 위한 참여자 및 참여 조직들의 역

량(capacity)을 증가시킨다는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Lasker, Weiss 

7) 이러한 이유로 서비스 제공자(provider)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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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er, 2001, pp. 183-184). 

이 논리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개방적 체계로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달을 위해 다양한 차

원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한다. 이때 파트너십의 시너지는 파트너십의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표 3-3-4>에서 제시된 다양한 요인들은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의 실태를 파악하는 데 의미 있게 적용할 수 있다. 

결정 요인 세부 요인

자원

∘ 자금
∘ 공간, 장비, 재화
∘ 기술(skills)과 전문성(expertise)

∘ 정보 
∘ 주민(people), 조직, 집단에 대한 연계
∘ 승인(endorsements)

∘ 소집 능력(convening power)

파트너의 특성
∘ 이질성(heterogeneity)

∘ 관여 수준(level of involvement) 

파트너 간의 관계

∘ 신뢰 

∘ 존중(respect)
∘ 갈등 
∘ 권력 차이(power differentials)

파트너십의 특성

∘ 리더십
∘ 행정 및 관리

∘ 효율성

외부환경
∘ 지역사회 특성

∘ 공공 및 조직의 정책

<표 3-3-4> 지역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시너지 결정 요인

자료: Lasker, Weiss and Miller(2001) p. 189 table 2.   

(다) 기타 구성 요인들

국내 연구들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적 정착과 발전을 위한 역

할, 기능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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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논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홍선미(2016, p. 83)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을 위해 유의미한 

분석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포괄성으로서 인적 구성원을 확대하여 

배제되는 계층이나 집단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지역성으로 

현장 밀착형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셋째, 참여

성으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연대성으로 지역주민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복지 자원을 공유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재완, 최영(2011, pp. 20-21)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원칙을 

제시하면서, 대표협의체는 대표성과 민주성을 원칙으로 구성하고, 실무

협의체는 포괄성과 전문성 원칙으로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승용, 이재모(2011, pp. 93-97)는 지역 거버넌스인 지여사회복지협

의체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서 사업의 명확한 규정을 통한 기능 

명확화, 지역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고려한 사업, 상근 간사의 보강과 간사 

업무의 명확화를 통한 업무 수행성 강화, 단체장 관심, 예산(운영비) 확

보, 협의체 위원의 전문성, 실무협의체의 분과 활동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김종건(2017, pp. 34-45)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원리로서 주

민 참여, 민관 협력, 지역사회기반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 원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과제로서 활성화의 촉진자로서 

사회복지사의 참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참여와 책임, 주민자치위

원회 등 민간과의 협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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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 틀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 영역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들에서 지역 거버넌스 혹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와 관련하여 제시된 다양한 개념이나 요소들은, 크게 보아 세 가지 영역

으로 재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구조 영역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적(靜的)인 측면

으로서 협의체의 구조에 관련된 개념이나 요소들이다. 예를 들면, 실무협

의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실무협의체는 몇 개의 분과로 되어 있는지,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직능, 계층, 집단별로 포괄성을 보이는지 등에 관

련된 것이다. 

둘째는 운영 및 활동 영역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적(動的)

인 측면으로 운영 및 활동 과정에 관련된 개념이나 요소들이다. 

셋째는 수행평가(performance) 영역이다. 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일정한 구조를 기초로 활동한 결과로서, 산출(output)이나 성과

(outcome)를 포함한 다양한 가치 기준들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협의체 논의를 거친 사업 수(산출), 빈곤율의 변화(성과), 사회적 자본의 

변화(가치 기준)와 같은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 평가 요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 요인은 실태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개념적 기준으로 적용된다. 

① 책임성

책임성은 법과 제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부여된 기본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지역복지계획을 체계적, 합리적으로 수

행하고 실천하는지, 지역 자원 개발을 위한 구조를 갖추고 노력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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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그리고 공공서비스를 위한 연계 기반을 잘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를 파악한다. 또한 세 가지 기본 과제를 수행한 결과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수행한다. 

② 포괄성

포괄성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사회

적 배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즉, 지역 사회에서 여성, 다문화가족 등 사회

적 약자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직접·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를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 및 활동 과정에서 반영되는가를 살펴본다. 따

라서 협의체 구성의 이질성이 매우 중요하며 집단 및 지역 간 평등이나 

형평도 고려한다. 

③ 민주성

민주성은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 민주주의가 얼마나 이루어지

고 있는지를 구조와 과정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의 운영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초점

을 맞춘다. 

④ 전문성

전문성은 공공서비스의 영역별 전문가와 지역복지를 총괄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존재 혹은 참여를 살펴본다. 또한 협의체의 위원들

이나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통해 전문성을 향

상시키려는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⑤ 연대(협력)성

연대성은 협의체의 운영이나 활동 과정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연대

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의 연대가 실제 활동에 어떻

게 반영되고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한다. 이 부분은 주로 과정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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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게 될 것이며, 따라서 사례 연구를 통한 질적 분석이 중심이 될 수 있다. 

⑥ 독립성

독립성은 협의체가 지방정부인 공공으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민간과 공공의 지역 거버

넌스라는 측면에서 어느 쪽이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분석

의 초점이 될 것이다. 예산은 독자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확보되었는지, 

예산의 수립과 지출 과정이 자율적인지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공간 등 

물적 조건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 민간 출신의 상

근 인력이 어느 정도이며 인력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지도 

분석된다. 

⑦ 관계성

관계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한 각 주체들 간의 수평적, 수직

적 관계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상호 간에 신뢰의 정도는 어떠한지, 갈

등의 발생 여부는 물론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해소는 어떻게 하고 있

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⑧ 조직 체계성

조직의 체계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내적인 업무 체계와 시·군·구

와 읍·면·동의 층위 간에 합리적 업무 체계가 확립되어 있는지를 판단한

다.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 여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와의 합리

적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 읍·면·동과 시·군·구의 업무 체계 등이 합리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⑨ 공동체적 가치

공동체적 가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궁극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과정에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로 공동체적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활동을 통해 공동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3

체적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의식이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대표적으

로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자본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며, 양적 분

석의 접근보다는 질적 분석의 접근을 중심으로 한다. 

실태 평가 요인

실태 파악 영역1)

구조
운영·
활동

(과정)

수행
평가

(결과)

책임성

- 지역복지계획 수립
- 지역 자원 개발

- 서비스 연계 기반(네트워크) 구축

○ ○ ○

포괄성

- 이질성

- 비배제성
- 양성평등

○ ○

민주성
- 참여
- 민주적 절차

○ ○

전문성

- 영역별 전문가 분포
- 교육 및 연수 기회
- 전문 분과위원회 활성화

○ ○

연대(협력)성
- 민·관의 협력
- 주민 연대의 영향력

○

독립성

- 예산
- 상근 인력

- 지방정부와 민간의 주도성
- 자율권의 범위

○ △

관계성

- 수평적/수직적 관계 
- 갈등 및 갈등 관리
- 신뢰 

○

조직 체계성

- 수직·수평 차원에서 역할 분담의 명확
성 및 합리성

- 부서별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
- 의사소통

○ ○

네트워크 참여자의
가치 및 태도 변화

- 공동체 의식의 제고
- 사회적 자본의 향상
- 연대 의식

○ ○

효율/효과성
- 인력 및 예산 대비 산출
- 인력 및 예산 대비 성과

○

주: 1) 평가 요인이 전부 적용되면 ○, 부분적으로 적용되면 △

<표 3-3-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 파악의 영역과 평가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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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효율성과 효과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정한 구조로 활동한 결과 투입된 예산이나 인

력 등 투입 요소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로 산출(output)과 성과(outcome)

를 보여 주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하는 수행평가의 성격을 지닌다. 투입 

요소는 주로 인력과 예산을 기준으로 하며 산출 요소는 회의 빈도, 사업 

수, 심의 수, 의결 수 등을 살펴보고, 성과 요소는 사업의 추진 결과 목적

과 비교하여 평가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 분석할 것이다. 

  2. 평가 요인별 분석 결과 

전국의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에 대

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한 녹취록 데이터를 분석하

여 앞서 제시한 <표 3-3-5>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 영역과 

평가 요인을 중심으로 주요 실태와 특성을 정리하였다.8)9)  

확보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책임성, 포괄성, 민주성, 전문성, 연대와 협

력, 독립성, 관계성, 조직체계성, 네트워크 참여자의 가치 및 태도 변화, 

효율성 및 효과성 등의 평가 요인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하위 평

가 요인은 확보한 데이터의 질에 따라 선별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가. 책임성    

책임성은 협의체의 기본 과제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역 자원 개

8) 인터뷰에 응한 협의체 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개인의 입장을 
드러내는 기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다. 

9) 본 분석 결과 서술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로 약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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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서비스 연계 기반(네트워크) 구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사례 지역들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대부분 외부의 대학교수나 연구자

에게 용역을 주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과정 이

후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어 오는 관행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4기에 

오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외부 용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의 공공 및 민간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증가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협의체 활동이 적극적인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응 방

식은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된 TF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실무

협의체 및 분과 위원들이 외부 용역 과정에 참여하고, 수차례의 논의 과

정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상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사회보장계획이 공공이나 

민간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 영향력이 작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체 욕구 조사를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도 있었다. 예를 

들면, 광주광역시 서구의 사례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낸 조사표가 

지역주민의 욕구 파악에 적합하지 않다는 논의 결과에 따라 전문가 FGI

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체 조사표를 추가하여 욕구를 파악하고 있다. 

고양시는 자체 조사와 경기도에서 실시한 조사를 같이 반영함으로써 보

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협의체가 지역의 욕구를 지역사

회보장계획에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책임성의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통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미시적으로는 지역마다 독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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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드러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3기부터 외부 용역을 배제하고 있다. 

다만, 4기에서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사 부분은 외부 연구자에게 맡기

되 전체적인 틀과 연차별 계획을 공무원 1명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있

다. 물론 이 경우도 절차적으로는 협의체의 논의를 통한 민·관 협치의 과

정을 밟고 있다. 여기에는 외부 전문가인 대표협의체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대했고 복지 리더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태백시의 경우 3기는 민간 간사가 주도하여 직접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작성했으나 당시 공공과의 조율이 어려워 4기에는 아예 외부 용역을 주

고 협의체가 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하였다. 

공공과 민간의 조율과 관련하여 협의체가 직면하는 문제는 민간의 참

여가 왕성한 협의체의 민주적 의견이 공공에서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을 

반영하려는 입장과 충돌된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특히 2018년처럼 지

방선거 시기와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기가 맞물릴 때 더욱 심할 것으로 판

단된다.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구 자체의 욕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협의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니까 공약사업하고 맞물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약사업하고 맞물리니까 결국은, 협의체 그걸로 해서 공약사업이 나와야 되는

데, 공약사업에 맞추는 협의체 계획이 되고 있어서, 조금 그렇다는 것도 있었고

요.(부산 수영구 실무협의체 분과장)

공공의 입장에서는 공약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협의체의 

민간위원들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민들의 욕구가 무시되는 문

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이 

적극적으로 TF팀에 참여하지만 결국은 공공의 행정 주도적으로 보장 계

획이 수립되었다는 민간 위원의 불만이 제기도 한다. 

김포시는 사회보장계획을 외부 용역에 맡기는데 3기부터 협의체가 참

여하고 있고 시설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 반영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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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지역과 달리 공공 간사와 민간 간사 모두 사회보장계획은 

협의체가 아니라 사실상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협의체의 

관리와 운영은 공공이 소극적인 상태에서 민간 간사가 주도하고 있고, 계

획 수립 과정에서 협의체를 통한 공공과 민간의 협치 구조가 제대로 작동

하고 있지 않았다. 흥미롭게도 민간 간사는 선거공약과 보장 계획이 동떨

어져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수영구 협의체의 입장과는 정

반대이다. 

대구광역시 남구는 외주를 주지 않고 협의체 자체로 욕구 조사를 실시

하고 분과별로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는 bottom-up 체계로 

네트워크가 잘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며, 수립 과정에서부터 민

간이 주도하고 구청이 적극 지원하는 형태이다. 남구 자체적으로는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질이 한 단계 발전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협의체의 활성화 정도, 공공과 민간의 관계 정도에 

따라 미시적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 용역 위주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과정에서 협의체를 통해 지역 특성

을 반영하고 주민 친화적인 계획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점차 강화되는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일반적이지는 않을지라도 크게 두 가지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주민들의 욕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영하려는 흐름이다. 자체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려는 시도처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중앙정부의 욕구 조사표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성을 반영하려는 지방정부의 고민과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보장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통한 모니터링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민간의 전문가들이 결합되어 있는 

실무협의체가 외부 용역 수행자의 용역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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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견을 내고 조율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 따라 강도는 다

르지만 공공 역시 이러한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대한  참여와 책임성의 증진

이란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 자원 개발 

지역복지를 위한 지역 자원의 개발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협의체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특히 협의체의 네트워크 기반이 핵

심적인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협의체

가 자원 개발과 동원에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고 읍면동협

의체 사업을 지원하면서 자원의 배분 역할도 하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자원 개발 및 배분은 광역 단위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와 결합되어 있다. 읍면동협의체와 공동모금회의 결합 방

식에서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정기탁 방식을 기본 원리

로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실무

협의체 분과활동으로 자원 네트워크를 발굴할 때, 동별로 모금회라고 해

서 모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별로 후원계좌와 통장을 만들고 시 사회

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을 하면 동별로 배분된다. 이 돈을 이용해 동

협의체가 동 주민을 위해 적절한 사업을 수행한다. 여기서 모금 및 배분 

단위를 읍면동으로 할 것인지, 시군구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방

식이 만들어질 수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 모금 사업과 강원도 태백시의 

‘반지씽씽돌봄센터’도 유사한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 

저희가 반지씽씽돌봄센터라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해서 저희가 태백 시

민들의 기부금으로 이제 운영을 해서 공동모금으로도 넘어가서 오는 부분은 있

는데...(중략)...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민이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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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대상자에 대해서 집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 통합분과회의를 해

요. 그래서 필요한 대상자의 질병이 있으면 질병 관련 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배분금을 정해서 저희가 지

원을 해 주는 쪽으로 연계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강원도 태백시 공공 간사)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도 있다. 성동구의 

‘나눔 네트워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경유하지 않는 자원 개발과 배

분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희망온도라는 이웃돕기 성금 프로그램을 발

전시킨 것인데, 특징은 협약을 통해 나눔 네트워크에서 협의체에 돈을 직

접 사용하게 해 준다는 점이다. 협의체는 지원 분야, 대상 등을 논의하여 

선정한 후 배분하는데, 장점은 신속성과 정확성에 있다. 사회복지공동모

금회를 경유할 경우 2주 이상 소요되는데 이 시스템은 늦어도 1주일 이내

에 완료된다. 또한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통해 확인되고 배분되는 관계로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 

반면 협의체가 소극적 역할에 머무는 지역도 있다. 김포시의 경우 후원

에 대한 의뢰나 문의가 오면, 자체 검토한 후 재단이나 협의회에 연결하

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법률상으로 직접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한계를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한 자

원 개발을 하고 있음을 볼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라고 판단된다.   

주목할 지역은 광주 서구이다. 서구의 경우 한가족나눔분과에서 서구

의 요식업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일주일당 300집에 반찬을 배달하는 사

업을 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지역의 모금액을 동세가 큰 지역에서 작은 

지역으로 지원한다는 점이다. 지역 간 재분배를 통한 균형화 작업의 진전

된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협의체 활동 과

정에서 민간의 아이디어가 많은 데 비하여 반찬 배달 사업의 경우 구청의 

희망복지계 자원 개발 담당 공무원과 한 음식점 주인의 결합으로 시작되

었다는 점이다. 지역의 협의체 활동에서 관(공무원)의 적극적인 자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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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결과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도 눈여겨 볼 만하다. 특이하게도 자원 개발 

사업을 계양구의 범위를 넘어 인천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협

의체의 실무분과인 복지자원분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인천의 각종 협

회, 협동조합 등을 자원 발굴 조직으로 연계시키고 있다. 자원 개발의 대

상을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자원 개발 사업은 지역사회복지를 공공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재정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

서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재정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민간 

재원 모금 방식이 경제적 기반이 약한 모든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3) 서비스 연계 기반 구축

지역사회복지의 발전 차원에서 협의체에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가 

양질의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 자원 개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

는 기반이기도 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의식 등

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사례 지역에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는 협의체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협의체가 없을 경우 네트워크가 형성

되지 않거나 관 주도의 네트워크가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면서 새롭게 등

장한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를  풀뿌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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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아 움직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모든 지역에서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

설, 병원, 경찰, 학교 등의 장이나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협의체는 실행력과 전문성을 가진 복지관이나 시설, 

기타 복지 관련 조직의 중간관리자급이 주로 참여한다. 실무협의체는 지

역사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네트워크로 묶는 역할을 하며 지역의 가장 

유능한 서비스 제공 전문가를 포섭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읍면동협의체

는 통장, 이장, 반장은 물론 부녀회 등 활동적이고 봉사가 가능한 리더십

을 발휘할 수 있는 동네의 주민들이 주로 위촉된다. 

이렇게 각 단위 협의체별로 각각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지역의 인

적 자원을 연계하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 자체가 지역사회의 서비스 전달

을 위한 협의체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태백시 협의체 간사는 

지역에서 가장 큰 네트워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평가하면서, 협의

체가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경남 창녕과 같은 군 지역은 다른 조사 지역과 달리 시민사회 조직이 

미약하고 주민 조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다. 이 때문에 

창녕군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네트워크 구축을 민간 부문에서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은 관이 주도하여 사업과 네트

워크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으로 연계시키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두 지역의 의견은 지방의 소규모 자치단체일 경우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11개 사례 지역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모두 동일한 수준으

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한 시군구에서도 네트워크가 잘 구축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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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을 보면 기존에 이미 발달된 네트워크가 존

재하고 있는 경우이고, 기존 네트워크가 협의체의 서비스 네트워크로 쉽

게 전환되거나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읍면동협의체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

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 망미1동은 기존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을 협의체 사업

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15개 민간단체와 연계하고, 시간과 

노력을 나누고자 하는 주민을 동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여기서 주

목할 것은 시범 사업이었던 동 복지기능 강화사업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다사랑’이라는 모금 활동 네트워크가 이제는 동협의체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동이 다사랑이라 해서 95년도인가 93년도부터 모금활동..천 원부터 후원금

을 공동모금회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주민들하고 활성화가 돼 있었고, 장학회 

사업이 90년 정도, 91년? 모금된 게 그 당시에 22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가지고 지역 아동한테 주니까 그 동 자체가 지역사회를 위한, 이웃돕기

가 잘 되어 있는 동이었거든요, 그 망미1동이...(중략)...그래서 협의체 그분들은 

이제... (중략)... 15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 기술을 가지거나 

후원사업에, 아무리 돈이 있고 이렇게 해도 부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시

간과 노력을 주는 사람들을 지역사회협의체 위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셔서 필

요한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부산 수영구 실무협의체 분과장)

영덕군의 경우는 개신교 네트워크가 읍면동협의체의 네트워크 정착에 

기여한 좋은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분과를 담당하고 있는 개

신교 목사님이 자신이 연관되어 있고 마을 단위로 조직된 개신교 조직을 

적절히 활용하여 시골 지역에서도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읍면 단위는 읍면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더, 활성화를 밀착형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더뎌지니까, 협의체에서는 영덕에 대개 종교시설을 보

면 교회들이 각 마을 단위로 구역이라든지, 단위로 잘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이

런 기관들의 조직들을 활용해서 홍보하고 참여하도록 이렇게....(경북 영덕군 실

무협의체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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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 광안3동의 경우, 취약한 동 단위 네트워크 기반과 공공 행

정의 한계를 협의체 위원 개인이 성당 복지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극복

하는 모델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당 복지팀이 실무협

의체 위원 개인의 역량으로 협의체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네트워크 기

능을 하고 있지만, 협의체의 네트워크 기반으로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이

다. 여전히 성당 복지팀은 성당의 복지 네트워크이다. 다만, 성당 복지팀

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했을 뿐

이다. 이 사례는 지역사회에는 이미 협의체가 개발하기 힘든 혹은 만들지 

못한 양질의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협의체가 어떻게 이를 협의체의 네트

워크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 준다.  

동 직원들이 계속 공문 보내고, 계속 보내요. 보내는데도, 할머니 홀로 계시는 

분들이라 잘 몰라요. 통장들이 좀 보고 해 줘야 되는데, 통장들도 자녀들이 한 

번씩 오니까 되겠지 하고 뽑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겠다, 

제가 그것을 협의체나 동에 얘기를 못하고 성당 복지팀이 있습니다. “자, 네가 

한 번 해 봐라” 그러면 수영구 안에 5개 성당이 있습니다. 그 복지팀들이 다 있

어요. 5개  책임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발굴해서 동에 넣으라고 해서 

1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독사 방지도 정부가 하는 것, 보장협의체에서 

하는 방지도 다 있습니다. 우리만큼 가톨릭에서 하는 복지만큼 밑바닥을 못 헤

맨단 말이에요.(부산 수영구 실무협의체 위원장) 

나. 포괄성    

포괄성은 협의체의 인적 구성이 이질적이고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지,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을 배제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다. 

대표협의체를 보면 대부분의 사례 조사 지역에서 이질성, 다양성을 확

보하고 있다.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위원은 역시 사회복지관과 시설의 장

이며, 대학교수 등 복지 전문가, 병원장, 경찰, 교육청,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인사, 고용기관의 인사, 공무원, 실무협의체 위원 등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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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분포하고 있고 읍면동협의체 위원장도 포함하고 있다. 특별히 성별

의 비율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직능과 서비스 및 정책 영역을 가장 중

요한 기준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포괄성의 원칙에서 볼 때,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된 이후 대표협

의체 위원을 위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보장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회보장의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사회서비

스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문화, 환경과 같은 새로운 영역이 포함되었다. 

협의체에서 이 분야의 인사를 찾기 힘든 지역이 많다. 서울 성동구는 비

교적 성공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에 비해 지방은 상

대적으로 그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협의체에 보시면 각종 복지관의 관장님은 필수시고 건강보험공단에 우리은

행이나 금융업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

까 저희가 말하는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망라하는 부분을 최대한 영입을 다 했

죠. 마을공동체까지 다 들어와요, 지금.(서울 성동구 공공 간사)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실무협의체이다. 특히 실무협의체는 문

화와 환경을 포함하는 분과가 있어야 하고 이 분과에서 활동할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 내의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

서 많은 지역이 환경, 문화 영역의 활동력 있는 중간관리자급 전문 인력

을 찾는 데 어려움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다. 민주성

협의체의 민주성은 크게 주민의 참여와 목표‧비전의 공유 노력을 어느 

정도로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둔다. 주민 참여는 의견과 주장이 협의체의 

아래로부터 위로 전달되는 bottom-up 과정이며, 목표와 비전의 공유는 

협의체 상부의 의견이나 정보가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top-dow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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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례 지역은 주민들을 협의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비하면 목표

와 비전의 공유 노력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1) 주민 참여

주민 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다. 형태는 대표협의체에 참여

하는 사회의 유력 인사들, 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전문성을 가진 중간관

리자급의 복지 인력 및 서비스 인력, 그리고 일반 주민의 참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대표 및 실무협의체가 일반 동네의 주민을 사회복

지서비스 네트워크로 참여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민들을 중심으

로 논의를 전개한다. 

주민 참여의 핵심은 읍면동협의체의 활동이다. 협의체의 출범 이후 민

간의 소리 및 주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모든 사례 지역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만큼 읍면동

협의체는 좁게는 협의체, 넓게는 지역사회복지 차원에서 풀뿌리 민주화

의 진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 참여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차치하고 주요 참여 기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 주민 중에서 리더에 해당하는 이장, 부녀회장, 통반장들을 

읍면동협의체 위원으로 참여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협의체 위

원으로 읍면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역주민을 발굴하고 각

종 행사에 동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이 경우 협의체는 지역사회

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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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파악한 주민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이러한 방식은 아산

시의 공공 간사 말처럼 순수한 주민 참여로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좀 더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형태이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위한 각종 공청회, FGI 등

에 지역의 일반 주민이나 해당 클라이언트 당사자를 참여시키는 경우도 

있다(아산시). 또한 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당사자들의 아이디어

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식도 있다. 청소년문화사업 

확충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듣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반

영하여 사업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였다(계양구). 기존 지역사회복지 서비

스에서 정책 서비스 당사자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배제되어 온 경험을 고

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로 볼 수 있다. 또한 협의체의 실무분과별로 주민

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 지역에서 매월 월례회를 열고 있다(성동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거나, 협의체 위원 등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는 일반 시민의 참여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

다. 심지어는 협의체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일반인이 아직 많다는 것 역

시 거의 모든 조사 사례 지역에서 인정하는 냉정한 평가이기도 하다. 비

록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주민 참여의 기회가 실제로 증가하였지만 아직

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과제이다. 

2) 비전과 목표의 공유

비전과 목표를 주민들과 공유한다는 것은 사실 주민 참여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주민들을 참여시켜 사업을 설계하고 지역사회보장계

획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가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는 직접적인 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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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설명회, 보고회, 캠페인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사례 지역

의 경우 주민 참여보다 비전과 목표의 공유 사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몇 개 지역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

고 있다. 계양구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각종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역 

축제나 행사에 부스를 확보하여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협의체가 추구

하는 사업의 목표나 비전 그리고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의 신청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역 축제 기간에 부스를 이용하는 홍보 방

법은 다른 사례 지역에서도 이용하고 있었다. 

3) 주민 밀착성  

지역사회에서 협의체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협

의체의 활동이 얼마나 주민들의 생활 속에 밀착하여 작동하고 있는가이

다. 협의체의 풀뿌리 민주주의 성격을 보여 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요한 실체는 읍면동협의체이다. 

읍면동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

고 있다. 물론 공공 간사나 민간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들 같은 협의체의 

핵심 인력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기대치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나 성장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심지어는 실무협의체의 위상을 축소하고 대표협

의체와 잘 하고 있는 읍면동협의체 중심으로 운영하자는 공공 간사의 의

견도 있었다.  

읍면동협의체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는 이유가 있다. 첫째, 주민들의 입

장에서 읍면동의 공식 절차보다 간편하고 편하다. 복잡한 서류가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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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멀리까지 움직일 필요가 없고 동네 위원들에게 수시로 자신들의 요구

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주민의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왜 증가하고 있느냐 하면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에 가면 절차가 있잖아요. 이게 싫으니까. 사실 저부터 시작해서 “위원님, 내가 

이런 욕구가 필요한데 좀 알아봐 주세요” 위원들은 그게 생소한 용어보다 해야 

되는 의무 때문에 진행이 빨리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을 통해서 하려면 절차

가 있어야 돼요. 불쾌해하고. 사실 홍보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부산 수영

구 실무협의체 위원장)  

둘째, 읍면동협의체는 상대적으로 ‘현장 밀착성’이 강하여, 이른바 ‘풀

뿌리 민주주의’ 조직으로서 주민 주도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존 주민자치위원 활동보다 더욱 주민 친화적이고 주민 주도적인 활동

이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 역

시 긍정적이다. 

주민센터 복지팀이 주도로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왔다면 지금은 협의체가 존재

함으로 우리 지역복지 문제를 알게 되고 서로 논의하고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고 주민들이 주도하게 됐다는 점. 그 점이 좋습니다. 부정적인 것은 제가 봐

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부산 수영구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셋째, 읍면동 지역별 경쟁심의 작동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밀착성을 더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읍면동협의체 활동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획하

였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나 실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이웃에게 지원하

려는 경쟁이 일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는 집단 이기주의(혹

은 소지역 이기주의) 같은 요인이 내재되어 있을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서구는 다른 구보다도 아마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의 참여가 많은 걸로 알고 있

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보기에도 거의 경쟁적으로 각 동별로 좀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서 아마 좋은 경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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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아마 주민들의 욕구가 반영이 되어서 복지욕구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광주 서구 실무협의체 실무위원) 

다만, 일부 협의체 위원들이 인식하듯이 경쟁의 결과 읍면동별 격차가 

발생하는 부작용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별 격차는 상위 조직인 실무

협의체를 중심으로 격차 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 따라서 읍면

동별 협의체의 경쟁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 전문성

사례 지역 조사 결과 전문성의 입장에서 가장 많은 비판과 불만의 대상

이 되는 대상은 대표협의체 위원들이다. 대표협의체는 심의기구이고 지

역사회 복지 조직의 장, 병원장, 교수, 경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

단, 금융기관 등 다양한 조직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한다. 그런데 실무협

의체나 공공 및 민간 간사들이 올리는 각종 안건이나 정보에 대하여 충분

히 이해하는 인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은 맥락

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거나, 침묵을 지키거나,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의

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안건을 형식적으로 다루거나 왜곡시키는 

제언을 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협의체 위원이나 

공무원의 신뢰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협의체 위원만큼 비판적 평가를 받는 대상이 공무원이다. 공무원

들은 협의체의 공공 파트너이지만 민간 간사에 비하여 잦은 부서 이동을 

하게 되어 협의체 역할과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성을 축적하기 힘들

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복지 부서 이외의 복지 부서나 다른 정책 영역의 

부서 공무원들은 관심조차 없고 출석도 잘 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30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물론 읍면동협의체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들 역시 전문성의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협의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주를 이

루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비판과 대표협의체 위원 및 공무원에 대

한 비판은 성격이 다르다. 읍면동협의체 위원이나 참여주민들에 대하여

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성이 낮은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

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관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협의체 위

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비판은 말 그대로 적극성 및 책임성과 결부시켜 전

문성에 대한 냉혹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반해 실무협의체 위원이나 실무분과 위원 그리고 간사들에 대한 

전문성 비판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거

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민간 간사가 퇴직하는 경우 인근 

지역에서 전문적이고 유능한 간사를 충원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

산의 경우 협의체 경험이 있는 인력을 지역 내에서 구하기 힘들다는 의견

을 제기하는데, 민간 간사는 수영구와 해운대구에서만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협의체 운영의 핵심 인력인 민간 간사(혹은 사무국장)를 

양성하는 전문 과정을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진

행하고 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를 불문하고 교육, 

워크숍, 연수, 강연, 선진지 견학 등이 거의 모든 사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이에 대

한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과 연수를 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김포시), 효과적인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창녕군). 이는 교육 내용, 목적, 대상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 교육, 워크숍, 벤치마킹의 방법이 농촌의 경우 비농사철만 

가능하다는 시간적 제한도 지적되고 있다(창녕군).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31

그런데, 협의체가 현시점에서 직면한 전문성의 문제는 정작 예산의 문

제라고 판단된다. 예산의 부족으로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확

보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실제로 사례 지역의 상황을 보면 

연간 일정한 횟수의 교육, 연수, 워크숍, 견학 등을 실시하지만 주어진 예

산 제약 하에서 숙제하듯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효과를 기대하기 힘

든 상황으로 판단된다. 

전문성의 한계를 협의체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봉사적 성격에서 찾기도 

한다. 협의체에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형태일 경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적 인사를 영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필

요하다면 봉사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영입할 수 있어야 한

다. 이 역시 근본적으로는 예산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제약은 협의체 이전에 제도적인 제약

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뷰에 응한 

응답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한다. 연수나 교육 등 사후대

처 보다는 처음부터 지역의 역량 있는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

는 게 낫다(광주 서구), 협의체 위원에게 부과되는 이수교육 과정을 만들

자(김포시), 구청장이 동장을 평가하는 방법, 특히 철저한 이행 평가를 통

해 공무원 노력을 유도하자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협의체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이는 협의체가 아직은 이러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

할 만한 장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읽혀진다. 향후 

이러한 제안들을 포함하여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 연수, 워크숍, 선

진지 견학 등 기존 모든 수단들은 그것대로 양적·질적으로 강화되고 지속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역량 있는 인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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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 배정을 감수하면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낼 시점으로 보인다. 

마. 연대(협력)성

여기서 연대성은 민과 관이 협의체를 통해 상호 신뢰하에 협력하고 있

는 정도를 의미한다. 협의체의 출범 전과 출범 후를 비교하였을 때 달라

진 것이 있는가의 질문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가치나 태도의 변화가 있

는가라는 질문에서 관련 응답이 제시되었다. 

모든 사례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연계 수단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지역사회에 정착했다고 말할 정도로 활성화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회

복지를 제도적 차원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공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

력과 적극적으로 대응한 주민(민간)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지역사회에 스

스로 문제를 찾아내고 고민하고 도와주려는 연대와 자조의 움직임이 만

들어지고 있다. 즉 일회성 도움이 아니라 주민 간의 연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결합하여 자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지역사회에 고유한 사회서비

스 전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예전처럼 단순한 한 건의 반찬 지원하는 데 한번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

고 누구를 도와주는데 뭐가 필요하고 같이 고민하고 도와주는데 어떤 게 좋을

까? 같이 고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역량을 많이 키우고 있고, 인식 변화

에도 최소한 그 주변 주민들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위

원들이 주민의 일원으로서 그런 인식 개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직접 공이 나가서 반찬을 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직접 주

민이 나가서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는 주민들도 일부는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인천 계양구 공공 간사) 

저희는 분과장이 다 민간인입니다....(중략)... 아까 여기 분도 나눔분과 후원인

이고, 나눔분과 위원님이시거든요. 70명 정도 되고, 1년에 100만 원에서 1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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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그러면 그게 돈이 1억 정도. 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돼요....(중략)...이분들

이 단순히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의 그런 과제들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서 나눔하고 그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중략)...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소원성취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소원성취 프로젝트라고 하

는데 그거 같은 경우 1년에 1번씩 하는데 아이들 꿈에 관련한 사업이거든요....

(중략)... 나눔분과 위원님들이 직접 아이들의 소원에 맞추려고 전달까지 같이 

후원하고. 그러니까 다 사장님들이에요. 지역의 유지들. 그분들이 단순히 후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까지 하는. 고민을 하고.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광주 서구 민간 간사) 

이러한 과정에는 협의체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필요한 사업을 만

들어 내고 동별로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문화에 맞는 방법을 찾으려는 

공공 및 민간 위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 공공 복지제도가 제공

할 수 없었던 틈새욕구나 문제까지도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시

작한 것이다. 계양구 민간 간사의 의견처럼 자치주의 관점에 기반을 두어 

민과 관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동 단위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주민들 간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을 둔 안전망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협의

체의 활동과 사업에 애착의 시선이 생기기 시작했다. 

... 같이 캠핑을 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인간미가 나오는 사업들을 많이 하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한 당사자나 중간 연계한 실무자들이 만족도가 높고

요. 우리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도 있죠. 공공이나 실무에서도 협의체는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태백시 내에서는....(강원 태백시 민간 간사) 

...더운 여름에 할머니들 삼계탕 끓여 드리면서 필요한 욕구도 들어 보고, 고추 

농사 지으면서 참여해 주신 분들 공동분배를 해요. 그러면서 뭘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들어보고, 현장에서 들어봐야 바른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서 오면 글을 예쁘게 다듬다 보면 기본이 날아가 버리니까.(부산 수영구 실무협

의체위원장) 

협의체 위원님들이 기존에 이거 사업 합시다 하고 나눠주기 식 사업을 했다면 

이것이 저희가 한 단계 바뀌는 계기가 됐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안부 확인 사업

하면서 어떤 파스나 아니면 건강음료나 반찬이나 이런 소소한 것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준비해 가면서 어르신들의 체온을 경험한 거죠. 사업만 하다가. 그

리고 단순히 어르신들도 일부는 그걸 들고 오는 손을 보지만 그냥 오는 그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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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만나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는 입장에서 협의체 

위원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민자치 위원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지만 협의체 위

원만큼 내가 보람된 일이 없었다는 고백이 종종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질

적으로 현장에서 어르신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나를 기다리는 따뜻한 걸 느끼고 

오니까 받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하는 분들도 보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간 이분들에게 뭔가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충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시 고민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새롭게 뭔가 그분들

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광주 서구 민간 간사) 

(동협의체 활동에 대하여)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 또한 너무 좋다, 참여하니까 그

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분들 도와주는 것도 너무 기쁘게들 하시고 계셔서 

제가 더 뿌듯하더라고요. 지금은 읍면동협의체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는 

서비스들을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가 된 곳들은 현재 약간 긍정적인 측면이 많

이 있다고 보죠. 변화를 감지하고 있죠....(중략)...그래도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

들보다는 민관이 함께 가는, 민관은 아니고 민민끼리에 대해서는 조금씩 그 역

할에서 좋게 영향을 보인다고 해야 되나.(경기 김포시 협의체 사무국장) 

어떻게 보면 협의체의 거의 모든 사업이 민과 관의 협력 혹은 연대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협력과 연대가 공공의 강력

한 추동이나 민간 위원들의 헌신으로 만들어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

만,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이 없다면 협의체의 노력은 일회성 사업으로 종

결되거나 지역사회에 연대와 협력의 기운이 없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협의체의 활동은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공공만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반대로 민간의 의욕만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점

을 인식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상대

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전

달을 위한 새로운 연대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고 해석

된다. 물론 일부 지역의 경우 협의체 내부에 민간과 공공의 협력보다는 

갈등적 요소가 보이는 곳이 있기는 했지만 협력 및 연대의 가능성과 필요

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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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독립성

거버넌스로서의 협의체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는 관으로부터 예산, 인

력 등 인적 재정적 자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 지역을 제외

하면 조사한 사례 지역의 응답자들 대부분은 협의체의 운영이 관 주도적

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1) 예산과 인력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의체의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포시 한 곳을 제

외하면 부족하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협의체의 예산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관으로부터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임대료, 회의비 등 운영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아산시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구분 없이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지역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부족의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답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은 인건비에 대

한 지원이었다. 인건비 부족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민간 간사의 인건비 

혹은 민간 간사의 충원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은 협의체에서 핵심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 간사의 중요성을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 위원장,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 모두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간사가 적은 인건비에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마저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안타까움과 미안함 등이 어

우러져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된다.   

협의체는 민간 간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성동구 민간 간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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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경험에 대한 진술이 인상적이다.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의 역할이 지

방정부 협의체의 역량과 지역사회의 사회서비스 질에 막대한 영향을 미

친다고 판단한다면, 민간 간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조건은 매우 중요한 성

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은 협의체가 저는 직원 자체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적자

원과 물적 자원을 모두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협의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

거든요. 그러면 협의체가 잘 돌아가려면 실무분과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물

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서울 성동

구 민간 간사)

(민간 간사는)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네트워크라든가 전달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기여도가 있었다는 것. 김포가 

그런 부분에 약했었는데 협의체라는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의 기초를 닦고 거기에

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 분야에서 협의체 이외의 것을 통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기여하고 긍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

여집니다.(경기 김포 실무협의체 실무위원) 

이러한 역할을 공공 간사인 공무원이 할 수 있을까? 경기도 고양시처럼 

공공 간사로서의 공무원도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

역이 있다. 하지만 많은 지역의 공통적인 평가는 공무원은 순환 배치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또한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보면서 협의체 내부의 다양한 위원들과 주민들을 수시로 접촉하

면서 활동하기에는 근본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성동구의 민간 간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정

도가 민간 간사를 두고 있고 절반은 공무원이 맡거나 하는 상황이다. 민

간 간사가 있는 경우 중립성을 유지하기가 용이하고, 공무원이 대신 하는 

경우 중립성 확보는 물론 실질적 운영이 힘들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 

조직들을 실질적인 참여로 유도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의체에

서 민간 간사를 중심으로 전담 직원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은 협의체의 성

패를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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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체 간사는 정규직이 거의 없다. 계약직 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도 모두 계약직이며 관이 언제든지 재

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간 간사 채용 권한이 자치단체에 있

는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공공과의 관계 등 계약 회피의 이

유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몇몇 지자체의 공공 간사는 이러한 민간 간사의 저임금, 과다한 업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고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노력도 한계가 있는데, 지방의 한 공공 간

사는 민간 간사(사무국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공이 긍정적으로 고민을 

해도 보수규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라서 힘들다고 고

백하고 있다.  

민간 간사의 처우는 협의체 사무국을 정상적인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작업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

다. 인터뷰 응답자의 거의 대부분, 특히 민간 간사 혼자서 일하는 사례 조

사 지역의 응답자는 간사를 1명이라도 증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충남 아산시의 경우 9년째 근무하는 민간 간사의 역할로 협의체 기능

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받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응답자들은 

간사 1명이 이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고, 이제 사업을 더욱 확장해야 할 국

면인데 간사 1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답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기초자치단체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소위 선진 지역의 간사 충원 

요구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 주도라고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민간에서 역할

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금 체계가 다르지만, 읍면

동에서 충분히 민간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괜찮

은 것 같아요. 예산 지원을 더 많이 해 주면 정말 독창적이거나 개별 사업들을 



138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예산 부분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충남 아산시 공공 간사)

한편, 예산 지원에 대한 요구는 간사 인건비나 충원 이외에 실무협의체

나 읍면동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활동비 지원에서도 표출되고 

있다. 각 단위 협의체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원

들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일을 하는데 회의비나 교통비 등에 대하여 최소

한의 지원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공공 간사, 민간 간사

의 응답에서는 상당한 미안함이 묻어 있다.  

2) 관 주도성

협의체가 거버넌스로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관 주도적인 상황을 

어느 정도 극복하여 대등한 협치 관계를 만드는가, 민 주도성을 어느 정

도 성장시키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협의체의 관 주도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견해는 일관되게 정리하기 어

렵다. 지역에 따라 응답자들이 관 주도성으로 일관된 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지역에서 지위와 역할에 따라 상이한 응답을 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주도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주의할 점은 

관 주도적이라고 할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를 넘어서는 관점의 차이가 있

었다. 

첫째는 관 주도성을 민간의 역량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경

우이다. 관의 입장에서 주도하고 싶지 않으나 민간의 역량이 너무 낮아 

관 주도적일 수밖에 없다는 관점이다. 이러한 현상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민간의 역량이 성장하지 않는 한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물론 이

러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이 민간 위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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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 시점에서의 상황 인식이 그렇다는 것이다. 

저는 그렇다(관 주도적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양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

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전국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 민간의 전문가들이

나 민간대표가 좀 역량이 좀 약하게 되면 자꾸 이렇게 관이 주로 일을 주도해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은 협의체가 관 주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경기 고양시 대표협의체 위원장) 

100% 관 주도적이라기보다는, 평가를 정확하게 내려 버리면, 과거에는 100%였

다면 지금은 민관 협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이념까지는 마인드가 왔는데, 당

장 실무에 옮겨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봤을 때는 민간이, 비단 영덕뿐

만이 아니라,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민간이 과연 공무원으로부터 신

뢰를 받을 만큼 100% 역량 강화가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걸 입

장을 바꿔 놓고 보면 제가 만약에 공직에 있다면 민간의 역량 강화가 100% 되어 

있고, 책임감, 이런 모든 부분이 되어 있겠냐고 봤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현실적인 거거든요.(경북 영덕군 여성보육분과장)

둘째는, 관 주도성을 인정하면서도 협의체의 성장 과정에 주목하는 견

해이다. ‘초기에는 관 주도적이었으나 점차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

다. 하지만 여전히 관 주도적인 면이 있다’는 관점이다. 이 견해는 협의체

가 구성되고 출범하는 초창기에 관 주도성이 나타나는 필연성을 어느 정

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점은 민간 역량의 성장을 강조하는 데 있으

며 이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견해로 판단된다. 

과거에 비해 관 주도적 성격에서 민관의 파트너십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많이 변

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의제 등에 있어서는 관 주도적 성격이 남아 

있으나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제는 민관이 파트

너로서 서로의 인정하고 협력하는 단계로 어느 정도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

다.(충남 아산시 민간 간사) 

세 번째는 관 주도적인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하기

도 하다는 것을 수용하는 관점이다. 관 주도의 순기능성에 주목하는 견해

라고 할 수 있다. 이 견해는 근본적으로 예산권을 가진 관이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생계를 위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원봉사 형태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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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민간이 가지는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

고 민간이 수행하지 못하고 공공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관 주도성을 나쁘게만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

공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무시할 수 없고 관에서 나서서 이해관계나 갈등

을 조정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관 주도가 또 뭐가 나쁜 건데요. 관 주도가 뭐

가 나쁜 건지 얘기해 보라고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간은요, 먹고 살기 힘

들어요. 자기 밥벌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 직장이 있잖아요. 자기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관심 못 갖고, 내 주변에 살기 어려운 사람

에게 관심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법적으로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동

네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 동네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 찾아서 도와줘야 돼요. 공

무원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해야 돼요. 민간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본질

적인 업무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관심 없는 민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꾸 관 주도라고만 얘기하는 것.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 보

라고 하세요. 관 주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광주 서구 대표협의체 위원장)

관 주도적인 부분이 당연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행정적인 관에서 해 줌으

로써 운영이 됐을 때 지금 많이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

본적으로 어찌됐든 사업의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분이 

전문적인 행정인력인 분도 있지만 아닌 분은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으로 생각하

고 특히 동 단위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행정적인 

업무를 맡긴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사업계

획서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은 사실 담당 공무원의 아이디어, 담당 공무

원이 실질적인 계획 수립 같은 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이 그분들이 활동하

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인천 계양구 공공 간사)

한편, 정반대로 협의체가 민간 주도적이라고 주장하는 응답자도 있다. 

태백시는 공공 간사와 민간 간사의 견해가 다르다. 공공 간사는 조심스럽

게 아직은 관 주도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민간 간사는 자신 있게 민간 주

도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남구 역시 민간 간사는, 중간에서 민

간 간사가 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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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있고 결코 관 주도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반면 같은 지역의 실무

협의체 위원장과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관 주도성을 인정하고 있다. 

관 주도적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협의체는 민간 주도적이에요. 그런데 관이 

안 참가하는 것이지, 저희 쪽에는 민간 주도적이에요. 관의 참여가 약해요. 담당

부서만 하지, 다른 부서들은 참여가 굉장히 약해요.....(중략).....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업을 저희가 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공공의 협조를 얻어내고, 

계획은 저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 하죠. 저희가 다 사업을 만들어서 공공하고 

협의를 통해 결재를 맡아서 시행하는데, 관련 부서는 대부분 협조적이에요. 우

리 사업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참여하는데 공공의 다양한 부서가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협의체 담당하는 부서만 협의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

겠죠? 다른 데는 협의체가 무슨 일하는지도 몰라요.(강원 태백시 민간 간사) 

협의체가 민 주도적이라는 대구 남구와 강원도 태백시 민간 간사의 견

해는, 한편으로는 민간의 역량을 성장시켜 온 민간 간사의 자부심이 반영

된 것일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반드시 고려할 점은 공공의 입장이다. 왜냐

하면 민관 거버넌스에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진다면 파트너가 가진 능력

과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하나는 권한이 큰 공공이 권한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적거나 없

기 때문에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 민간 간사에게 주어지는 경

우이다. 태백시의 경우 시청 부서 중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서는 협조

적이고 다른 부서는 관심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이 경우 오히려 민간 

간사의 역량에 따라서는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경우처럼 자치단체장이나 공공의 태

도가 권한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협의체의 성격과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단계까지 성숙하여 민간 간사의 활동에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

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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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많이 대등해지기는 했어요. 민관이 많이 대등해졌고 했지만 성동구에서는 

저는 좀 다른 곳보다는 80%는 민관이 정말 대등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

도 충분하게 민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 그냥 무

조건적 끌고 가기보다는 협의체에 연락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 논의 장을 마

련해 달라 해서 논의 장 만들어서 그래도 최대한 수렴하고 조정해서 가려는 노

력을 하고 있어서 성동구 자체만으로 본다면 민관이 대등하다. 관의 주도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한계는 있어요.(서울 성동구 민간 간사) 

관 주도적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민 주도예요. 거의 사실은. 우리가 지금 기고 

있어요. 진짜. 그 정도로 민을 많이 살려줬어요. 그래 가지고 민이 어떤 사업 낼 

때도 정말 부담 없이 내잖아. 우리는 우리가 오히려. 상의 없이....(중략)...하여

튼 협조는 같이 하면서 하지. 그런데 그럴 정도로 민이 위상이 높아졌다는거

죠....(중략)...동등해야 되는데 약간 기울어질라 그래. 그래서 조금 조절이 필요

해요.(서울 성동구 공공 간사)  

인터뷰에서 나타나는 관 주도적인가 민 주도적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측면이 드러난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관 주도적이라고 단언하

는 것은 어렵고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마인드, 담당 

공무원의 태도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관 주도성의 여부는 민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공의 태도와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

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무국의 독립: 공간과 인건비 

일부 사례 조사 지역의 경우, 협의체의 민간 간사(혹은 사무국장)가 공

무원이 일하는 사무 공간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업무 전반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창녕군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된 사무국이 없다 보니까 사무실 따로 없고 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든 면에서 제재를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경

남 창녕군 민간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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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영역은 같은 군청에 있지만, 사무실은 사실 독립이거든요....(중략)... 2013

년까지는 제가 저 안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무할 때는 공무원으로 민간에서 

인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공공조직에서 공무원 체계에 맞춰서 일해야 

되거든요....(중략)... 공무원 조직들의 관료화된 집단들이 되게 저희들을 공무원

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 인식으로 바라보면서 메인 업무의 보조적인 자로서의 역

할로 인식을 한다...(중략)... 위상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중략)... 예를 들면 

관련 행사, 전체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저희도 다 같은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서 본 업무와 상관없는 부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들도 

하고요.(경북 영덕군 민간 간사)  

첫째는 주민들은 공무원과 민간 간사를 구분하지 못하여 공무원으로 

인식하고, 둘째는 공무원들은 민간 간사를 기간제 근로자 정도로 대하며, 

셋째는 협의체 일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이 아닌 공무원의 업무 보조원 정

도로 인식하고, 넷째는 행사 준비 및 행사 참여 같은 부수적 업무에 시달

리게 된다는 것이다.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협소한 공간 문제와 비용 문제를 고려하는 데

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협의체 인력에 대하여 부

정적 인식과 잘못된 대우를 야기하는 것이 독립적이지 못한 공간과 연관

된다면 이는 과감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된 공간에서 사무공간은 물론이고 실무협의체 위원이나 읍면동협

의체 위원장들이 편하게 모임이나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

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들과의 접촉,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그것

을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제공해야 마땅하다.

또한, 사무국의 독립을 관 주도성의 탈피라는 관점에서 보면 간사의 인

건비 구조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핵심 인력인 간사의 인건

비가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된다는 것은 관(자치단체)으로부터의 민간 

간사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협의체 활동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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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가 이제 사실 이게 참 구조적인 모순이에요. 뭐냐 하면 간사가 사실 군에서 

주는 월급을 받아 먹고 살잖아요....(중략)...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군의 말을 듣

는 거예요. 맞잖아요. 군에다 보고를 하고 군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과연 이것

이 공공과 민간에 있어서 이게 밸런스를 제대로 맞춰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민간 간사를 공공 간사를 분리를 해 줘라. 독립을 

시켜 줘라. 예산도....(경북 영덕군 실무협의체분과장) 

여기서 간사의 인건비를 자치단체와 분리한다는 것은 공공이 인건비를 

지급하지 말고 민간이나 제3의 주체가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상

적인 상황은 해당 지역의 민간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준의 인건비를 민간 

간사에게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하

지 않다. 

따라서 인건비를 해당 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방법이 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즉, 공공 간사나 민간 간사

에 대한 통제 가능성을 해당 자치단체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현장에

서는 간사, 특히 민간 간사의 충원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를 고려하면 모든 간사의 인건비를 중앙, 광역에서 책임지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 관계성

모든 지역에서 협의체 조직 내부 혹은 외부와의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

로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민간 간사나 공공 간사 그리고 

실무협의체 실무위원들의 활동 과정에서 상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민간 간사의 경우 교육, 워크숍, 행사 등의 기회

를 협의체 위원이나 주민 간의 친교 시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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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호간의 친밀감과 믿음을 증진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

로 파악된다. 결국, 크게 보면 팀워크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워크숍 가서 역량강화 교육을 꼭 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름 실무분과 같은 경우

는 힐링도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표협의체만 워크숍을 가는 게 아니라 대

표협의체 플러스 실무협의체 같이 가서 서로 부딪혀요. 미션 활동도 하고 교육

도 하고. 그러니까 서로 스스럼없이 잘 저기 하고 있지. 얼굴을 알면 나중에 일

하기 쉽잖아요. 다들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게 해 드리는 거죠. 실무하고 

대표하고 또...(중략)... 1박을 할 때도 있고요. 이제 이번 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 

1박을 했으니까. 아이 있는 엄마들이 당일로 가자 그래서 이번에는 당일로 가기

로 했어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업무 얘기 안 하고 조금 프리하게 

편안하게 쉬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지치니까. 교육은 하나는 꼭 시켜 줘요. 간단

하게 필요한 거.(서울 성동구 공공 간사) 

관계의 악화는 갈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응답자들은 갈등은 없고 관계상의 문제도 크게 못 느낀다는 말을 많

이 하고 있다. 하지만 조직이 만들어져서 운영되는 과정,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활동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은 있기 마련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갈등들은 간사, 실무위원, 읍면동협의체 위원, 

주민의 노력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사의 갈등 관

리 능력이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 

큰 갈등 같은 것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협의체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나 중점이 

된 게 네트워크였고, 거기에 대한 보장, 배려, 이런 것들이 우선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 사업을 못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다면 지원해 주는 쪽에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쪽에 있는 자원은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쪽에 갈등은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우면 도왔지, 그들이 그 사

업을 방해하지 않는 쪽에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강원 태백시 

사무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축을 확인할 

수 있다. 민간과 공공,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의 관계

에서 긴장과 갈등의 단편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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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과 민간의 갈등

현재 우리의 지역사회는 협의체가 민관의 네트워크 거버넌스로서 발전

해 가는 과정에 있다. 어쩌면 초기 정착기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도 있

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단계에서는 민간의 역량이 강한 몇몇 지역을 제외

하면, 제도 시행 초기일수록 관이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협의체의 기본 원리와 지향이 거버넌스 구조이고 민과 관의 협력

과 연대를 기초로 사회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있기 때문에 민간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공공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사례 조사 지역에 따라 공공과 민간의 갈등이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

었고 서로에 대한 불만과 아쉬움이 내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

로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지역도 있었다. 공

공과 민간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갈등을 논외로 하면 협의체의 성격에 

대한 다른 인식, 서로 다른 기대가 바탕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다음 소개되는 사례는 공공이 협의체를 바라보는 시각의 일면이 드러

난다. 즉, 성과주의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고 협의체에 대하여 ‘투입→산

출’의 구조로 보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협의체를 거버넌스로 만들어 가

는 지난하고 느린 과정에 대하여 지루함을 느끼거나 인내심을 보여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성과주의적 조급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민에서 너무 수동적이다 보니까, 의존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중략)... 그런데 전문성만, 이름만 가지고 실제적인 

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공에서 의견을 자꾸 가져가려고 하니까. 민간

에서 끌어나가는...개발이라든가...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다음

에 그런 것들을 실무협의체에 있는 분과장이라든가 분과가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너무 미약해.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런 것들의 의존도가 다 공공에다 의존을 한단 말이야.(공공 간사)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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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무원들이 관 주도형이 더 팽배하죠. 저희는 예산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

에 하나의 법적 기구이다 보다는 하나의 시설로 보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동떨어져서. 아직은 거버넌스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

합니다.(민간 간사)1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인내심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모질게 바쁘게 결과물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우리 군뿐

만이 아니고 전국의 행정에서 다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건복지부가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고 인지를 

한다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위치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세워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필요는 한데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 그러니까 지자

체에서는 사실은 보장협의체가 정말 버거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견제를 하고 누르려고 하고 이런 역할이 되거든요.(경남 창녕군 민간 간사) 

반면, 다른 응답 내용을 종합하면, 민간 간사는 일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협의체가 민관의 진정한 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복지 및 사회서비스

의 컨트롤 타워로서 기능할 것과 그런 위상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의체를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관점으로 보인다. 협의체의 성과에 대한 공공의 요구가 민관의 협력적 관

계에서 보면 일방적인 요구로 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지역마다 공공과 민간의 관계

가 모두 다르다. 이런 경우일수록 원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즉 지역사회의 보장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개발하고, 적합한 서비

스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협의체의 기본 임무인데 그 과정을 관이 주

도하기보다는 민관의 거버넌스 구조를 통하여 진행하라는 것이 합의된 

원칙이다. 그렇다면 관이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

다. 물론 결과나 성과도 중요하다. 그러나 협의체는 주민, 공공, 민간이 

10) 내용상 인터뷰 대상자가 공개될 경우 민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을 밝히지 않음. 

11) 바로 위의 인용문과 연계되어 있어 각주 4)와  동일한 이유로 지역을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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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활동하고 구축해 가는 과정 역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공공부터 이

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밀어붙여서 성과는 바로 나오는데 이거 너무 성과 위주로 가다 보면 조금 공무

원들 같은 경우 실적에 민감하거든요. 경쟁이나 어떤 이런 거. 예산이 투입됐으

니까 산출결과를 가져오는 거는 맞겠지만 결과에만 연연하다 보면 과정을 등한

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을 등한시하다 보면 실적만 챙기려고 하는

데 절대 민관 협력이나 복지나 사람을 대하는 이런 활동들은 과정도 상당히 중

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급

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서울 성동구 실무협의체위원장)

2)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갈등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명백히 민간 네트워크 조직이고 지역사

회보장협의체는 민간과 공공이 결합한 거버넌스이고 민-관 네트워크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조직이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주민과 자원을 대

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활동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갈등이 유발된다.

협의회가 있다 보니까 협의회 재단, 여기가 원래 재단사무실이었어요. 지금은 

다른 데로 갔지만, 업무가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하는데 다 기능과 역할은 틀

려요. 그런데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도 조금씩 비슷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싸움이 되는 거죠....(중략)...서로 잘 하면 되는데, 

협의회가 알다시피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있잖아요. 거기가 정치적인 게 좀 세

요.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도 흔들리는 경향이고, 복지부도 정치적인 것보다 제

대로 잡고 가줘야 되는데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모든 지자체에서도 약간씩 협

의회가 더 우위가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위, 아래가 아니에요. 같이 협업하고 

도와주는 기구인데, 막 경쟁구조로 가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요.(○○시 민간 간사)

문제는 지역에 따라 지역에서의 문제가 중앙 정치권의 문제로 확대되

어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 지역 혹은 특정 활동가의 주관적 

오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협의회 및 협의체의 역할이나 기능이 중앙 단

위에서 명확히 정리되어 지역 단위로 지침이나 규범으로 내려가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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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개별 지역 단위에서 스스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역에서 민간 간사의 노력으로 협의회와 협

의체의 갈등을 포용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사례는 유사한 문제를 경험하

고 있는 타 지역에 참고할 만하다. 충남 아산시의 사례를 보면 큰 틀에서 

협의체가 협의회조차도 포용하면서 지역의 사회복지를 설계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희는 처음부터 딱 역할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게 했어요. 

예를 들어 박람회를 예전에 협의회에서 몇 차례 개최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메르

스랑 AI 이런 것 때문에 3년 없어졌었어요. 저희 쪽에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후

원업체를 발굴해서 다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협의회에서 이거는 원래 우

리가 했던 사업이니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후원업체 연결해 드렸어요. 그렇게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해라 해서 지금 4년째 이번 주 토요일인데 계속 할 수 있

게 했고, 그것도 몇 년 있다가 후원이 끊겼는데 작년부터는 저희 쪽에서 사실 기

업에서 받는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후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500만 원을 떼서 

작년부터 줬죠. 왜? 우리는 우리 사업비 1500이지만 1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든 할 수 있으니 그쪽을 그렇다고 해서 시 보조금 300, 500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우리 쪽 내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충

남 아산시 민간 간사) 

아. 조직 체계성

1) 내부 체계 간의 업무 관계 

대체로 대표협의체는 심의를 하고 때로 결정권도 행사하고 있다. 실무

협의체는 실무분과의 제안에 대하여 자문 등의 관리 활동을 하면서, 위로

는 대표협의체에 각종 안건 상정과 보고를 하는 한편, 전반적인 기획안을 

작성하여 지역의 사회복지사업, 네트워크 구축 등에서 실질적인 주도성

을 발휘한다. 읍면동협의체는 사각지대 발굴, 자원 개발(주모 모금),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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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등의 실질적인 활동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실무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 사이의 역할과 업무가 명확하게 잘 구분되어 있다고 자평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통

이나 접촉의 정도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정도가 낮아 실

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회의나 운영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평

가가 지배적이다. 

읍면동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원래 수평조직이다 보니 동협의체 단독으로 

많이 하는 게 많고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뭘 하려는 게 어려워서 일부러 우리는 

공동으로 이런 사업들을 같이 해보자 해서 동협의체 연합 민간위원장이 연합회

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같이 구랑 동이랑 같이 뭘 협력해서 

하는 쪽은...(중략)...경쟁도 아니고...(중략)... 구에서 이렇게 같이는 하는데 구

에서 동협의체를 이렇게 터치, 좀 관여하는 거를 그렇게 좋게만 보지 않는 것 같

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는데 잘하는데 구에서 협의체에서 굳이 

우리한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부산 수영구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에 사회복지는 물론 보건, 문화 환경, 경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유력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 자체가 좋은 네트워크라는 평가도 있

지만, 단순히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네트워크 효과나 거버넌스 효과를 기

대하기는 어렵다. 많은 지역에서 실무협의체의 민간 간사나 공공 간사의 

노력으로 그나마 대표협의체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개

선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내부체계간의 관점에서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 대표협의체의 존재 자

체가 협의체 전체의 발전에 중요한 변수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협

의체 자체에서 지역사회복지의 어젠다를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영향력

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기능적으로 성장한 곳은 없다. 오히려 대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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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체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에 상관없이 실무협의체가 주도적

인 역할을 하고 대표협의체를 조정·통제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 판

단된다. 

2)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협의체의 관계

읍면동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어

떻게 다른지 몰라 혼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같은 지역에 수행하는 

일이 유사하게 보이는 조직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겪는 혼란의 성격이 짙다.

강원도 태백시에서는 주민 대부분이 읍면동협의체 위원을 주민자치위

원이나 통장 등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

들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의식보다는 아직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타

적인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식 속에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런 지역은 주민들의 활동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활동

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읍면동협의체의 성과 측면에서 보

면, 읍면동협의체가 자주성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는 동네와 그

렇지 않은 동네 간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읍면동협의체가 출범하던 당시 주민들에게 협의체 활동을 권하면 동사

무소 복지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떠올렸다고 한다(고양시). 또, 초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을 뽑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이를 모르는 상태

에서 주민자치원장들을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으로 앉히는 일이 벌어지기

도 했다(부산시 수영구). 

하지만 이런 초기의 혼란은 읍면동협의체의 활동을 통해 두 조직의 차

이점이 부각되면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상태에서 두 조

직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조직으로 상호 공존이 가능해 보인다.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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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와 고양시의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경험을 토대로 정리하면 두 조

직의 차이는 다음 <표 3-3-6>과 같다.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협의체

-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높음

- 명예직 성격이 강하고 자산가들의 모임
- 상대적으로 관제 성격 강함

- 위원장 포함 상대적으로 젊음 
- 뒷골목 사람들을 상대하는 보통 사람들로 

서민 편

- 상대적으로 관제 성격이 약함

<표 3-3-6>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협의체의 위원들 특성

부산시 수영구 실무협의체 위원장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상대적

으로 연령이 높고 자기 생활이 바쁜 사람들이 많으며 회의도 주로 저녁에 

하는 경향이 있다. 큰 행사나 일에 참석하고 물질적 기여를 중심으로 활

동한다. 반면,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상대적으로 젊고 활동력이 있으며, 

협의체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나아가 주

민들을 네트워크로 묶어 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초기 자치위

원이 맡았던 협의체 위원장도 활동력이 왕성한 주민으로 점차 바뀌었다. 

쉽게 얘기하면 동에 큰일, 큰 행사가 주어졌을 때 지원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

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조금 도와주십사 하고, 이게 아주 

좋게 잘 운영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중략)...돈으로 때우는 사

람들이라 안 맞을 것 같아.(부산 수영구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렇게 볼 때 두 조직은 역할과 기능이 겹치기보다는 각각의 특색과 기

능을 가지고 공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협의체와의 관계 설정의 유형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데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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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의체 기능의 강화

이 부분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소수이지만, 협의

체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크게 사무국의 강화와 실무분과의 활성화로 구

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사무국 강화

한 지역의 협의체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가 중심을 잡고 개별 조직들이 최상의 활동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민간 간사를 중

심으로 한 사무국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서 기술한 민간 

간사의 처우 개선이나 충원 요구, 사무국에 대한 예산 확대는 모두 이러

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민간 간사의 역량이 협의체의 활성화에 중

요하다는 점은 도시 지역은 물론 지방의 군 단위에서도 확인된다. 

민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관 주도였던 사회보장이나 복지 

관련 어떤 실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움직여 왔는데 이제 민간 간사가 협의체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민과 관의 연결고리가 그와 관련된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경남 창

녕군 읍면동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의 강화와 관련하여 신선한 의견이 있었는데, 핵심 인력의 세대 

간 재생산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 문제는 과연 협의체가 지속가능한가

에 대한 고민을 반영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성동구처럼 나름 협의체 활동

의 선진 지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러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사실은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0년이 흘러온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

던, 이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초창기의 그런 선배들의 헌신적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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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고민했던 체계들이 이어져 왔다고 하면 이 세대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이어 나가기 

위한 세대를 준비하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콘텐츠를 발굴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세대가 바뀌면서 약화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저희 성

동구도 마찬가지로 이 십몇 년 전에 있던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 게 아니기 때문

에 세대가 바뀌면서 이게 좀 조직력이 약화되든가, 아니면 새로운 인재들이 훈

련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체계의 부족들이 있는 것 같아요.(서울 성동구 실무협

의체 위원장)  

사무국의 활동에서 중요한 자원이나 파트너인 민간 사회복지 조직의 

종사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직원들로 세

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인력확충은 물론 

세대 간 이어질 것과 새롭게 발전시킬 것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만

들 수 있는 자연스러운 세대교체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개 지역의 고민일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고 판단된다.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전국적인 협의체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이라면 이는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어젠다가 될 수 있다. 

(2) 실무분과의 강화 

실무분과의 강화는 사무국 강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제기된 의

견은 실무분과의 유능한 인력의 존재가 협의체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역량 있는 사무국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것

이다. 즉, 민간 사회복지 인프라의 단순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민관 거버

넌스 과정을 기반으로 지역사회보장의 합의된 지향성을 실천하는 실무협

의체 중심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의미이다. 민관 거버

넌스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합리적 전달을 고려하면 상당히 일리 있는 의

견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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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가 저는 직원 자체가 인프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적자원과 물

적자원을 모두 다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만 협의체가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체가 잘 돌아가려 그러면 저는 실무분과가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중략)... 

가장 기초선에서 모래성을 쌓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실무분과인데 그 실무분과

가 활성화되려면 이건 인적자원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의

체에 누군가가 없거나 협의체 자체가 없다면 이 인적자원 관리가 안 된다고 생

각이 들어요. 아까 한 예로 자원관리분과를 예로 들었는데 예로 들자면 서울시 

복지단에서 디딤돌, 지금은 나눔가게로 바뀐 그거를 가장 우수사례, 가장 좀 벤

치마킹하고 싶은 곳이 성동구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다른 곳은 그냥 기관끼리

는 모여 있다 이거예요. 기관끼리는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한 번씩 모이기는 

하지만 성동구는 특이하게 협의체라는 명확한 구조 아래서 공공과 민간이 구조

가 잡혀 있어서 다르게 간다는 거죠.(서울 성동구 민간 간사)

이러한 의견이 현실이 되려면, 사무국에 유능한 민간 간사를 확대 배치

하고 이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결국은 예산 문제이

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 

혹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 틀림없는 것 같다. 

한편, 실무분과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 분과를 구분하는 방식에 대한 의

미 있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 문제제기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과 연

관되어 있다. 즉, 사회보장의 영역 중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서비스로 확

장되면서 문화, 환경 등 전통적으로 지역사회복지의 행정이나 실천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역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나 현실적

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나 환경 같은 새로운 영역의 전달체계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어떻게 결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

안이 없어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혼란은 공공은 물론 민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사례관리 같

은 활동에 이르기까지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에 정합성을 가지도록 사회복지 현장의 전달체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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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에 관심도 각 부서별로 사업이 짜깁기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주무부서도 이

게 뭔지 모르고, 지금은 범위도 넓어져서 복지문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화

국 아니면 차라리 괜찮아요. 컨트롤이 문화국에서 돼 버리니까. 그런데 환경도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올까 싶어요.(경기 김포시 민간 간사)

(통합 사례관리에서) 대상이 좀 명확한 거죠. 장애인은 장애인, 노인은 노인, 사

례관리는 사례관리, 각 파트가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원개발은 자원을 획득

하는 것에 대한 명확성이 있고요. 예를 들면 여성보육다문화분과라고 있어요. 

여성, 보육, 다문화, 3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하나의 방점을 잡을 수 없는 

거죠.(서울 성동구 실무협의체 위원장) 

(3) 실행 조직의 구성

사례 지역에 따라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읍면동협의체의 공식

적인 수직적 구조에 더하여 자체적으로 실행 조직을 만들어 의사결정, 소

통, 협력, 교류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식적인 

협의체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충남 아산시의 ‘운영위원회’와 광주 서구의 ‘동 보장협의

체 위원장회의’를 소개한다. 

① 대표협의체 한계 보완 조직:  운영위원회(충남 아산)

조직체계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것이 충남 아산시의 운영위원회이다. 

운영위원회는 대표협의체가 위원들의 다양성, 회의 소집의 어려움, 위원

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전문성 부족 등으로 현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없

는 조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실

무협의체 대표 4명, 공공의 사회복지과장으로 구성된다. 운영위원들은 

자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다.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예산 변경이라든가 각종 사업 변경이라든가 이

런 게 수시로 해야 되는데 대표협의체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빠르게 대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원장, 우리 운영지침 만들 때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대표실무 네 분이시죠. 그리고 공공의 사회복지과 과장님 해서 그렇게 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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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어요.(충남 아산시 민간 간사) 

사실 그게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덩치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기

가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각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렇게 해 가지고 자주 만나고 또 서로 어려운 점

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현안이 있으면 같이 풀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

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잘 돌아가는 셈인 

거죠, 원래 목적하던 대로...(중략)... 가장 이상적이기는 실무협의체 다 모이고 

대표협의체 다 모여서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상호작용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다들 바쁘시고, 또 너무 덩치가 커서 그러니까 빠릿빠릿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작

은 규모의 그런 거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저도 실무협의체 이야기를 

듣고 대표협의체에 가서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해 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충남 아산시 대표협의체 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실

행 조직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아산시는 다른 사례 지역과는 달리 상

대적으로 대표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

는데, 이는 아산시 협의체가 구성한 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전문위윈원회 

같은 실행 조직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아

산시의 운영위원회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 협의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드시 운

영위원회가 아니더라도 협의체와 같은 공식 조직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실행 조직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정말 대표협의체는 대표협의체답게 정말 심의예요. 어떤 분들은 대표협의체의 

역할이 없는 것 같다라고는 하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심의니까.(충남 아산시 민

간 간사) 

② 사무국연합회(광주)와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회의(광주 서구)

광주의 경우 5개 구별로 존재하는 협의체 사무국의 연합 조직인 ‘사무

국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다. 개별 구협의체의 사무국장, 간사가 모여 공

통의 과제, 의제를 논의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대안을 찾는 조직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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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2018년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대회 관련 논의 등이다. 이러한 연합 조직은 개별 자치구의 사무국 입장

에서 상당한 심리적, 행정적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참여

자들은 많은 업무 부담 속에서 소진을 걱정할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훨씬 든든하죠....(중략)...그런데 자기 일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일

하면서 다 회장 역할 하시고 총무 역할 하시고 이런 역할들 하다 보니까 그분들

도 사실은 솔직하게 모르기는 몰라도 많이 소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일을 하려면 딱 집중해서 사실은 해야 뭔가 성과가 나고, 사무국연합회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면 집중해서 이런 부분들을 끌고 나가야 우리의 어떤 공통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좀 필요한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아지고 취합

하고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마음은 있지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광주 서구 민간 간사) 

광주 서구의 경우 18개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단 월례회의가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에 협의체 사무국 주관으로 열린다. 이를 통해 다른 구의 

활동 및 정보 공유, 사례 발표, 사업 제안, 공통 사업 논의 등 다양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구조는 서구의 18개 동이 참여하는 수평적 

논의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제가 회의 자료 만들고, 매월 첫 번째 주 화요일날 모여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유의미하게 했었던 활동들을 서로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례 발표도 하고, 공통 

사업을 아까 안부 확인 사업 같은 거는 18개 동의 공통 사업이거든요. 공통 사업

에 대한 논의도 하고, 사업 제안도 하고....(광주 서구 민간 간사) 

(4)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고양시 협의체는 39개 동 보장협의체를 사회복지복지관 인프라를 고

려하여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망을 구축하였다. 기존의 

서비스권역, 사례관리권역, 일촌 맺기 등의 네트워크가 중복과 누락 등 

관리 과정에서  혼선을 야기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  통합적으로 관



제3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9

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저희 보장계획 중에서 그 전에 정권부터 이어 왔던 읍면동허브화 사업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동협의체 사업들이 사회보장근로법 이후에 시행이 됐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권역개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에너지를 1년 내

내 써 왔고, 기존에 저희가 권역별 네트워크 활성화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어떻

게 되어 있었냐면 사례관리 권역. 사례관리 권역은 왜냐면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라고 있어요. 사례관리 권역 하나, 그다음에 복지관끼리 서비스 권역 하나. 저희

가 지금 종사가 지금 늘어나서 8개인데 그때는 6개였거든요, 노인 3개, 장애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 우선은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다 해서 쪼개 줬어요, 지역을 39개동을....(중략)...쪼개서 권역관리를 했는데 그

게 현장에서 통용되지 못했던 게, 실패했던 게...(중략)...실질적인 정책이랑 연

계되는 컨텐츠가 없었고, 복지관에서도 기관에서도 되게 불만이 많았던 게...협

의체도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기는 하는데 뭘 해야 될지 회의 컨텐츠 자체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고...(중략)...지금 동협의체 기능은 자꾸 강

화되고 시민들의 수준은 자꾸 올라가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랑 어떤 동은 주민자

치위원회 끼어주기도 하고 어떤 동은 안 끼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고, 앞으로 동협의체가 강화될 건데 정부정책상,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고 생각했었고, 제가 작년 내내 뭘 했냐면 권역별 네트워크 사업망 가지고 동협

의체랑 같이 해서 2개만 가지고 저희가 에너지 모든 걸 다 쏟았어요.(경기 고양

시 공공 간사) 

복지관을 중심으로 동협의체를 권역별로 관리하는 고양시의 실험이 장

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지 또 다른 과제를 던져 줄지는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의 권역별 관리는 시도 자체만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사실, 39개의 동별 협의체의 역량과 조건이 다르고, 사례관리나 사회

서비스처럼 독립적인 관리 권역이 있을 경우, 지역사회의 한정된 인력이

나 자원을 고려하면 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절화될 가능성이 높고 현장 인

력들이 혼돈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동 보장협의체를 개별적으

로 관리하기보다는 지역 자원의 한계,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서비스 전달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체와 연계된 서비스의 관리 네트워크를 효율적

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양시의 시도는 이러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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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사한 조건의 다른 지방정부에서

도 고양시의 시도를 참고하여 다양한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자. 가치 및 태도의 변화

협의체 활동을 통한 네트워크 참여자나 일반 주민의 가치‧태도 변화는 

읍면동협의체의 활동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가 증가하고 공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주민들이 민간 활동을 통

해 지원을 받게 되면서, 주민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통해 가치나 

태도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단계로 판단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그러

나 평가는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기대만큼 큰 변

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가치나 태도의 변화가 없다거나 

못 느끼겠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전반적으로 변화의 기운이 만들

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

반 주민보다는 협의체 활동에 참가하였거나 수혜자로서 네트워크에 진입

한 주민들의 변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사례 조사 지역에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변화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3-3-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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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내용

관심 공동체적 삶과 협의체 활동에 대한 주민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연대감 민과 관의 협력 관계와 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음

공동 주체 민간이나 공공 중 선택이 아니라 같이 만드는 복지라는 생각

bottom-up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

자아존중 협의체 활동을 통해 주민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정체성 자각

만족 참여하는 주민들이 너무 좋아함. 보람과 기쁨

찾아보기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관심 증가

인사 주변에서 알아보고 인사함

자조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자기 마을 복지를 책임진다는 인식

공동체 의식 동네에 대한 애착심이 강해짐

습관 개선 술을 끊음 

공식 기부 사적 도움 행위에서 협의체를 통한 기부

이웃사랑 주민들이 참 좋아지더라

사회적 자본 서로 신뢰하고 참여하려는 변화

고마움
자원 연계를 통해 도움받고 감사한 마음
공공기관, 민간가관 모두에 대한 고마움 표현

포용 주민들이 서로를 알고 포용하려는 태도

<표 3-3-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의한 주민 가치의 변화 

<표 3-3-7>에서 보듯이 기대만큼 주민들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뚜렷한 

변화가 크고 보편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들

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대감, 공동체 의식,  사각지대

를 찾아보려는 마음, 고마움의 표시, 기부 행위의 공식화, 관심을 갖고 인

사를 건네는 행동 등 상당히 긍정적인 가치나 태도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가치는 그 자체로 협의체 활동의 의미 있는 결과이자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치가 지역사회

에 더욱 폭넓게 자리 잡게 될 경우, 현재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여러 형태

의 사회적 경제, 공동체 만들기 사업들의 기초 기반이 튼튼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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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 미래의 중요한 사회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차. 효율성 및 효과성

모든 사례 지역에서 응답자의 구분 없이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

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질문에서 투입된 예산 및 인력 대비 효

율성과 효과성을 명시했기 때문에, 일관되게 나타난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응답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사례 조사 지역들

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협의체의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우수하다

고 평가받는 지역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국의 협의체를 보편적으

로 평가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 지역의 조사에 한정할 경우 기대한 만큼의 효

율성과 효과성은 아닐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은 확실

한 것 같다. 앞서의 기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응답자들은 해당 지역의 

민간 간사가 매우 많은 업무를 낮은 인건비로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면

서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만으로도 민간과 공공이 지역사회 보장을 위해 협력

함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시책들이 생겨나고 시행에 있어서도 협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행되는 활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현

재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한계를 넘어선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좀 더 지역사회보

장협의체가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의 충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산시 실무협의

체 위원장)

또한,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이 만들어지고, 참여 주민들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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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동체 의식이나 사회적 자본에서 변화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다. 지

역사회의 민간 자원을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자원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업이나 사례들도 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가하면, 사례 지역에 한정할 때, 협의체의 활동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이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만,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를 종합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정치한 조사 방법으로 다양한 측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양적으로 측정

할 필요가 있다. 

제4절 소결

본 절에서는 전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

태 및 인식 파악 결과와 지역별 사례 분석 결과를 기초로 그 시사점을 제

시하고자 한다. 특히 3절에서는 분석 틀의 평가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실태, 성과, 특성 등을 함께 기술하였다. 본 절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에 기초하여 여기에 쟁점과 과제를 부연하였으며, 이들 내

용을 재구성하여 좀 더 개괄적인 수준에서 사례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활동이 낳은 성과와 성공 요인, 제약과 장애 요인, 그리고 과제를 정리

해 보고자 한다. 다만, 단순히 평가 요인별로 논의한 내용만을 재구성하

지 않고, 평가 요인과 관련이 적어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응답 자료를 분

석하고 결합함으로써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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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의 의의: 주요 성과와 성공 요인

가. 주요 성과 

10년여의 역사를 지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부문에 기

여하는 거버넌스로 안정적인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전국 대상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협의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감, 협

의체의 노력성, 소속감, 지향성 및 목표 인식 등에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

정적이었으며, 앞서 커티스(Curtis)가 지적한 지역 거버넌스 요소 중 공

동의 소유 의식과 의무감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식 함양, 주민 권한 부여

(empowerment), 서비스 조정자(arranger)와 생산자(producer)의 구

분 등을 갖춰 가는 상태로 보인다. 

사례 지역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협의체가 활성화 되었

다고 평가받는 지역에 주목하여 보면, 그 성과는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민관의 협력

이 가능해지고 있고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자인 저소득층 주민은 

물론 일반 주민들도 협의체, 특히 민관 협의체의 네트워크에 연결되면서 

저변의 서비스 네트워크의 역량이 양적, 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리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

는 희망적인 조직이 생겼다는 점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

하기 위한 몇 차례 시도가  있었다. 그 결과 복지위원, 주민자치위원과 같

은 현장 조직의 활동가들이 만들어지곤 했다. 그러나 연구의 사례 지역으

로 한정한다면, 읍면동협의체의 출범이야말로 주민 주도성, 주민 자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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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혜성, 민관 협력성을 모두 충족시키면서 ‘민주적 풀뿌리 사회서비

스’를 실현할 수 있는 최초의 의미 있는 조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지역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협의체로 전환한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토착화라

는 측면에서 분명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협의체의 활동은 민관 협력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풀뿌리 민주적

으로 작동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

다. 아직은 일부 지역, 일부 사업에 한정되고 있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응답자들의 반응도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프로

그램에 따라, 느리지만 분명하게 나타나는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확인할 수 있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분명하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적 기대는 긍정적 평가에 인색하거나 신중한 응답자들도 거의 

동의하고 있다. 

넷째, 지역사회복지에 투여되는 공공 재원의 부족에 관한 논의와 별개

로 현장에서는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자원이 발굴·개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원의 한계와 공공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범위 밖에 있는 주민들의 틈새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민간복지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

다. 발전하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에서 민간사회복지서비스의 근본적 변

화를 추동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다섯째, 향후 사회적 경제, 공동체 만들기 등 구체적 사회서비스 제공

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기초가 만들

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의 <표 3-3-7>에서 제시한 것이 아직은 어린 싹

의 단계이고 사례 지역만의 현상일 수도 있지만 연대감, 공동체 의식, 사

회적 자본, 자신 및 이웃 복지에 대한 관심 같은 가치나 태도들의 긍정적

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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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하게 말하면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마을만들기 등의 성

과가 파편적이고 미진한 것은 지역사회에 기본적으로 존재해야하는 이러

한 사회적 가치나 태도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이 없는 

각종 공동체 지향의 복지사업들이 조기에 효과를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

은 무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민들의 가치나 태도 변화에 대한 가능성

을 보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희망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나. 성공 요인

사례 지역에서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협의체의 경우 성공 요

인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첫째, 사례 지역의 응답 중 성공 요인으로 가장 확실하게 제시되는 것

이 공공 간사 및 민간 간사의 의지와 열정이었다. 어느 지역은 공공 간사

의 열성과 주도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민간 간사의 역

할이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협의체가 활발한 지역을 보

면 민간 간사의 역할이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역할을 하고 공공 간사

가 적절한 협력적 파트너로서 제도적,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따라

서 유능하고 열정적인 민간 간사와 공공 간사는 협의체 활성화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들이 협의체의 운영

에 대하여, 그리고 민간의 역할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협의체가 비교적 성공적인 사례 조사 지역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마음과 

태도가 협의체, 구체적으로는 실무협의체와 읍면동협의체의 자율성과 창

의성, 주민들의 참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

다. 자치단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변화에 의해 협의체가 경직되거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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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갈등이 새롭게 조성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공공의 태도가 협의체 

활성화의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관이 

민간에 성과주의적 결과를 조급하게 압박할 경우 민간의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거나 양자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셋째,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적절성과 자발성이다. 각 단위의 협

의체 조직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주민을 구분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실천하는 주민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이들의 확산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데 현재 지역사회

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주민의 각성과 변화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협의체가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을 보면 각 단위의 협의체가 유기적

으로 주민을 찾아서 효과적으로 네트워크로 이끌어 내고 그 과정에서 주

민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가능한 지역은 사회보장협의제

의 활동이 역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이미 존재하는 민간 네트워크의 유무가 읍면동협의체의 네트워

크 활성화에 중요하다. 협의체, 특히 읍면동협의체 차원에서 주민들을 

네트워크로 새롭게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시

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 오히려 부산 수영구 광안3동의 사례

처럼 성당의 복지조직 같은 기존 조직을 연계·활용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제약과 장애 요인 

본 연구에서는 심층 사례 조사를 협의체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지역

으로 한정하였고, 이는 협의체의 유용성을 과장하거나 정책적 성과를 부

풀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동안 지역 현장에서 투입한 협의체 참여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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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활동의 성과가 과소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지역적 편

차틑 고려하되, 지역 거버넌스로 기여하는 다양한 효과들을 드러내서 인

식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제시했듯이 본 연구를 진행한 결과 그러한 시도의 의의를 충분히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 사례 지역에서도 포착되는 제약 여건들을 

감안할 때, 사례 지역을 넘어선 보편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어려움

이 매우 심할 수도 있음을 짐작게 한다. 다음은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지

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상의 제약 여건, 장애요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십으로 형

성, 운영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

기는 매우 어려운 원칙인 듯하다. 본 인식 조사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대

등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확인

되었고, 군 지역일수록, 민간 간사의 경우 더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협의체 구성 초기에는 관의 주도가 허용되고 지지되기도 하지만, 

협의체의 성장과 안착에 따라 관의 개입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지는 달라

지고, 참여 방법에 대한 논란도 확대된다. 예컨대 민간의 참여가 왕성한 

협의체에서 지자체장의 선거공약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자연스럽게 반

영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고, 협의체에 대해서

도 성과를 중심으로 보는 관점, 참여 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협의체

의 이해도 저하, 지속적 교류를 통한 신뢰도 축적의 어려움 등이 확인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관 주도가 지녔던 순기능으로서 공공이 갖는 

권위와 지역에 대한 책임성, 이해관계나 갈등에 대한 조정력 등을 견지하

면서, 거버넌스 구조에서는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할 것인가의 과제가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 협의체 성과 영향 요인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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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은 담당 인력의 문제이다. 이는 협의체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좌우

하는 결정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매우 엄혹하다. 시군구의 

5분의 1은 사무국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았고, 시군구의 5분의 3은 1인의 

전담자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무국 담당자의 수만을 협의체 활

성화의 전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자를 확보

한 5분의 1의 시군구가 아마도 협의체 운영의 기본 과업들을 고민하며 시

도하여 활성화가 가능할 여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전국 실태를 상

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아마도 사무국 전담자가 배치되지 않은 시

군구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개인적 성의와 열정이 담보되지 않는 이상 협

의체의 정상적인 운영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

펴본 우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사례에서 감당해 내고 있는 일

들을 확인했기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담당 인력, 운영의 독립성 확

보를 위한 공간,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예산의 확보 

등은 협의체 운영의 기본 요건이기에 이는 현실적인 제약이자 장애 요인

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단위별 협의체 운영에 있어 보이는 편차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의 내부 체

계와 함께 읍면동별 협의체로 구성되는 다층적 구조를 갖게 되었다. 협의

체 구성 초기에는 대표협의체 중심의 회의 운영과 관의 주도 비중이 대체

로 높을 수 있으나, 협의체의 정착은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분

과,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와 상호작용하여 가능함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편 상대적으로 대표협의체가 타 단위 협의구조(실무협의

체나 실무분과)에 비해 사업 이해나 관심이 부족해지거나, 구체적인 안건 

논의가 미흡해짐으로써 대표협의체의 역할 축소, 혹은 퇴보의 양상을 보

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컨대, 본 연구의 전국 조사에서도 회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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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대한 충분성에서 대표협의체가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대표협의체와 실무분과 혹은 읍면동협의체의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거나,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협의체 및 지역사

회복지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정도가 낮아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고 회의나 운영 역시 지극히 형식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대표협의체가 독자적으로 지역복지 부문의 어젠다를 설정하고 

이를 견인해 갈 역량을 지닌 구조로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현실은 실무협의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대표협의체를 조정·

통제하는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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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민간 주도 거버넌스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가. 민간기관 네트워크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지역 민관 거버넌스의 전형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는 다른 형태로서 민간 복지기관,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중

심 거버넌스의 실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민간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는 

어떤 양상인지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 요인 및 활성화를 통해 변화되는 지

역사회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등장에 대해서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정부 실패(government failure)에 대한 대응 과

정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는 시각이 크다(차재권, 2017, p. 374). 따라서 

민간이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민관 거버넌

스 작동 과정과의 차별성 발견과 함께, 지방분권 이후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복지 실천적 접근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한국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위탁제도나 업무대행 모델 등

의 방식으로 인해 거버넌스가 수직적 계층제에 입각하여 작동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민간 조직 중심 거버넌스의 형성 실태를 파악하여, 사회

복지 실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보다 수평적 협력 기제의 존재와 그 가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Ⅱ): 
민간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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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간 복지기관 중 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

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네트워크를 살펴보

았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민간 복지 거점으로 그동안 각종 사회서

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조직(organizing)의 활동을 수행해 온바, 다양

한 지역사회 민간 복지기관들과의 거버넌스 구축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나. 시민사회단체의 복지 참여 및 마을공동체와 주민 참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관이 먼저 발의하여 시작된 민관 지역 거

버넌스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의 힘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고, 그 활동의 

사례와 성과가 해당 지자체의 정책으로 제도화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수용하여 정책화하는 거버넌스의 사례도 존재하고 있다.

최일섭, 이현주(2006, p. 25)는 지역사회복지를 ‘전문 혹은 비전문 인

력이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

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

력’이라고 정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확보된 민간 

복지기관 중심의 거버넌스와는 달리, 사회복지의 비전문 인력이 주류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개되는 시민사회단체

나 마을공동체 차원의 활동에 주목한다. 이를 통해 민간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 내 공공기관과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지역사회의 각종 제도에 영

향을 주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지역주민의 자체적인 노력의 결집체인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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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공동체를 구심점으로 움직이는 민간 지역 거버넌스의 발생 배경과 추

진 과정, 활성화 요인을 확인하여 공공과 결합하는 관‧민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주도적 참여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거버넌스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들이 자발

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통치 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라고 설명할 수 있

다.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원구환, 2003). 그런데 민간이 관과 결합된 대등한 관계에서 거버넌스를 

주도하거나,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실행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한편, 

주민들의 경우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접 체감하다 보니 

역량을 가진 주민의 결집체인 마을공동체나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가 이

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하는 사례들

이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한계로 지적되는 관 주도-민간 보조적 경

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 즉,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가진 마을

공동체나 시민사회단체 주도적 거버넌스에 주목하고, 그 형성 요인, 문제 

발견과 해결 과정, 성과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보

다 근본적으로 지역 기반 거버넌스에서 주민의 주도적 참여가 갖는 의미

를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연구 내용

가.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사례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을 지역 거버넌스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마을공

동체가 중심이 된 지역 거버넌스의 개념과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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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주요한 문제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지역 거버넌스가 어떻게 형성되

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의 복지 참여와 마을공동체‧주민 참여를 다루는 

제3절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 과정이 관 중심의 발의와 주

민의 보조적 참여로 귀결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자생적 

노력과 주도적 참여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였다. 지역사회 문제를 시민사

회단체나 마을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해 가는 과정을 살펴

보고, 그 노력에 대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거버넌스 형성 과

정을 살펴보았다. 

1) 지역사회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지역 거버넌스는 유형도 다양하지만 실제 사회복지 실천가나 지역 활

동가들이 인식하는 개념도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거버넌스가 사회

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

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버넌스 개념을 정의해 보았다. 

2) 지역사회의 어떠한 문제나 이슈를 다루는가?

제2절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된 지역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루

는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는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지역사회

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고독사, 그리고 도시재생적 차원의 접근들, 읍면동 

중심의 맞춤형 복지 등의 과정에서 발견되는 실제 민간 조직 중심의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들을 파악하고 유형화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았다. 또한 

어떤 개인, 조직들이 지역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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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역할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지

역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는 무엇인지 살펴

보았다. 지역사회의 이슈는 해당 거버넌스를 태동하게 된 배경이 된다. 

초창기 활동을 전개한 계기로서의 이슈와 복지 문제,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발견되는 지역 문제와 이슈, 이를 다루어 가는 태도를 확인

하였다. 또한 도시재생 뉴딜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펼쳐지는 도시재생사

업, 사회적 경제 정책의 확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한 관 주도의 

거버넌스 참여 등에 대한 입장과 협력 형태를 확인하였다.

3) 지역 거버넌스의 특성은 어떠한가?

거버넌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에서는 다양한 분석 틀

을 제시하고 있다. 윤희성, 김선주, 김행종(2018, p. 154)은 노숙인 실천 

현장의 거버넌스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버넌스 행동 주체와 주체들 

간의 관계, 지배이념,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작동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상준, 이숙종, C. 햄든-터너(2015, pp. 83-86)는 협력적 거버

넌스의 조건과 과정에 대해 세 가지를 제언하였다. 첫째, 참여 당사자들 

간에 권력 및 자원 보유의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면 협력은 강한 행위자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이다. 

둘째, 협력이 이루어지기 전에 선례가 있으면 보다 더 협력이 추동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선례는 주요 당사자들 간에 신뢰와 정당성을 판단하

는 데 도움을 주게 된다고 보았다. 셋째,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는지이다. 

협력 결과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는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 결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심리를 발생시킴으로써 협력이 적절히 진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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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한편 거버넌스 참여자들 간에 협력이 시작

되면 그 협력은, 심층적 의사소통을 통해 가치나 정보를 발견, 공동 목적

이나 문제를 정의, 문제에 대한 심사숙고 이후 갈등 해결을 위한 숙의, 실

질적 결정 사항과 갈등 해결의 최종 결과물인 결정으로 구성된다고 보았

다. 두 번째로 협력과정에서의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로 참여자들의 합의 지향적 자세는 협력 거버넌스의 중요한 요소이

다. 상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헌신,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상호 

토론 및 토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는 과정의 중요성이다. 마지막으로 

공동 이해와 목표가 확립되어야 한다. 협의는 문제에 대해 명확히 정의한 

후 이해 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버넌스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 연구들

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 거버넌스의 특성을 적절히 파악하기 위한 세부 

조사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지역 거버넌스의 작동과정 등을 제

시해 보았다. 특히 지역 거버넌스가 잘 형성되기 위한 주요한 요인과 장

벽 요인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어 

온 만큼, 그 성과로 인해 제도화되고 거버넌스가 민간 자체에서 공공성을 

가진 주체들과 결합되는 과정, 그로 인해 발생된 거버넌스의 특성 변화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나. 지역 거버넌스의 성과 

지역 거버넌스의 성과에 대해서는 거버넌스를 수단으로 보는지, 아니

면 목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리 접근할 수 있다. 우선 수단으로 보는 입

장에서는 거버넌스의 성과를 양적 성장 규모로 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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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를 목적으로 보게 되면 양적 성장보다는 다른 개념이 요구될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감이나 업무 효능감 등 질적 측면들이 주요한 성과 기준이 될 수 있

는 것이다(차재권, 2017, p. 371).

1) 거버넌스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먼저 지역 거버넌스의 성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파악하였

다. 지역 거버넌스의 성과는 지역사회의 이슈나 문제, 거버넌스 형성 과

정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제하고 해당 지역별 거버넌스

의 실제 성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성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지역 거버넌스가 바라보는 성과에 대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즉 지속가능한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를 적절히 다룰 수 있는 거버넌스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긍정

적 요인은 무엇인지, 또한 부정적 장애물은 무엇인지를 각 지역 거버넌스 

사례별로 살펴보았다. 

다. 지역 거버넌스의 과제와 제도화

1) 제도화를 통한 확산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의 자체적인 힘으로 움직여지는 마을공동체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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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가 제도화되고 다른 

지역으로 보급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제3절에서는 성

과의 확산을 위해 제도화된 결과가 해당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 타 지

역으로 확산된 신규 거버넌스의 운영이나 정착 과정에 대하여 어떻게 인

식하고 평가하는지 확인하였다.

2)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과 민관 거버넌스로의 전환(제

도화 등)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변화는 무엇인가?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한 거버넌스 운영의 

성과에 관이 함께 결합하여 민관 거버넌스로 전환되고, 실제 제도화되면

서 겪는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

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3. 조사 방법

본 장에서는 지역 거버넌스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 거버넌스의 특성

과 성과,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요인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사 방법으로는 이미 지역사회에

서 형성된 지역 거버넌스를 면접하거나 문헌을 통해 조사하는 등의 다차

원적인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각각의 지역 거버넌스의 실제

에 대해 심층적 기술을 통해 발생과 변화 과정을 깊게 이해할 때 활용하

는 사례 연구가 적절(남궁근, 2010)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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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석 대상 지역 선정

먼저 제2절에서 다루는 사회복지관 중심 지역 거버넌스의 사례를 선정

하기 위해서 그동안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던 기관들

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작동되는

지를 사전 전화 인터뷰 등으로 확인한 후 연구 과정에 참여토록 하였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통합 사례관리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활용

된 경우나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형성된 사례를 선택하였

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고독사나 노인 대상 사례관리 등의 영역에서 지역 

거버넌스가 형성된 사례를 발굴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인식 개선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거버넌스를 형성하여 관련 문

제를 해결해 간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상 지역은 연구진의 접근성을 고려

하여, 서울, 경기, 대구, 부산,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사례 선정 방식을 통해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

은 다음과 같다. 

번호 구분 지역 소속 기관 직위

1 참여자1 대구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2 참여자2 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3 참여자3 부산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4 참여자4 부산 노인복지관 관장

5 참여자5 전북 노인복지관 부관장

6 참여자6 대구 노인복지관 관장

7 참여자7 경기 노인복지관 부장

8 참여자8 서울 노인복지관 관장

9 참여자9 부산 장애인복지관 관장

10 참여자10 부산 노인복지관 과장

11 참여자11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표 4-1-1> 민간 중심 거버넌스 사례 연구 참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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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 3곳, 부산 6곳, 대구 4곳, 전북 1곳, 경기 1

곳 등 총 15개소였다. 기관 유형별로는 종합사회복지관 7개소, 노인복지

관 7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였으며, 응답자의 직위는 관장 8명, 부장 4

명(부관장 포함), 그 외 중간 관리자(팀장, 과장, 선임 등) 3명이었다. 

제3절에서 분석할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와 마을공

동체 차원에서의 활동을 통해 제도화된 사례를 탐색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4가지 사례는 첫째,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제도화된 사례, 둘째,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해 가며 지역 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 사

례, 셋째, 지역주민의 자생적 조직에서 관 주도 민관거버넌스의 일원이 

되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 넷째,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주민의 자생적인 노력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확장해 가고 있는 사례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나 지

방자치단체의 제도화된 사업, 그리고 각종 공공조직에서 우수 사례로 소

개되었던 자료, 각종 보도자료, 관련 책자, 사례집 등의 문헌 자료를 활용

하여 해당 유형에 적합한 사례를 선정하였다. 대상 사례는 부산 반송 지

역 희망의사다리네트워크, 서울 관악사회복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개금2동 이웃사랑회,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처음 활동 시작을 주도했던 활동가를 선정하였으며, 

그 활동가가 현재 그 단체를 벗어나 있는 경우는 그 활동가를 포함하여 

현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를 함께 선정하였다.

번호 구분 지역 소속 기관 직위

12 참여자12 부산 종합사회복지관 선임복지사

13 참여자13 서울 종합사회복지관 관장

14 참여자14 부산 노인복지관 관장

15 참여자15 대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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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단체/네트워크명 현 소속 기관 직위

1 참여자1 희망의사다리 ○○청소년문화진흥센터 센터장

2 참여자2 희망의사다리 종합사회복지관 부장

3 참여자3 희망의사다리 ○○교육청 교육복지사

4 참여자4 관악사회복지 관악사회복지 활동가

5 참여자5 개금2동 이웃사랑회 종합사회복지관 과장

6 참여자6
동자동 사랑방공제

협동조합
동자동 사랑방공제협동조합 활동가

<표 4-1-2> 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 사례 연구 참여자 현황

 

나. 자료 수집 방법

선정된 연구 참여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가 다루는 지역  문제, 거버넌스 참여 조직 및 역할, 거버넌스 작동의 주

요 긍정적‧부정적 요인, 거버넌스의 성과, 성과 도출에 영향을 주는 긍정

적‧부정적 요인, 그리고 거버넌스의 현재 과제와 제도화 이후 변화 사항에 

대한 예측 등을 위한 서면 질문지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아울러 

제출된 서면 질문지 분석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와 자료 수집이 필요한 

경우, 심층 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거버넌스

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문헌 자료 등도 참고하였다. 

서면 조사는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7일까지 2주 동안 실시하였으

며 그 이후 필요에 따라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구체적인 서면 조사 

질문 항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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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항목

1
귀하께서 만약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한 문장으
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귀하께서 소속된 기관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와 그 문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그 문제와 관련하여 거버넌스 내에 함께 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무엇이 있습
니까? 가급적 상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거버넌스 과정에서 귀 기관의 역할과 참여하고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역할은 무엇인
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거버넌스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주

시기 바랍니다.

6
거버넌스가 잘 형성되지 못하는 장벽 요인은 무엇인지 생각나는 대로 작성해 주시

기 바랍니다.

7 위의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고 계십니까

8
위의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이 있는
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4-1-3> 민간 중심 거버넌스 사례 조사의 질문 항목

제3절은 실제 선정된 사례의 구성 과정, 네트워크의 확장 등의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표 4-1-3>에 제시된 질문과 함께 추가적인 질문을 활용

하였다. 

번호 질문 항목

1
귀하께서 만약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한 문장으
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사회의 어떠한 문제나 이슈를 다루는가
 1) 본 단체(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해 주신다면?
 2) 초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 지역사회 이슈는 무엇인가?

 3) 활동을 전개하면서 파생되거나 새롭게 다루게 된 이슈는 무엇인가? 

3

지역 거버넌스의 특성은 어떠한가

 1) 어떤 활동이 전개되었고, 조직체계는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2) 어떠한 단체들과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어떠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

<표 4-1-4> 시민사회단체 및 마을공동체 관련 질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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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 방법

서면 질문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해서는 내용 분석 

방법, 질적 자료 분석을 통해 지역 거버넌스의 유형, 성과 파악, 성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 향후 과제 및 제도화 이후의 변화 모습 등

을 살펴보았다. 

제2절 민간기관 중심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거버넌스의 개념

조사 대상인 사회복지관의 담당자들이 거버넌스 접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나 참여 조직, 궁극적 성

과 도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

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거버넌스의 개념 관련 내용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

석하여 구분하였고,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질문 항목

4

거버넌스의 성과를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1) 어떠한 성과가 생겼나?

 2) 다양한 지역단체 및 조직들 간의 협력은 어떻게 이끌어 냈는가?
 3) 공공자원과의 연계는 어떤 형태로 이뤄졌으며, 어떠한 도움을 받았는가?

5

성과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영향 요인은 무엇인가
 1)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2) 자체적인 노력보다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이 어떠한 도움을 주었는가?

 3) 어떠한 어려움과 과제가 남아 있나? 

6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과, 실제 제도화 등에 따른 민관 거버넌스로
의 전환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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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버넌스 참여 주체

먼저 개념 진술문에는 거버넌스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관련한 내

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대체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다수였다. 또한 공공과 민간 외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당사자, 학

계도 주요한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로 언급한 의견들이 있었다.

민과 관, 주민(참여자3), 공공과 민간, 당사자(참여자4), 공공과 민간, 공공과 공

공, 민간과 민간(참여자6), 민관의 다양한 조직(참여자7), 공공과 민간(참여자9), 

공공과 민간(참여자10), 공공 외에 민간, 학계, 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참여자

11), 민관의 다양한 주체(참여자13) 

하지만 특별한 주체를 지정하지 않고 이해관계나 지역 내 단체, 정

부 외의 다양한 행위 주체, 다양한 다수의 주체 등으로 표현한 의견도 

있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참여자2), 다양한 기관(참여자5), 다수의 주체(8), 지역주민, 

지역 내 단체, 기관(12), 정부 외 지역 내 다양한 행위 주체(14), 지역사회 개인 

및 단체(15)

2) 거버넌스의 목표

개념 진술문에 포함된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와 관련한 

개념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 문제나 욕구 해

결, 지역사회 변화나 발전, 지역복지 실현,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이었다. 

지역주민에 기반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참여자3), 사회 문제 해결과 사회 발

전(참여자4), 지역사회 문제 및 변화, 지역사회의 긍정적 변화(참여자5), 공통된 

지역복지(참여자10), 지역사회 현안 해결(참여자13), 지역  문제나 욕구 해결(참

여자14), 지역사회 발전 도모(참여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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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고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과업 등의 내용을 다룬 의견과 주민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표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구현을 언급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공동의 과업 수행(참여자6), 공공의 이익(참여자7), 공동의 목적(참여자8), 민주

주의 주민자치 실현(참여자11),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만들기(참여

자12)

3) 거버넌스의 방식

개념 진술문에는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방식과 관련한 의견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용어로는 협력, 협치, 협업, 네트워크, 연대 

등의 개념이었으며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활동을 주요한 거버넌스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평적 협력(참여자2), 공공, 민간, 당사자 간의 협력, 협치, 네트워크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과 노력(참여자4), 연대 활동(참여자5), 네트워크 관계(참여자6), 다

양한 조직이 네트워크를 구축 함께 협력적으로 일하는 것(참여자8), 협력 네트

워크를 활용(참여자9),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참여자10), 공공 정

책수립, 집행에 있어 공공주도에서 행정 외의 다양한 주체(민간, 학계, 주민 등)

가 함께 참여하는 것, 협치(참여자11), 지역 내 단체, 기관의 협력과 협치의 과정

(참여자12), 협업의 네트워크 방식(참여자13), 수평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긴

밀하게 협조하고 협력하는 방식(참여자14), 지역사회의 개인 및 단체가 함께 지

역사회 발전을 도모(참여자15)

이러한 거버넌스의 개념 관련 진술문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복지

관 중심의 거버넌스는 먼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당사자를 

참여의 주체로 보고 지역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회 문제나 욕구의 해결 등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들과 함께 연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협

력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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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

사회복지관 중심의 거버넌스가 주로 다루는 지역사회의 문제가 무엇인

지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 통합적이고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

역주민의 문제, 주거 환경 문제, 정신건강 문제, 노인과 관련한 문제, 복

지서비스 공급 부족의 문제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주민의 문제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문제로는 대체로 복합적이고 긴

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상황의 지역주민 관련 내용이 많았다. 특히 사례

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예상치 못한 지역주민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주민에 대한 대응의 방법으로 

거버넌스를 활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사회 이슈가 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이에 대해 민간이 공공과 함께 사례 문

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고 있음. 특히 관련 학교와 

심리상담센터, 병원, 노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동사무소 등과 함께하고 있으

며 복지관은 사례를 제시하고 사례관리에 대한 주 담당을 수행함. 그 외 공공 영

역에서는 자원을 연결하고 학교는 아동 상태를 공유하며 심리 상담센터나 병원,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연결된 업무와 관련한 상담 및 자원을 연결하고 있음.

(참여자1)

긴급지원 및 통합 사례관리 사업이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가장 주체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임.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긴급

지원과 통합 사례관리이며 ○○구 내 4개 권역으로 구분된 것 중 본 노인복지관

에 속해있는 ○○권역이 가장 이상적이고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음. 대표적인 

문제 한 가지로서 지역사회 내 복합적 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이 발생하면 신속하

게 개입하고 지원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구청과 각 동 주민센

터, 사회복지관, 학교, 경찰서,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지원센터, 지역병원 등과 함께 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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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본 복지관은 권역의 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고 동료 슈퍼비전을 제공하며 구

청은 타 권역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각 동 주민센터는 사례를 발굴하

고 상정하며 공적자원 정보를 공유함. 그 외 기관은 사례 발굴 및 상정, 해당 부

분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여자8)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위해 공공과 민

간에서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한 대상자 사례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 개념

을 활용함.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경찰서, 지역 전문치료센터 등과 함께 하고 

있으며 본 노인복지관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참여단체는 간접적

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참여자10)

2) 주거 환경 문제

주거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열악하고 노후된 주거와 주변 환경의 문

제, 쓰레기나 주정차 문제 및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 그리고 지역

의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된 단독주택 중심 지역의 주거 환경 문제로서 쓰레기 등 환경오염과 주택 

및 주거 환경 열악 문제가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부족에 따라 성인의 경

우 일자리와 건강, 노인의 경우 건강, 고독, 우울감 문제가 있음. 이를 위해  본 

복지관이 기획하고 주민 조직화를 통해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 작은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광역자활센터는 공동 기획과 자원 조직 및 연계, 시니

어클럽은 시니어 일자리로서 방범과 마을환경가꾸기 지원, 마을공동체만들기지

원센터는 공유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과 마을복지포럼 지원, 도시만들기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있음. 그 외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는 사업비 지원, 주민목공조직은 재능 나눔 활동, 구청은 경로당 건물 무상 임

대, 교육청은 주민교육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참여자2)

그동안 마을만들기사업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또한 그들만의 활동이라고 인식하는 주민들이 있었음. 그리고 마을사업이 일부 

주민들에게 과중되어 있었음. 이를 위해 공공은 구청 도시재생추진단과 행정복

지센터가, 민간단체는 본 복지관 및 마을활동가와 마을기록팀, 청년마을살이조

직, 주민은 해돋이마을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음. 구청은 새뜰마을사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는 새뜰마을사업 내 청년마을살이 진행과 공공, 민간

단체, 주민들의 사업을 기록하고 정기회의 진행, 마을 소식지 발간을 하며 본 복

지관은 이웃에 대한 돌봄과 주민교육, 지역 자원망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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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관련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해돋이마을 협의회는 마을사업의 중심 단체로

서 새뜰마을사업을 공동 진행하며 지역주민과 유관 단체 간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함.(참여자12)

본 노인복지관이 속한 지역은 노숙인 출현 빈도 1위, 유흥가 밀집 1위를 기록하

고 있으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시설, 공원, 놀이터 등은 부재하여 아이 키우기 

나쁜 동네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음. 또한 이러한 지역 문제는 고착되어 지역주

민들의 개선 의지가 낮음. 주민들은 공동체의 문제 해결보다는 회피에 익숙해져 

개인주의, 이기주의 풍토 만연이 대표적 지역사회 문제임. 이러한 문제를 위해 

주민센터와 경찰서 등은 문제 발생에 따른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개입함.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문제 해결은 가능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됨. 

이를 위해 복지관이 예방 차원의 주민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면서 지역 문

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지역커뮤니티 센터의 역할 수행. 그 외 주민자치

위원과 복지관 프로그램 추진위원회, 지역상인회 등은 봉사, 후원활동 등과 함

께 민관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음.(참여자7)

지역 상가들의 주변 지역이 활성화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 문제 해결

을 위해 상가번영회와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마을 축제를 주관하여 진

행하게 됨. 이를 위해 개인으로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있

고 단체는 새마을부녀회, 봉사 단체, 주민자치위원회, 백화점, 복지기관, 학교, 

어린이집,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음. 복지관은 프로

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과 행정적 지원, 인적자원 확보와 물적자원(사업비, 

후원금 등) 확보를 담당하고 있음.(참여자15)

3) 정신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중도장애인이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적 고립과 대인기피증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거버

넌스 개념을 활용하여 다루고 있었다. 특히 중도장애인이 보유할 수 있는 

우울증 및 폭력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

이 있어 관련한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만 정신건강

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

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그 외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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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고독사 문제도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문

제로 분석되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은 우울증 또는 폭력성이 강하게 나타나 사회

적 고립과 대인기피증을 겪게 됨. 이를 위해 대학 디자인학과 학생들과 휠체어 

대여기관, 장애인복합문화센터, 구청이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도로 휠체어 스포

츠커버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휠체어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적응과 함께 자신감을 향상시켜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 함. 여기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그림을 그려 휠체어에 장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함

께 고민함.(참여자9)

지역에 정신보건 당사자를 위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현재 노출된 정신

보건 당사자에 대한 개입이나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못함. 이로 

인해 정신장애 등급이 없거나 타인에게 위협적 요인이 적고 자살 위험이 낮으며 

사회성이 현저히 결여되는 대상은 지역 내에서 방치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복지관 사례관리팀도 정신보건 당사자 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어려움

으로 사례개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던바, 이런 상황에서 정신보건 당사자의 사

회성 향상을 목적으로 지역 기반 민관 통합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접근을 하는 사업을 시행함.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 추천과 사업홍보,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사회기술훈련 진행 및 자문,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치료 상담이 필

요한 당사자를 연계하여 치료 및 가족상담 진행, 정신건강관련 센터는 정신보건

관련 교육 진행, 그리고 본 복지관은 가정방문을 통한 대상자 발굴, 사회기술훈

련 진행, 이웃관계맺기 사업 진행 등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총괄함.(참여자13)

독거노인 우울 및 자살, 고독사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거버넌스 개념을 활용하

여 다루고 있음. 해당 지역은 가장 높은 비율의 저소득층 노인이 거주하고 있고 

저소득 독거노인 비율도 가장 높게 분포하고 있음.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재건

축, 재개발 사업으로 마을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고 이웃에 대한 관심 또한 감소

하고 있어 지역 내 취약계층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주변에서 지지해 줄 직접적 

사회관계망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써 이들의 우울, 자살 등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위험이 매우 높음. 따라서 지역 내 저소득 독거노인의 우울 및 자살, 고독

사를 예방하고 관련 지역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노인복지관과 지자체, 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노인보

호전문기관, 자살예방센터, 보건소 등과의 연계를 통해 은둔형 노인 및 우울 위

험, 자살시도 노인을 발굴하고 있음. 본 노인 복지관은 해당 사업의 전체적 총괄

과 지역 내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의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조정, 연계업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음.(참여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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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관련 문제

노인 관련 문제로는 우선 세대 간, 세대 내 갈등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

히 노인과 아동청소년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노인들 간에 복지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이 확인되었다. 그 외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을 거버넌스적 접근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의 심각

성을 주요 문제로 두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복지관이 위치한 곳은 인접

한 곳에 초중고등학교가 함께 있어 서로 간 갈등으로 인한 충돌이 빈번하게 이

어지고 있음. 가령 어르신 이용 차량과 통학 차량으로 인한 혼선으로 학교 측에

서 시청 민원접수를 통한 단절적 대응, 학생들이 노인복지관을 이동통로로 이용

하는 경우 이용 통제를 거칠게 하는 등 각종 민원과 직접 충돌이 빈번하게 이어

오고 있고, 노인 세대 간 이용 갈등(젊은 노인층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 호

소, 기존 이용 어르신에 대한 분리 요청) 이 있음. 이를 위해 초등학교 내 학교 사

회사업가, 고등학교 선생님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학교장과의 만남이 이루어졌

고, 이해관계 상충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서

로 공감하는 사업에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함. 여기서 

노인복지관은 문제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가진 기관과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위한 사업 제안, 지속적 모임을 통한 활동 추진, 추

진 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함. 초등학교는 세대 갈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고등학교는 연대 사업의 주

체가 되는 학생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함.(참여자5)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함. 이를 위

해 노인복지관과 종합복지관, 구립도서관, 청소년 수련원, 행정복지센터, 주민

자치위원회, 희망나눔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치안센터가 참여함. 노인복지관

은 여기서 기관 이용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 특히 재능기부 중심의 노인

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제공하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함.(참여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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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부족의 문제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부족의 문제는 지역 내 다문화, 취약계층 등에 대

한 서비스 자체가 부족한 측면을, 거버넌스 형성으로 해결하려는 사례들

이 조사되었다.  

지역 슬럼화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다수이며, 경제적 정서적 

위기에 있는 가정의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

임. 이에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통해 대상자들에 대한 개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

고 있음.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지역복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과 다각적 지원을 위해 운영됨. 긴급 도움이 필요하거

나 복합적 어려움을 가진 세대의 문제 상황에 맞는 지역의 다양한 기관 및 자원

과 연계하여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음. 3개의 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뇌병변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6개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 협력기관(구청, 

행정복지센터, 대학 사회복지학과 등)과 연계하고 있음. 통합 사례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 논의 및 공동 개입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홍보 

및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캠페인과 전문가 자문 등의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참

여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 정보 및 지식 공유, 사업 연구 등의 

실무자 스터디, 다양한 사례 개입 결과를 발표하고 자문위원, 지역 실무자와 사

례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짐.(참여자3)

구청의 다문화지원과와 다문화지원사업 실행기관, 경찰서, 근로복지공단 등 관

계기관의 기관장 및 실무대표로 다문화사회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문화

정책, 서비스 기획 및 자문, 각 기관 다문화사업과 지역 다문화 이슈를 공유하고 

있음. 민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청이 중앙과 광역의 공모 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에 대해 제안한 민간 기관이 실행하는 

방식의 다문화사업 진행 사례가 많음. 특히 지역 다문화 실태조사, 다문화사회 

통합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 다문화사회 플랫폼 사업 등은 본 복지관 중심으

로 운영한 사례임. 그 외 구청과 민민 네트워크 협력 사업의 예시를 들면 다문화

가족운동회, 다문화명예통장, 다문화서포터스 활동 등이 있음. 이러한 다문화사

회네트워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구청 다문화지원

과와 복지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회, 근로복지공단,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이주노동자지원센터, 중국동포단체 등임. 여기서 복지관은 지역사회

의 이슈를 발굴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상하여 공공에 

제안하면, 공공이 예산을 확보한 이후 복지관이 서비스와 정책을 실행함. 그 외 

공공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정책을 제안하게 됨.(참여자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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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중심의 거버넌스가 다루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관의 고유 업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 세대 갈등, 정신건강, 다문

화 문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거버넌스 개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 및 역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개인과 조직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거버넌스가 다루는 문제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지역주민 문제에서의 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지역주민 문제에 대한 거버넌스 내 각종 참여 주체들 및 이들의 역할을 

살펴보면 대체로 복지관은 통합 사례관리적 접근을 활용하여 사례관리자

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지자체(시군구청)가 거버

넌스 내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지자체는 공공 영역의 자원을 연결하거나 

공공기관 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 외 다양한 

공공, 민간 기관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

하며,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거버넌스 내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복지관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구청은 공적인 부분에서의 자원 연결, 학교는 아

동 상태에 대한 공유, 상담심리센터나 병원, 지역자활센터 등에서는 서비스 공

급 관련 업무와 상담, 추가 필요 자원을 연결.(참여자1)

우리 기관(노인복지관)은 사례 회의 주재, 슈퍼비전 제공을 하고 구청은 공공영

역에 대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함. 주민센터는 사례를 발굴하고 공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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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보를 공유함. 그 외 사회복지관은 사례 발굴, 노인 사례 개입부분과 관련한 

민간 자원을 공유, 학교는 사례 발굴 및 학부모 상담, 경찰서는 학대와 폭력일 

경우 방문동행, 보건소는 사례 발굴 및 의료 자원 연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

대피해아동 방문 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노인 방문 조사, 지역아동센터

는 서비스 연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 발굴 및 정신보건 자원 연계, 치

매지원센터는 치매검진 및 상담, 지역병원 등은 의료서비스를 연계함.(참여자8)

복지관은 사례관리와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후원 물품을 제공함. 참

여단체들은 수급자 신청이나 주거급여 신청 등 간접적인 행정 서비스나 관련 서

비스를 제공함.(참여자10)

2) 주거 환경 문제에서의 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주거 환경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에서는 대체로 사회복지관이 전반적

인 주거 환경 문제 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직접 수행하면서 필요한 

단체나 조직, 자원들을 적절히 동원하는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미 구조화된 사업인 경

우이므로 복지관은 기획이나 조정의 역할보다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다양한 자원 동원을 통한 직접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먼저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를 도시재생적 접

근을 통해 완화, 해소해 보려는 노력에서 복지관은 전반적인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참여 주민을 조직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청은 구청 

공간에 대한 무상 임대와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고 주민센터는 사업을 홍

보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으며 지역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은 자

원 연계 또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지역이 다

양한 조직 및 단체의 사업비 지원과 주민자조모임의 재능 나눔 활동을 통

해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과정에 참여토록 하였

다. 또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나 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같은 중간

지원조직도 거버넌스 내에 포함되어 각종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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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기획, 주민 조직화, 운영, 구청은 무상 임대와 사업비 지원해 주고, 주

민센터는 사업 홍보,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하며, 지역자활센터는 자원 조직 및 연

계, 시니어클럽은 시니어일자리사업 수행,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공유공

간 사업비 지원 및 마을포럼 지원, 도시만들기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관련 정

보 교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련 사업비 지원, 시민단체는 사업비 지원, 주

민자조모임은 재능나눔활동을 수행함.(참여자2) 

불법 쓰레기 투기나 불법 주정차 등의 고착화된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

서 주민들이 무관심한 측면을 위한 거버넌스적 접근에서는 복지관은 주

로 전반적인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

민 조직을 형성하면서 지역주민들과 공공기관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위해 지역 커

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토론의 장 마련에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나 동 주민센

터와 같은 공공기관은 복지관이 추구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력의 역할과 함께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지원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복지관은 주민 조직과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 주민과 관의 참여 유도, 지역 문

제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위

한 주민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 토론의 장을 마련함, 경찰서와 동 주민센터와 같

은 관은 복지관이 추구하는 사업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자치위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참여자7)

새뜰마을사업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에서 복지관은 주민 대상 교육과 지

역 자원을 활용한 건강 증진, 돌봄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었고, 

구청은 새뜰마을사업을 총괄하며, 그 외 민간단체는 청년마을살이 사업

이나 마을 소식지 발간 등을, 마을협의회는 새뜰마을사업 공동 진행과 지

역주민 및 유관 단체 간 소통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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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복지사업으로 주민에 대한 돌봄과 주민교육, 지역 자원망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함. 구청은 새뜰마을사업을 총괄하면서 행정복

지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업무를 지원함. 민간단체는 새뜰마을사업 청년마을살이

를 진행하고 공공, 민간단체, 주민들의 사업을 조율하고 기록하며 마을 소식지

를 발간함. 마을협의회는 새뜰마을사업을 공동 진행하면서 지역주민과 유관 단

체 간 소통 창구의 역할을 담당함.(참여자12)

지역 상가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수행하는 마을 행사 사업에서

의 거버넌스는 복지관의 경우 전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자원봉사자 등

의 인적자원을 확보하며 각종 후원 물품이나 사업비 지원 등의 물적자원

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새마을부녀회나 봉

사 단체, 각종 복지시설, 구청, 학교, 병원 등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관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하며 인적자원 확보(자원봉사자, 행사지원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물적자원 확보(후원금 및 후

원물품 확보, 마을공동체지원사업 제안을 통한 지원금 확보)를 하고 개인 및 단

체는 프로그램에서 부여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

하는 역할을 담당함.(참여자15)

3) 정신건강 문제에서의 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한 거버넌스 형성에서는 복지관이 대체로 정신건

강 문제를 보유한 대상자를 사례관리적 접근으로 지원하거나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양한 공공, 민간기관들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접서

비스 제공 또는 사업 홍보, 사례 발굴 등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컨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중도 장애인이 사회적 고립과 대인기피

증 등으로 인해 겪는 우울증 혹은 폭력성을 경감시키기 위한 지체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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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커버 디자인 사업에서 장애인복지관은 사업 전반을 기획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해 사례관리적으로 접근하고 디자인 기능을 

보유한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개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구

청은 사업 홍보와 사업비 지원, 복지용구 대여점은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장애인 휠체어에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사회 적응과 자신감을 

향상함으로써 우울증을 감소시키도록 하기 위해 복지관은 장애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휠체어 커버 그림을 도안하는 디자인과 

학생을 개발, 관리하며 장애인 단체는 휠체어 커버를 이용한 휠체어를 통해 지

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함. 복지용구 대여점은 이러한 사

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발굴하며 구청은 사업을 위한 

홍보와 사업비를 지원함.(참여자9)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지

역적 상황에 대한 접근으로 복지관은 대상자 발굴 및 통합 사례관리 사

업, 정신건강 관련 사업을 기획하며 수행하고 있었다. 그 외 공공, 민간 

조직은 대상자 추천, 사업 홍보, 가정방문, 정신보건 관련 교육이나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가정방문, 사회기술훈련 진행, 이웃관계맺기 사업 

진행과 통합 사례관리 사업을 총괄하고 장애인복지관은 당사자 추천과 사업 홍

보를, 주민센터와 방문건강관리센터는 사업 홍보와 당사자 추천, 사례 회의 참

여, 대상자 발굴을 위한 가정방문을, 심리상담센터는 심리치료 상담이 필요한 

당사자를 연계하고 치료상담 및 가족상담을 진행,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정

신건강센터는 정신보건관련 교육을 진행함.(참여자13)  

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살, 고독사 등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관이 관련 사업 총괄과 프로그램 운영, 조정, 연계의 역할을 담당하

고 그 외 공공 및 민간기관은 대상자 발굴을, 지자체는 예산 지원, 병원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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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은 해당 사업의 전체적인 총괄과 지역사회 내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

에서의 사업에 대한 조정, 연계 업무,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고 거

버넌스 협력 체계 속에 있는 그 외 복지관 포함 공공 및 민간기관은 우울, 자살

시도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는 대상자 발굴임. 지자체는 사업에 따른 예

산 지원과 행정 지원, 협력 병원은 전문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함.(참여자14)

4) 노인 관련 문제에서의 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노인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주로 지역주민이나 다양한 조직

들이 노인 문제를 인식토록 하고 개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노인과 다른 세대 간 갈등 및 노인들 간 세대 내 갈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복지관은 주로 관련 기관, 조직이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사업을 제안하고 활동을 추진하며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인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세대 간 갈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다양한 참

여의 장을 만들고 대학생 동아리들은 다양한 사업에 있어서 특정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은 문제에 대한 참여 의지를 가진 기관과 연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행 과정을 위한 사업 제안, 지속적 모임을 통한 활동 추진, 추진 사업

에 대한 평가를 하고 대학생 동아리는 복지관 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실행과 관

련한 세부 역할을 수행, 초등학교는 세대 간 갈등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참여하고 고등학교는 연대 사업에 주체가 되는 학생

참여를 유도함.(참여자5)

지역주민의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 외 개인과 각종 단체

들은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면서 지역복지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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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은 기관 이용자의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 지역 문제에 대해 함

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노인의 역할(재능 기부-오카리나 

공연, 하모니카 공연, 인형극 공연 등) 부여를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참여를 제

공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개선함.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원, 동사

무소, 주민자치위원, 초중등학교, 치안센터 등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하며 함께하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증진하고 우리 

의식을 강화함.(참여자6)

5)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에서의 거버넌스 주체 및 역할

지역 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복지 

관련 기관들이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자원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 

또는 각종 공모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역할

이 제시되었다. 단, 복지관은 지역 내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조직들과의 

수평적 협력 관계를 통해 지역 내 서비스 공급량을 확충하기 위한 실제적

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기관 간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다

각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거버넌스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 장애인

복지관 2개소, 지역자활센터가 주체가 되어 구청 희망복지지원단과 행정

복지센터와 협업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각 기관들이 통합 사례 회의와 

취약계층 발굴, 사례 발표회, 실무자 스터디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지역 참여기관은 통합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지역 내 각 기관이 연계하

여 취약계층 지원의 효과적인 방안 논의 및 공동 개입, 그리고 네트워크 홍보 및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다양한 사례 개입 결과를 발표하고 자문

위원, 북구 지역 실무자와 사례관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사례 발표회를 하고 

참여 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적인 정보 및 지식 공유, 사업 연구를 

하는 스터디를 실시함.(참여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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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문화 관련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관을 포함한 민

간기관들은 지역 내 다문화 관련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공공에 의견을 제

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에 공모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그 사업을 제안한 거버넌스가 주도하여 실행하는 방식

의 사례가 있었다. 특히 복지관과 민간 네트워크로 구성된 거버넌스에서

는 이슈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구상하여 공공에 전달하면 공공은 예산 확

보를 위한 시도와 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지관과 민간 네트워크는 지역사회 이슈를 발굴하고 어젠다를 합의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공공에 전달함.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구

상하여 공공에 제안하면 공공이 예산을 확보한 후 서비스와 정책을 민간이 실행

하게 됨.(참여자11)

  4.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 요인

거버넌스 형성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질문에

서는 총 13개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총 11명의 응답에서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발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해야 하

며 거버넌스 참여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참여 결과에 따른 보상(인센

티브)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참여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참여자4),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참여자6),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도(참여자8), 자발성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하기 어려운 참

여(참여자5), 민간과 공공이 적극적으로 참여(참여자13), 구성원들의 소극적인 

참여 및 열정 부족(참여자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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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에 대한 보상(참여자2), 거버넌스 활동으로 지역 문제가 해결될 경우 

민관 기관에 비해 개인이나 주민 조직에게는 보상체계가 미약함(참여자7), 인센

티브 없으면 동력이 없는 공공시스템(참여자11)

2)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에 협력적이고 신뢰적인 소통 관계를 형성함

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거버넌스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해야 함을 9명의 참여자가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

은 다음과 같다. 

민과 관의 협력(참여자1), 상호신뢰 및 수평적 관계 설정(참여자2), 서로 신뢰하

는 공유 플랫폼을 형성(참여자9), 민간, 공공 간 수평적인 네트워크와 관계 유지

(참여자13)

참여하는 기관 간 연대의식(참여자5), 공동체 의식(참여자6)

공공, 민간의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장을 마련(참여자11), 지속적인 소통 필요(참

여자12), 참여하는 각 개인, 단체의 기본적인 조직 특성에 대해서 서로 이해가 

필요하고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이 요구됨(참여자15)

3)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시각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시각과 관련하여 총 8명의 참여자가 언급하였으

며 가급적 거버넌스의 성과를 단시간에 보여주기 식이 아닌 장시간의 점

진적 변화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작은 성과도 거버

넌스의 성공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경험으로 보고 있었다.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충분한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

하여 진행(참여자4), 너무 급하게 거버넌스를 내세우며 기본기를 튼튼히 거치지 

못한 것(참여자8), 늘 빠른 시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만을 보고자 하는 것(참여자9)

성과에 대한 효과를 유보하고 점진적 변화의 과정을 이해하기(참여자5),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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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과 위주보다 과정에 대한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됨(참여자12), 과정보

다는 결과 위주의 업무 방식이 문제(참여자13)

작더라도 성공적인 선행 경험(참여자2), 거버넌스를 통해 작은 경험이라도 지역

의 변화에 대한 성공, 성취를 경험(참여자13)

4) 거버넌스의 이슈 및 목표 설정

거버넌스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에 합의된 

이슈나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정확한 인식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총 7명의 참여자가 이와 관

련한 내용을 응답하였다.

하나의 목표(참여자1), 지역사회를 위한 공동의 목표(참여자2), 공동의 목적과 

목표 합의, 거버넌스에 대한 민-관이 상을 공유(참여자11), 문제의식 공유에 따

른 서로 간의 입장의 차이 극복(참여자5), 지역사회 문제와 이슈, 어젠다를 공동

으로 설정하고 대처(참여자13)

지역 문제나 욕구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현황 등의 정보 공유(참여자14), 이슈가 

명확해야 하고 이슈에 대한 로드맵이 구체적이어야 함(참여자4)

5)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 이해 및 필요성 인식

거버넌스의 적절한 형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거버넌스

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필요성 인식이 중요함을 총 7명의 참여자가 강조

하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함(참여자8), 거버넌스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참여자11), 각각 참여 기관 또는 개인의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기반되어야 하고 거버넌스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필요를 느낄 수 

있어야 함(참여자13),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하고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참여자1), 거버넌스 체계 내에 있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사업의 

중요도를 낮게 인지하고 있으며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참여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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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과정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함(참

여자5), 참여 주체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및 의지가 필요함(참여자2)

6) 거버넌스를 위한 인적, 물적 조건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를 위한 인적, 물적 조건이 필

요함을 총 7명의 참여자가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실

무자들의 역량과 거버넌스 내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위한 재원, 그

리고 보유한 역량 수준에 맞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참여 실무자의 역량 및 거버넌스에 집중할 만한 인력, 재원(참여자2)

거버넌스 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부족한 예산(참여자4), 활동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참여자5), 재정적 지원(참여자6)

수행 인력의 마인드와 업무 태도(참여자13), 전문 인력의 부재(참여자15)

마을과 주민의 역량에 맞는 사업 진행 필요(참여자12)

7)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의 이기적이지 않은 참여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이기적이지 않고 

동업자 마인드를 가지면서 궁극적으로 지역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함

을 총 6명의 참여자들이 언급하였다.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이 경쟁자가 아닌 동업자의 마인드(참여자3), 함께 연대하

는 기관 간의 소통을 통해 자기주의적 활동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의견 묻기

(참여자5), 기관 이익이 아닌 지역 이익 중심(참여자2)

공유를 하지 않고 각자의 관점만을 주장하는 것(참여자9), 소속된 개인 및 단체

의 이기주의(참여자15), 조직들의 이해관계 상충(참여자7)



제4장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 분석(Ⅱ): 민간 네트워크와 주민 참여  205

8) 공공과의 관계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 공공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총 6명의 

참여자가 강조하였다. 또한 공공 중심이 아닌 민간 중심의 의사결정 과정

과 공공의 탈권위, 수평적 권력 관계 등이 언급되었다. 

민관의 암묵적 권력 관계(참여자7), 공공 영역 수행 주체의 다른 주체들을 휘두

르는 경향(참여자8), 공공의 권위의식(참여자13), 거버넌스적 사업이 공공 주도

형이 많음(참여자4)

민간 부분에 대한 주도적인 기회 제공(참여자2), 민간에 의사결정권과 예산, 자

원 등과 관련한 권한 이양(참여자11)

9) 조직 대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승인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 대표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적극적 참여를 승인해 주는 과정이 필요함을 총 5

명의 참여자가 언급하였다. 

단체장이 협조해 주지 않음(참여자1), 관계기관 대표자의 이해 부족(참여자2), 

기관장의 이해 부족으로 회의 참여 불허의 경우(참여자8)

공공과 민간 조직 리더십의 거버넌스 인식 부족(참여자11), 기관장의 운영 방식

에 따른 차이(참여자13)

10) 지역사회 자원 보유

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참여 주체들이 적절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요구되는 자원이 거버넌스 내에 없을 때 거버넌스의 

형성에 장애 요인이 발생함을 총 4명의 참여자가 언급하고 있다.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의 존재(참여자2), 지역사회 자원이 제한적일 때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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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장벽 생김(참여자13), 폭 넓은, 획일적이지 않은 복지서비스(참여자10),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복지 자원의 규모 등에 따른 참여 정도와 역할을 협의하

는 과정(참여자14)

11)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가 형성되어도 담당자가 바뀌는 등의 사유로 분절적으로 운영

되는 것은 결국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총 4명의 참여자가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환경, 담당자 바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함(참여자8), 발령제로 인한 담당자의 잦은 교체(참여자13), 구성원들

의 잦은 이동 및 변경(참여자15), 공공, 민간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스

템(참여자13)

12) 거버넌스를 위한 역할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실무자가 

있어야 하고, 참여 주체들이 각자의 강점을 고려한 역할을 배분받고 수행

하는 것이 중요함을 총 4명의 참여자가 강조하였다.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주담당 기관의 존재(참여자2), 주민, 민간단체, 공공의 

의견과 자원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간사가 필요(참여자12)

권한과 명확한 역할 분담(참여자2), 각각의 개인 및 단체의 장점을 살린 역할 분

담(참여자15)

13)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형성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서는 참여 주체가 아닌 주민이 중심이 되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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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참여자가 언급하였다.

지역주민을 거버넌스 과정에 개입하게 하여 그들의 문제와 욕구를 즉각적으로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체계(참여자3), 지역주민의 욕구를 해소하는 것과 거리가 

있는 접근이면 안 됨(참여자3)

민간기관 이외에 당사자 참여가 중요하므로 참여 당사자 이해가 높아야 함(참여

자4)

5. 거버넌스의 성과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형성한 거버넌스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성과에 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

민의 변화와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도출되었다. 

1) 지역주민의 변화

지역주민이 거버넌스 활동의 주체로 참여한 경우 적극적인 참여를 통

해 거버넌스가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이 주민 변화 차원에서 강조되었다. 

또한 거버넌스가 관심을 가진 문제가 궁극적으로 완화됨으로써 지역주민

의 태도, 행동,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성과, 실질적으로 미충족된 욕

구가 거버넌스를 통해 충족된 성과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다양한 노인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거버넌스 과정에 노인 스스로가 거

버넌스 주체로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정책이 실제 생활 속에

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를 꼽았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문제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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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한 거버넌스에서는 주민들의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지속되면

서 참여 주민들 간에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고 이의 해

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변화가 성과로 제시되었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책에 의견 제시, 정책 개발 및 실현, 

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일련의 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참여자4)

거버넌스에 민간기관은 물론 지역주민 조직 및 개인의 참여가 지속됨. 거버넌스

를 구성하는 조직원들이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통의 목표를 추구하며 소통

한다는 점이 성과라고 생각함(참여자7)

(2) 태도와 행동, 인식의 변화

세대 간, 노인세대 내 갈등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에서는 그동안 

보여 왔던 세대 간, 세대 내 부정적 태도나 행동들이 거버넌스를 통한 사

업 수행 결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개선된 결과가 나타났다. 또

한 중도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고립이나 대인기피증 완화를 위한 

거버넌스 활동 수행 결과 사업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그동안 보여 왔던 

우울증 및 폭력성 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자 하

는, 행동과 인식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문제와 관련한 주민들의 태도나 행동에서의 

변화를 이끌어 냄(참여자5)

장애인들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참여자9)

(3) 욕구의 충족

지역 내 다문화 관련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여 거버넌스를 통한 서비스 

공급 확대를 도모한 결과 거버넌스 활동에 참여하였던 공공과 민간의 강

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궁극적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성과에 도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독거노인의 우울, 고독사, 자살 등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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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활동으로 해소하려는 접근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독거노인이 지

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이들의 삶의 질이 개

선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진술되었다. 

지역 문제, 주민 욕구를 공공과 민간의 장점을 상호 극대화하여 효과적으로 충

족, 해결함(참여자11)

독거노인이 지역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하는 등 삶

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참여자14)

2) 지역사회의 변화

지역사회의 변화로는 거버넌스 활동이 목적으로 설정한 지역복지 증진

이 이루어지고, 형성된 거버넌스가 지역사회의 복지 관련 지원 체계로 지

속되는 것을 성과로 보았다. 

(1) 지역복지 증진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로 지역 문제가 해결되고 궁극적으로 지역복지가 

증진되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자원을 효과적으

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이 증대된 성과가 나타났다. 또한 노인에 대

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에서 건강한 지역이 만들어지

고 지역복지가 증진되었으며, 통합 사례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활동에서 

공통된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도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익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감,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자원의 효과적 활용, 지역

의 사회적 자본 증대(참여자2)

공동의 문제 해결, 건강한 지역사회 형성, 우리 마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는 지

원 체계 형성으로 지역복지 증진(참여자6)

공통된 지역복지 문제 해결, 공통된 목표 달성(참여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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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내 지원 체계 형성

거버넌스의 형성 결과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복지 관련 문제에 대한 지

원 체계가 형성되고 지속되는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취약계

층이 밀집한 지역사회 내에 복지관 중심의 거버넌스가 형성되어 통합 사

례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나 욕구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

가 마련되었다.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자원이 공유되

고 서비스도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는 위기가정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성과로 제시되었다. 다문화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도출된 

성과들이 다른 거버넌스 형성으로까지 확산되는 결과도 나타났으며, 도

시재생 영역에서의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들이 보유한 자원이 활용되어 

마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

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정신건강 관련 거버넌스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이

슈로 대상자 발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관 거버넌스 형성 결과 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지역주민이 겪는 문제 및 욕구에 지역이 함께 대응하도록 돕는 긍정적 기능을 

도모하며, 이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사전 준비 기능이 중요한 밑바탕으로 자

리매김할 것(참여자3)

여러 주체들이 모여 협의하기 때문에 모든 자원들에 대한 공유 및 서비스가 신

속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함. 결국 클라이언트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으로 자립 향상과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

됨(참여자8)

거버넌스 성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협력, 협치 시도들로 이어지도록 하며 여러 

단체들에게 확산시키는 효과(참여자11)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참여자12)

사례 발굴에 대해 민관이 공동 협력 체계 마련. 즉 정신보건 당사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한계를 극복하고 공무원의 인사 발령으로 야기되는 지속성의 문제를 

시스템 구축으로 유지하는 효과(참여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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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거버넌스의 과제

형성된 거버넌스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면 무엇인지 묻

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속가능성 확대,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 

거버넌스에서의 명확한 역할 설정, 거버넌스에서의 관계 설정, 그리고 거

버넌스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제시되었다. 

1) 지속가능성 확대

거버넌스는 형성되기도 어렵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이 

같은 측면에서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가 도출

되었다. 특히 거버넌스 형성과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한 재원이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되었으며, 그 외 지역 내 필요

한 권한 부여와 거버넌스 수행 사업에 대한 품질 유지도 거버넌스 지속가

능성을 위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하며 제대로 되기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

다고 봄(참여자1), 수행 인력의 전문성 강화,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한 예산 확보

와 지역사회 자원 발굴(참여자13),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참여자6)

조정자 역할 수행 기관의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책임과 더불어 지역 내에서 인

정된 권한의 부여(참여자2)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성을 담보하는 일과 재원 확

보(참여자5), 지속적인 지원 체계 유지와 서비스 품질 유지. 지속적인 공유 작업

(참여자8)

2)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인식 전환은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도 주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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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나, 다시 언급되었다. 특히 단기간의 보여주기 

식 성과보다는 장기간의 작고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다는 점이 인식되

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 간 성과에 대한 시각 차이를 

좁히는 것이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공공에서의 유연함이 필요하고, 성과를 단순한 실적보다는 그 과정에 대해 의미

를 봐 주었으면 함. 특히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큰 규모보다는 작고 효율적인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실제적 효과들을 가져왔으면 함(참여자4)

긍정적 변화에 대한 즉시적 성과를 유보하는 인내가 필요(참여자5)

상호 기대치 낮추기와 속도 맞추기(참여자11)

3) 거버넌스에서의 명확한 역할 설정

거버넌스 형성 및 수행 과정에서 참여 주체별로 명확한 역할이 설정되

고 조정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특히 무조건적인 주민 참여

보다는 주민의 역할과 전문성을 전제로 한 주체들의 역할이 구분될 필요

가 있고, 향후 역할 수행과 관련한 매뉴얼도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역할과 관련해서는 참여 주체들 간 소통 과정을 통해 조정과 협의가 필요

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주민 참여의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되지만, 주민 참여가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

을 것이라는 인식이 변화되어야 함. 따라서 전문가 활동 범위와 주민 참여가 적

절하게 구분되어야 함.(참여자3)

업무 또는 과업 진행시 명확한 업무분장 또는 매뉴얼이 필요(참여자6), 개인 및 

단체들에 대한 역할 분담의 과제를 해결.(참여자15)

거버넌스 협력기관들과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협의 및 조정 등을 통한 사업 추

진 체계.(참여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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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버넌스에서의 관계 설정

형성된 참여주체들 간의 긍정적 관계 설정이 과제의 하나로 제시되었

다. 수직적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 경쟁적 관계가 아닌 협력적 관계, 

공공과 민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 이기적 관계가 아닌 상호적 관계가 중요 과제로 언급되었다.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협력(참여자9), 민관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 지금까지 거버넌스 활동이 복지관이 주도하고 관

과 주민이 조력자 역할로 참여했다면 앞으로의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참여자7)

공공과 민간이 라이벌 관계가 아닌 상호협력관계(참여자10), 공공, 민간 간 이해

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 맺는 방식 필요.(참여자11)

상호관계에 따른 이기주의적인 것에 대한 양보(참여자15), 공공과 민간이 상호

간의 활동에 대해 칭찬, 평가, 협조가 필요함.(참여자12)

5) 거버넌스에 대한 지속적 참여

거버넌스에서 해결해야 하는 마지막 과제로는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이 

어떻게 하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가와 관련한 내용이었다. 특

히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참여 동기 형성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

되고 있다. 

지속적인 마을 리더 발굴 활동, 민간 공공기관이 메인이 아닌 주민 중심의 활동 

필요.(참여자12)

거버넌스의 파트너십 근본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 모

색.(참여자5)

복지관이 계속적으로 참여기관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관리.(참여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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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가. 거버넌스의 현황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지역 내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성된 

아동·청소년 중심의 민관 네트워크로서, 사회복지기관 및 시민단체, 주민

의 참여가 활발하게 지속되고 있다. 유사하게 아동·청소년 교육문제에 노

출되어 있는 타 지역에서도 이러한 민관 네트워크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정도로 지역사회 주도로 운영되는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사례이다. 

2004년 12월에 시작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의 계기와 배경은 다

음과 같다. 반송동은 2003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정

부의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활동을 통해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이 시

범 실시되었고, 이를 통해 저소득 아동, 청소년의 교육복지 환경이 향상

되고 있다고 평가받던 지역이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부터 교육복지투

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이 점차 축소될 조짐을 보이자 교육청과 지

역주민, 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공동체를 구성하여, 가난하고 소

외받는 아이들의 교육복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자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지역사회 교육복지 운동을 함께 시작했다.

기존 정부나 각 기관의 자체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메

우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해운대교육청, 반송지역 학교, 복지단체, 지

역주민들이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희망의사다리운동” 기금으로 적립

하여, 방학 중, 방과 후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 소외아동에 대한 건강 주

치의 연결,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멘토링 사업, 꿈나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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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승훈, 

2006).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어진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의 선언은 “우

리 아이들이 더 이상, 밥 굶어 건강을 잃지 않게, 치료받지 못해 아파하지 

않게, 사랑받지 못해 외로워하지 않게, 공부하지 못해 꿈을 포기하지 않

게 ‘출발선 평등’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자!”이다. 이는 모든 아이들이 출

발점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복지 환경

을 구축하는 교육 공동체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주민과 청소년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힘을 기르는 것과 함께 지역의 교육, 복지, 문화, 

의료 등 전반적 환경을 어린이·청소년 친화적으로 바꾸어 가며, 반송동 

자체를 힘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네트워크 내의 내부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다. 

반송동은 부산에서 저소득 밀집 지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 

정책 시행에 있어 차별을 받았다 인식하여, 반송동에 산다고 무시받는 

것, 교육복지 사업의 지속 여부를 외부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

로 대응하였다. 

나. 거버넌스의 특성

1)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초창기의 추진 체계

는 반송동 내의 사회복지관, 시민활동가, 학교 교육복지사, 일반 주민, 기

업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반송동은 저소득 밀집 

지역으로서 영구임대아파트 2개 단지가 있고, 사회복지관은 4개소가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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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중이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반송희망세상이라는 주

민공동체가 활동했는데 이들이 함께 이 활동에 참여했다. 공동대표로 해

운대교육청의 교육장과 지역 대표를 추대하고, 조직의 사무는 교육청 프

로젝트 조정자가 담당하였으며, 후원금의 관리는 반송동 지역 4개 사회

복지관에서 맡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초창기의 활동을 살펴보면, 월 1회 실무자 회의, 연 1회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고, 긴급한 문제에 대한 예산 집행 매뉴얼을 만들어서 소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집행했다. 또한 참여 주체들이 지역 청소년을 위한 10대 과

제를 선정하고 주요 과업을 수행할 기관에 역할을 분담시켰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개별 참여 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했다.

이후 활동이 많아지고 참여 주체도 늘어나게 되면서 네트워크의 운영

에 변화를 주었다. 2011년부터는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

해 네트워크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기관과 사무국을 지역 내 4개 사회복

지관이 2년 단위로 책임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초창기에 교육청 프로젝

트 조정자가 수행하던 사무국 역할을 이관하여, 지역 내 민간기관에서 총

괄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700곳이 넘는 민간 후원자 및 지역사회 자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아진 기금의 지원 사업을 교육, 생계, 치료, 문화기금 

등 4개 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해 기금 지원 

사례판정 회의와 공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 활동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모이면서 출발하

였다. 교육복지 사업의 축소와 중단 위기에 따라 이를 문제로 인식하는 

교육청과 지역주민, 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해운대구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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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보건소에서 건강 사업을 함께 논의하며 확대되었다. 이후로는 반송동

에 새롭게 개관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는 자연스럽게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되었다. 

회원 기관으로는 복지관 4곳을 비롯하여 지역자활센터, 주민단체인 희

망세상, 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 7곳, 교육지원청이 있으며, 협력 기관으

로는 1318해피존, 반송2동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 등 7개 기관

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다.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이슈)

초기에 시작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복지 사업의 중단 

위기, 즉, 교육 문제가 이슈였고,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파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 안전망이라도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마을 기

금 사업을 시작으로 이를 아동․청소년을 위한 식사, 치료, 정서 지원, 긴급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절실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마을 기금 

사업을 통해 해결하면서 지역주민과 단체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변화가 참여의 동력이 된 것으로 분석된

다.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

역이 처한 새로운 이슈에 대응했다. 반송동을  무시하는 신문 기사는 주

민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촉매가 되기도 했다. 주민들에게 관심사가 되거

나 이해관계와 연계된 이슈는 주민들의 참여와 결집을 강화시키는데, 이 

신문 기사는 주민을 결집시키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는 이렇게 설명했다.

반송동은 정책적 이주 지역으로서 외부에서 소위 못사는 동네로 낙인을 찍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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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많았는데 이 기사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게 

했다.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되었다. 위기 아동, 청소년 지원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역 빈곤 

아동·청소년이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하고, 작은 성취감들을 마을에서 길러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당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

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세 번째 이슈는 도서관 건립 운동이었다. 청소년이 당당할 수 있고 지

역에 대한 자부심을 지닐 활동으로 반송동의 모든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체육대회나 축제 등의 공동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상시적

으로 와서 배우고 교류하는 공간 확보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이를 해결

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도서관 건립 운동이었다. 이 새로운 이슈는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켜서 ‘느티나무도서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네 번째는 아이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

하다는 이슈였다. 이는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네트워크 내에서 지속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아동문화축제나 각종 아동 문화생활에 대한 기금 지원과 관련해서 접근 방식과 

내용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네트워크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정례화된 기금 지원 규약과 문화축제 등이 주는 효과가 과거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문화적 생활수준을 현재의 생활환경에 근거해

서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활동의 방향을 

정립해 가고 있다.(현재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홍○○)

라. 거버넌스의 성과 및 영향 요인

1) 이루어 낸 성과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는 마을의 공동 이슈

에 대해 네트워크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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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사업의 위기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

질적인 지원이 마을 기금을 통해 해결되었다. 반송동 지역 내 700곳이 넘

는 후원자나 지원 단체가 생겼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네트

워크 체계가 강화되었다.

두 번째로는 지역 내 참여 단체들이 상호 역할 분담과 아울러 공동사업

을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협력 체계를 갖추고 힘을 결집해 왔다는 점이

다. 아동․청소년 10대 과제를 선정하였고, 이를 함께 해결해 가기 위해 역

할을 나누고 참여한 기관, 실무자와 지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문제를 해

결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지역사회의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

청소년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참여한 기관, 실

무자와 지역이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필요에 따라서 구청이나 교육청, 학교와도 

이슈를 논의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당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세 번째로는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이 부산의 다른 교육복지투자우

선지역에도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반송동 사

례에 깊은 호감을 가졌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반송동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교육복지 

사업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큰 것이지

만, 사업 자체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의 의지를 키워 내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타 지역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윤○○)

마지막으로는 지역 내 네트워크에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면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또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이 가진 복합적 문제를 해결할 협력 체계를 갖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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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민과 관, 주민의 협력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이슈

를 끊임없이 발굴하고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활동 역량을 갖추고 있다

는 점도 의미 있는 성과로 제기된다.

다양한 기관들이 결집하여 운영되는 네트워크 체계를 통해 아이들에 대한 지원

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통로가 되었다. 또한 아이들이 가진 문제는 

단순히 학습지원만은 아닌데 아이들이 가진 복합적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협력은 물론 역량도 담을 수 있었다. 지역사회 어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어 가고 있다.(현재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

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홍○○)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협력 정도

초기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담당 프로젝트 조정자가 드러난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관은 물론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

과의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지역 내 아동·청

소년을 위한 지원은 물론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사업을 공유하

고,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네트워크 정례

회의, 실무자 워크숍, 기관 간 활동, 대표기관 회의를 통해 운영 체계를 

잡아 나갔다.

차츰 반송동에서 아동·청소년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과 해운대구청과의 협력으로 확대되었다. 학교와 지역 민간기관의 교류

를 활발하게 하는 데에는 교육청이나 구청의 역할도 도움이 되었다. 대체

로 교육기관은 외부 교류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은데, 반송동 희망의사다

리운동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점은 공공의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또한 지역의 활발한 활동은 경직된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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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이나 해운대교육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주도하는 네트워크의 역량은, 다

소 경직되어 거버넌스의 유연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정기관의 태

도 변화는 물론 네트워크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에도 영향을 준 것으

로 파악되었다.

해운대교육청에서 편성한 교육복지예산과 해운대구청의 대응투자금은 총액이 

1억 원 내외였지만 지역 내 주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고, 사업 관련자들을 둘러

앉게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활성화되었지만, 교육복지와 관련된 예산은 증액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통한 지역 변화는 해운대교육청과 해운대구청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당

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3) 성과의 영향 요인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지역사회에서 자리 잡고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 요인은 의지를 가진 인력의 존재에 있다고 분석된다. 지역 내 아

동·청소년의 교육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열정적

으로 움직였던 교육복지 사업 프로젝트 조정자의 역할이 성과를 창출할 

기반이 되었다.

또한 정례적인 회의는 물론 청소년 10대 과제를 선정하여 네트워크 참

여 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력 체계와 소속감을 가지게 한 것도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추가될 수 있는 영향 요인은 기존 지침이나 규정에 얽매이지 않

는 유연한 의사결정과 기금 운용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침

이나 규정으로 실행하지 못했던 문제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한 성취감은 참여의 동기부여로 작용했다.

물론 초창기에는 지역  문제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하는 경험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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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고, 기관 중심의 사업 수행 방식을 네트워크 형태로 전환하는 것에 어

려움이 존재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기

존 지침이나 규정에 얽매여 제대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절차 또한 복잡한 

상황에 있었다. 하지만, 네트워크 운영 과정에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의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는 사업 실행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와 같은 유

연한 운영 방식이 네트워크 참여 기관은 물론 외부 관계자들에게도 실질

적인 동기부여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모은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정부 지침이나 기준에 얽매여 실제로 도움

이 필요하지만 지원하지 못했던 사안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지원 방

식을 취함으로써 참여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었던 것이다.

행정가와 지역복지 실천가들의 시혜적 관점을 바꾸는 것이 어려웠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어 온 것이 원인

이다. 이러한 관점은 일반 주민들과의 소통에 괴리감을 가져왔다. 중간자로서 

이러한 서로의 입장과 언어, 문화의 차이로 인한 미묘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어려웠다. 또한 네트워크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실무자

들은 회의에 참여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바쁜 일 

중에 모이는 것이어서 작은 성취감, 재미,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했다.(당시 반

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또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

양한 지역 기관과 단체가 협력하고 있고, 많은 기금을 자체 기준에 의해 

사업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기존 지침‧규정의 제약을 넘어 필

요한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만한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은 네트

워크 참여 주체들에게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단을 막아 낼 수 있었고, 도서관을 건립하

고,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연대를 만들어 청소년 공부방을 만들기도 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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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의 이런 관계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되

어 주었다. 지역 공동의 이슈를 발굴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을 만들 수 있었

다. 마을교육복지 공동체라는 모형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당시 반송동 희망의

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이를 통해 이루어 낸 성과는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크고 값진 것이다. 거버넌스

를 통한 활동은 지역 차원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비

스 전달자와 이용자의 입장에서 모두 편의성과 신속성을 가진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개별 기관 차원에서는 개개 기관이 가진 자

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협력 지원, 공동 사업을 통한 공동의 목표 달

성 등을 위한 가용 자원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개별 기관의 업무 

역량 또한 확장되고 있다.(현재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네트워크 사무국장 홍

○○)

마. 거버넌스의 과제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은 개별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역량을 확보하며 성과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활

동이 지속되면서 과제도 여전히 존재한다.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의 

경우도 그러하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했고 그 활동의 성

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대표적

인 것이 공동의 성과에 대한 입장과 이의 활용에 대한 태도이다.

반송동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큰 혼란을 겪지 않았지만, 행정기관인 

해운대구청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성과와 실적 활용에 대해서 의견 차이

가 생겼는데, 예산 지원을 이유로 지역에서 만들어 낸 성과를 임의로 활

용하는 사례였다. 또한 교육청은 지역 내의 성과를 토대로 또 다른 지역

으로 확산하고자 했는데, 물론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성과일 수 있지만,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이 가진 본연의 가치

와 철학이 확산되기보다 외형적인 체계와 주요 사업만 보급되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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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에 대한 평가에는 이견이 존재한다. 

희망의사다리운동이 일반화되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성취와 

자랑이 지역주민과 청소년, 실무자들에게 오지 않았다. 해운대교육청이 자신들

의 성취를 타 지역으로 확산하려 했다.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노력했다. 하지

만 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체제만을 원했

다. 협약서를 작성하고, 공동대표를 세우고, 기금을 만드는 데에 집중하느라 관

계를 쌓아 가지 못했다. 해당 지역의 특색과 모인 사람들의 관심과 역량에 따라 

색깔을 담아야 했고, 결국 지역의 자랑으로 힘 있는 공동체로 변화를 도모했어

야 했는데 자칫 시혜성, 전시성 사업으로 느껴지게 만들었다. 또 민관 협력을 예

산 절감의 방편 정도로 생각하는 오류를 실무자와 행정기관이 지니게 되었다.

(당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자 이○○)

또한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네트워크의 내부적인 협력 체계도 시간

이 지나면서 조금씩 한계를 보이게 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외형

적으로 드러나는 협력 사업에서는 맡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의 정도에는 차이를 보였다. 20여 개의 회원 및 협

력기관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진 인식의 차이는 존

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원 및 협력기관은 주요 업무가 희망의사다리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따라서 업무의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는 기

관도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체적으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년마다 네트워크 사무국을 복지관 

4곳이 순환 운영하고 있지만, 이런 체계 내에서도 사안에 따라 참여의 정

도가 달라서 여전히 사무국 활동에 부담감이 존재한다.

바. 거버넌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대체로 제도화를 통해 

일반화, 전면화하는 것에 다소 부정적 의견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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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가치와 이를 실현

해 가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형식적인 확산에 그칠 것이

라는 이유에서다.

제도화하되 형식화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마을교육 복지 공동체

에 대한 상과 철학, 지역을 이해하는 관점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조작하지만 그 

내용에 같이 하려고 등장한 시민과 지역의 자산, 역사, 역량에 따라서 다양성을 

담을 수 있었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동, 청소년을 돌보

고, 키울 수 있는 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사회적자본, 교육자본, 문화자본을 만

드는 일이었다. 제도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유연하고, 틈이 있어야 살려 낼 수 

있다고 본다.(당시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한 교육복지 프로젝트 조정

자 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이 진행된 네트워크의 성과가 확산되고 

보급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비슷한 문제를 지닌 다른 지역에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네트워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유

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그런데 희망의사다리운동은 외

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의사다리운동을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성에 대

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반송동은 반송동에 적합한 거버넌스 운영 형태가 있었

지만, 타 지역에도 적합한 다양한 거버넌스의 운영 형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

다. 단지 제도화만 될 경우 정착하는 데 무리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 조

사를 비롯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타 지역 희망의사다리운동을 추진

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윤○○)

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은 민간의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이를 부산 전역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는 여전히 행정의 속

성을 드러내며 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와 같은 관 주도의 확

산 과정에서 지역 내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으로서 주민의 역량 강화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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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과제, 민의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

한 제도적 뒷받침의 과제가 확인되었다. 

  2. 관악사회복지

가. 거버넌스의 현황

지역사회 내에는 민간의 자체적인 노력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활동이 전개되기도 한다. 이는 지역사회에

서 드러난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접근하거나 제도적인 변화를 요구

하는 행동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관악사회복지는 그런 관점에서 의미 있

게 제시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관악사회복지는 관악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운동을 펼치는 NGO로

서, 소외된 이웃의 복지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마을 안에서 따뜻한 관계

를 만들어 이를 확장해 나가며,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인간미 넘치

는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5년 12월 

21일 창립을 시작으로 활동이 전개되었는데, 재개발과 철거 저항, 주거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희생 등이 뒤따르는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

는 지역 운동에 대한 고민, 그리고 주민의 삶에 밀접하고 포괄적으로 접

근하기 위해 지역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추진했다.

관악사회복지 20주년 기념 자료를 살펴보면 그 시작과 활동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관악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재개발지역으로서 13개 동이 해당되었다. 

재개발에 대한 반대, 그리고 철거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주

거권 확보를 위한 많은 활동이 전개되었다. 그 많은 투쟁의 과정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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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는 

지역사회 운동의 원칙으로 재개발에 대처하는 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었

다. 이를 위해 관악주민연대와 관악구 전 단체와 종교기관들이 다 동참했

고 무엇보다 실무자들이 헌신적으로 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 

당시 대부분의 지역사회단체들이 작든 크든 1980·90년대의 틀과 방법에 

매이고 관성에 치우쳐 있었다. 어떻게 변화하는 지역에 대한 운동을 전개

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민의 삶에 보다 밀접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하면서 지역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추진했다. 

사회복지가 실현되는 지역사회 현장에 개입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생활보호대상자로 대상화시

키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주체로, 사회복지를 하나의 권리로 

당당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적합한 모델이 관악사회복

지라고 주장하고 그것을 전국 처음으로 지역에서 실천했다(송경용, 

2018).

나. 거버넌스의 특성

1)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관악사회복지 자체 발간자료(2018)에 따르면, 관악사회복지의 조직체

계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 운영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을 중심으로 마

을사업, 협동사업, 연대사업, 풀뿌리 조직 경영을 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총 6명이 활동하며, 3명의 고문과 10명의 이사, 22명의 운영위원회로 구

성되어 있다. 마을사업으로는 사랑방운동과 노인 참여나눔터 운동, 관악

푸드마켓의 주민자조모임, 협동교육운동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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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활동으로는 관악공동행동, 관악에너지환경네트워크, 관악복지정책

실천네트워크, 관악먹거리운동본부,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등에 참여하

고 있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전개되는 활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여 관악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운영, 지역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여 주민 생활 의제 발굴 및 제안, 관악복지정책실천네트워크를 통

한 복지정책, 예산 분석 및 제안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관악혁신교육지

구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특히 연대사업에 있어 관악구는 관악공동행동이라는 시민사회단체연

합조직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통합적 거버넌스의 대항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 활동

관악사회복지는 그 역사나 활동의 깊이만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을 주도하고, 타 단체들과의 연대도 활발한 것으로 분석

된다. 관악사회복지는 특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킹에 머물지 않

고, 전반적인 지역사회 복지 문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주도적 

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서 활동을 전개하며 그에 따른 협력 체계를 구성

하고 있다. 또한 주민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복지 문제는 자체적인 활

동 체계를 구성하는 조직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대 단체만으로도 관악공동행동, 관악마을지원센터, 관악지역자활센

터,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난곡사랑의집, 관악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을 비롯하여 지역 내 32개 단체와 연대하고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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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관악사회복지여성모임, 어르신모임 등이 지역사

회 마을공동체 모임들과 연대하여 동 단위 주민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관악구의 시민사회단체 연합 조직으로 관악공동행동 참여, 복지 의제 정

책포럼, 지방선거 복지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이슈)

관악사회복지가 초기에 활동을 시작하게 된 지역사회 이슈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재개발 투쟁, 즉 주거권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최대 재

개발지역으로 부상된 관악구는 단순히 한 지역의 재개발에 대한 투쟁으

로는 저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악 지역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네트워크 형태의 협력 체계가 필요했고, 그

러기 위해 관악주민연대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펼쳐졌다. 이를 지속적으

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실제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지역사회 문

제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 등을 이루기 위해

서는 지역과 사회복지의 결합된 활동이 필요했다. 

이를 토대로 관악사회복지는 지역 내 다양한 복지 문제를 이슈로 정하

여 그에 따른 활동을 전개했고, 지역의 실제적인 변화, 제도의 제정이나 

개정 등을 요구하는 사회행동을 펼쳤다. 청소년 자원 활동 제도화, 주민 

생활 기본선 확보 운동, 국공립어린이집 비리 문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사각지대 이슈 등 다양한 복지 문제를 아우르는  것이었다.

또한, 경제적으로 취약한 주민들이 가진 건강 문제, 돌봄이 필요한 어

린이와 청소년의 복지 문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 활동 확대, 경제

적 취약계층 주민들의 공제조합,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돌봄 문제, 여성들

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지역사회 내 주민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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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슈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

라. 거버넌스의 성과 및 영향 요인

1) 이루어 낸 성과

관악사회복지는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전통적, 시혜적 복지를 넘어서

서 지역의 지속적 변화를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지역 이슈를 중심으로 한 

주민 참여, 제도 변화를 위한 사회행동을 추진했다. 즉 지역사회에서의 

사회행동을 기반으로 한 복지 실천이 가능함을 보여 준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관악사회복지가 사업적으로 이루어 낸 성과도 많이 있지만, 자체적으

로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성과로 지역과 주민의 변화를 꼽고 있는 것

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든 활동을 전

개했고, 주민의 자체적인 힘으로 현재까지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힘든 이웃들의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조합, 마을을 가꾸는 주민 활동가의 성장, 지역사

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

대를 했다. 거점 공간, 사랑방 조성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많은 

활동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성과들이 존재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악사회복지는 시혜적인 복지의 개념을 전환시켜 

지역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해 왔다. 여기에서 활동

했던 활동가들은 빈곤과 복지를 재구성하고, 그에 따른 가장 큰 성과로 

관계의 회복을 들었다. 과거의 전통적 복지인 쌀과 생계비를 지원하는 시

혜적 복지를 넘어서서 신빈곤이라 불리는 관계의 단절과 소외를 고민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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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계의 단절이 가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정 

약자에 대한 단기적인 프로그램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

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조직화를 통한 주민 모임으로 양성했다. 즉 개인의 

문제를 집단화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서게 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관계의 확장과 주민이 자기 삶의 주체로 존재하는 자로서 

복지를 수행한 것이다.

우리가 ‘신빈곤’에 대해 사회적 배제다 박탈이다 이야기는 했지만, 이게 관계성

을 말살시켜 버린다는 거잖아요. 현재의 자본주의, 특히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문제는 철저히 개인화되고. 가난이라는 이름으로 묶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뉘고 파편화되는 상황에서 관악사회복지는 한 지역에서 모임을 중심으로 활

동하고, 그 모임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돼서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역할을 했

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가치는 이 복

지의 외연을 확대시킬 수 있는 작업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관악사회

복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조차도 좁은 의미의 복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관계성을 복원하는 작업, 모임을 만들어가는 

작업 역시 중요한 복지활동이라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좁게 가둬 온, 그리

고 평가기준이라든가 빈자와 비빈자를 구획하는 시스템 속에서 갇힌 복지라는 

부분을 관악사회복지가 해체시켜 볼 수 있고....(관악사회복지 전 상임활동가 주

○)

- 조문영(2015). ‘사람’의 현장, ‘빈민’의 현장: 관악사회복지 20년 성찰적 평가

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주민운동의 역동성‘. 2015 관악사회복지 20주

년기념 자료집. p. 98 재인용

또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해 개별 단체의 역량만

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함으로써 주민에게 공공 정

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민을 복지의 주체로 서게 했다.

지역사회 내 거버넌스를 통한 활동은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활

동을 연합조직을 통해 실천할 수 있다. 이런 활동으로 관악구 공공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안목이 생기고 주민들의 참여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데 주민들에게 그걸 

심어 준 것 같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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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협력 정도

관악사회복지는 개별 단체의 역량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활동은 연합조

직을 통해 실천해 왔다. 지역 내에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었고, 필

요하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랑방 모임 등의 자조모임을 형성했다. 그리

고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연대할 

수 있도록 활동해 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악사회복

지는 주민에게 관악구 공공 정책에 대한 관심과 안목을 가질 수 있고, 스

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회 내에 협력할 수 있는 단체나 주민

들에게 공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여 협력했고, 구체적인 

성과를 함께 공유하면서 거버넌스를 강화해 왔다.

공동의 실천을 제안하고 함께 경험하며 구체적인 성과들을 공유하는 과정을 만

들어가면서 협력해 왔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또한 행정기관과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활성

화 등에 따라 마을공동체, 주민 주도적 역량 등이 필요한 공공 정책과 결

합되면서 관악사회복지는 행정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었다.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온 주민모임들은 마을공동체라는 공공 정책과 연결되면

서 지역사회 내 주민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었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3) 성과의 영향 요인

관악사회복지의 성과는 주민의 삶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를 실제 주민

의 복지 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할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활동의 방향

성에서 찾을 수 있다. 관악사회복지의 시작이 단지 주거권 투쟁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실제적인 변화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 사회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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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실질적인 권리 보장 등 주민의 생활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복지를 결합시켰던 것이다. 

또한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밑받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악

사회복지는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민간 자원을 기반으로 활

동을 펼쳐 왔다. 주민들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혜적인 복지 

문제에 접근하지 않고, 주민의 역량을 키웠다. 관계의 단절을 넘어선 조

직화를 통해 지속적인 활동의 기반을 구축한 것이 관악사회복지의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원동력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복지에 대한 관점을 전환시키고자 한 것이 성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관악사회복지는 활동의 방향을 ‘마을협동민주주의’

로 정하고, 그 사명으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과 함께 실천하며 

행복한 관악을 만드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앞서 제기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악사회복지가 시혜적인 복지를 추구했다면 막

대한 자원과 사업비가 해마다 필요했을 것이며,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 사업을 끊임없이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럴 경우 일반 사회

복지기관과 별반 차이가 없이 정부 재정 지원 기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

하는 체계에 포함되었을 것이지만, 관악사회복지는 이를 거부했다는 점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활동가로서 이 지역사회에 뛰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절 보는 눈은 좀 특별한 사회

복지사일 뿐인 걸 많이 느꼈거든요. 쌀 포대 하나를 드리면 그다음 주에 왜 두개 

안 주냐고 물어보시고, 두 개 받았던 내용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숨기시고... 나한테 왜 이러시지? 나는 안 그런데...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또 재밌

는 거예요. 한 포대 드릴 거 두 포대 챙겨 드리고 개인파산 연결해서 빚 탕감해 

드리고 그러면 내가 뭔가 큰 걸 한 것처럼...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활동가로서 빈곤과 복지를 바라보는 공부를 주욱 해 왔지만 실제 지역사

회 안에서 활동가가 주민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우리도 그냥 술 잘 먹는 사회복

지사 외엔 크게 다르지 않지 않을까... 어르신 나들이 가면 맨날 그런 이야기밖

에 안 하시거든요. 여기는 술 준다고. (다들 웃음) 우리가 특화된 건 이거밖에 없

나... 이백 가정 돌 때는 덥고 짜증나고. 대체 이걸 왜 하는 거야. 우릴 반겨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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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않고. 완전 떨거지 취급하고. 그때 활동가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여

야 할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관악사회복

지 전 상임활동가 주○)

- 조문영(2015). ‘사람’의 현장, ‘빈민’의 현장: 관악사회복지 20년 성찰적 평가

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주민운동의 역동성‘. 2015 관악사회복지 20주

년기념 자료집. p. 98 재인용

관악사회복지는 주민의 주도적인 역량을 키우고자 했고, 이를 통해 참

여하는 주민들이 자체적인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하다면 주

민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행동도 전개했다. 이것이 관악사회복지

가 일반 사회복지기관과 대비되는 차이이며 20년간 이루어 낸 성과의 기

반이라고 볼 수 있다.

마. 거버넌스의 과제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관악사회복지 또한 지속적 운영체계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 상근 인력과 주민 활동가들의 활동으로 사업이 전개되

고 있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참여와 후

원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무국 운영에 대한 과제가 여전히 남

아 있다. 20주년기념자료집의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무상

으로 제공된 공간을 활용하게 되지만 그 이전의 공간 임차료나 인건비 등

에 대한 부채가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자

체적 역량으로 운영하는 조직의 공통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공공 자원을 통한 문제 해결은 근원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이는 일시적인 결합

(투입)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정부 보조금은 원래 하고자 하는 활동의 제약이 크

다. 따라서 재정적인 자립을 위한 지속적인 회원 확보와 증가가 필수적으로 요

구된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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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거버넌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관악사회복지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닌 지역주민의 자생적인 힘으로 운

영되는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화는 단체의 노력과 사회행동

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거버넌스 운영 자체를 제도화하는 것에

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 사회에는 제도는 있으나 거버넌스에 대한 성공 경험이 미미한 상황이다. 한 

지역의 성공을 기반으로 제도적인 지원 체계를 통해 확산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

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와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제도를 통해 드러내야 하는 성과에 치중하여 형식적 운영과 실

적 위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거버넌스는 그 성공적인 경험을 축적하고 그 요소를 포함하여 제도화

할 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단지 거버넌스 자체의 실적 위주로 운영될 경

우 본연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관악사회복지와 같은 활동

이 시군구 단위로 확산된다면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변화,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회행동까지 실천해 가고 있는 활동과 그 가치와 철학이 뒷받침된 거버

넌스 운영을 제도화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복지란 “제도화”와 “자조모임”으로 간단히 축약될 수 없는 ‘운동/싸움’의 영역

이었다. 하지만 가정방문에 동참했던 주민 활동가나 실습생 대부분이 “구조의 

문제”를 봐야 함을 알면서도 “개인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아쉬움을 

내비쳤다. 개인의 사정을 주민모임 구성을 통해 집합적 차원으로 확대하기도 했

지만, 대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웠고, 대책은 종종 개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홍○)

- 조문영(2015). ‘사람’의 현장, ‘빈민’의 현장: 관악사회복지 20년 성찰적 평가

를 통해 본 신자유주의 시기 한국주민운동의 역동성. 2015 관악사회복지 20주

년기념 자료집. p.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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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버넌스 자체의 제도화보다는 문제 해결에 대해 사회구조적 

관점으로 제도적인 대응을 해 가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즉 거버넌스 

자체의 제도화가 아니라 거버넌스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와 추구하는 

방향을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가 더욱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

가. 거버넌스의 현황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단체나 사회복지기관의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전개하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움직임이 존재한

다. 본 사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

기 위해 주민 조직을 구성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분석 사례로 주목하였다. 사랑방

마을주민협동회(사랑방마을공제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을 2018. 3 총회에

서 현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로 개칭)는 소위 ‘쪽방촌’이라 불리는 서울

시 용산구 동자동의 주민들이 2011년에 창립한 공제협동조합이다. 사랑

방마을주민협동회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약 400명에 출자금 약 

2억 3000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2018. 9. 기준). 주요 사업은 소액 

대출 사업으로, 저소득계층이지만 대출 상환율이 90.1%에 이를 정도로 

조합원 간 협동심, 연대감이 강한 단체이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내부

자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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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의 특성

1)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에 따르면, 조합원은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일대 

쪽방 주민 40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체계로는 총회, 이사회, 감사

회, 사업·조직연대·교육·홍보위원회를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출자와 대출을 기본 사업으로 하며, 마을 행사, 

마을 청소, 조합원 교육, 임원 연수, 회원 복지 활동, 공동경제 사업, 연대 

활동(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반빈곤활동･주민운동), 지역 문제 조직 활

동(주민이용시설요구･마을장례･주거문제)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킹 및 협력 활동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자체적으로 펼치는 활동에 따라 다른 단체와

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현 ‘전국주민협동연합회’)의 회원 조합으로 

2012년에 가입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 회의, 전국 조합원 한마당, 공동

구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40개가 참여하는 연합회 회원 조합 활

동으로서 ‘천원의 행복’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등과 반(反)빈곤 연대 활동을 하고 있

고, 나눔과나눔(장례지원NGO)과 함께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고 있

다. 앞서 언급한 이 협력단체들과 다른 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매년 12

월 ‘홈리스 추모제’의 공동 기획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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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임원 지도력 교육을 하고 있다. 

다.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이슈)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태동은 쪽방 주민들이 겪는 여러 어려움과 문

제 중 ‘급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쪽방 주민들이 

가진 금전적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이슈로 제기된 것이다. 

쪽방 주민에 대한 대출은 금융권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긴급히 병원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50만 원 

미만의 금액이 소액일 수 있지만 쪽방 주민에게는 구하기 어려운 큰 돈이었고, 

일수나 급전을 통해 해결할 경우 비싼 이자를 갚을 일이 막막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쪽방 주민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모으고, 재활용쓰레기나 공병 

수집 및 판매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활동이 전개되면서 제기된 삶의 이슈는 확대

되었다. 공동체 실현, 의료, 고독사, 쓰레기, 일자리, 주거권(강제퇴거) 문

제를 주요하게 다루게 되었다. 쪽방 주민은 고립될수록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서로 의지하고 돕는 일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주민들의 고립되고 소외된 삶의 조건을 서로 

돕고 협력하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고민으로 발전시켰다. 쪽방 주민의 건

강상 어려움 해결, 만성질환과 음주 등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의 공동 대

처, 고독사 예방, 주민 일자리, 강제 퇴거에 대처하기 위한 주거권 확보 

등으로 그 활동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

한 단체들과의 네트워킹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에는 급전 문제로 시작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

비가 몇십만 원 하는데,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급전을 빌리든지, 아

니면 그냥 방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중략) 그런데 진

짜 서글픈 사실은 죽어도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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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지내지만, 일생을 돌보지 않던 유가족이 찾아와서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고 

남긴 돈만 가져가는 것을 보면 화가 난다. 그래서 장례도 우리 손으로 치르고 있

다. 혼자서 살아가다 죽는 것도 서러운데,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것이 안

타까워 그 일도 함께 하고 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초대 이사장 이○○)

라. 거버넌스의 성과 및 영향 요인

1) 이루어 낸 성과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활동은 주민 자치 역량의 향상과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밑바탕이 되고 있으며 동자동 내 협동공동체를 실

현해 가는 동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주민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이다. 쪽방 주민이라는 인식은 

주민 스스로에 대해 낮은 자존감, 패배감, 무기력감을 가지게 하는데, 사

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이를 전환하여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배양한 것이

다.

처음에는 주민들을 모으기가 어려웠다. 하루 일하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으면 

모두 술을 먹는데 쓰는 경우가 많았다. 술을 먹다가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흔했다. 그래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해 자신하기가 어려웠다. 꾸준히 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준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간

사님의 역할도 무척이나 컸다. 체계적으로 일을 해 줬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초대 이사장 이○○)

이런 변화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공동체가 되어 함께 살아

간다는 인식을 가지게 했다. 즉 서로 들여다보는 관계망이 생기게 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여기는 아픈 사람이 많다. 다들 병을 몇 개씩 가지고 있다. 나도 약을 먹고 있다. 

혼자 있으면 별로 좋은 생각이 안 들었다.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게 된다. 칸칸이 질러져 있는 쪽방인데, 옆에 무슨 소리가 들리거나 하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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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다보게 된다. 그러면서 서로 의지가 된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초대 이사장 

이○○)

 

이런 주민의 변화는 조합에 참여하는 주민이 늘어나는 원동력이 되었

으며,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

합 운영을 통해 이윤 배당은 물론 의료비 지원, 후원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확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방마을주

민협동회가 다양한 주민 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까지 확보했다는 점이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前 이사장을 활동가로 파견하여 돈의동 지역 쪽

방 주민에 대한 자조적 활동을 지원하고 있을 정도로 역량이 강화되었다.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 계속 와서 교육했다. 실제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헤

쳐 나가면 될지 같이 고민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새로운 이사장과 간사가 함께 

잘 진행하고 있는데, 돈의동에도 쪽방 거주민이 많다고 해서 그쪽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보다 좀 더 어려운 것 같다. 요즘은 여기저기에서 교

육을 해 달라고도 많이 한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초대 이사장 이○○)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협력 정도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체 역량을 

확보해 가는 과정에도 공공 자원의 연계나 도움이 없었다는 점이다.

민간사회복지기관(지역자활센터나 쪽방상담소 등)이 오히려 활동에 어

려움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가 자조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데, 제도권의 복지기관이 쪽방 

주민의 자조 역량보다는 서비스 대상으로서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일정

한 정량적 성과를 취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오히려 주민들의 자

조적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는 전혀 협력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비제도권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제도권에 있는 기관은 소통이 안 되었다. 그들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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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는 소통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관리하는 세대만 하려고 했다. 우리는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 보려고 하는데, 물품을 갖다 주거나 시혜적인 틀에 갇혀 있어

서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많았다.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쪽방 거주민 중

에 일부만 받는 사람으로 만들기도 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

해 비제도권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들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만남이나 제안을 통해 협력을 이뤄 왔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의 성과는 활동가의 주도적 활동을 기반으로 하

여 쪽방 주민 간의 신뢰를 구축한 것을 그 요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활동

가는 이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신뢰 구축, 관계 형성을 

상당기간 지속해 왔다. 활동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쪽방 주민

의 힘을 믿고 꾸준히 활동해 온 것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가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 성격이 활발하거나 그런 것

은 아니지만 꾸준히 우리 이야기를 일로 풀어 갔다. 그냥 얼마 동안 하다가 간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계속 활동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초

대 이사장 이○○)

또 하나의 성과는 지역 내에서 신뢰받는 지도력을 키운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주민운동교육원에서 주민(지도자) 교육 기회를 통해 다양한 방

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전수해 준 것이 ‘주민 지도력 발굴‧형성 및 역할인

식‧성장’에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주민 지도력을 갖춘 리더

가 쪽방 주민 중에 발굴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주민들 간의 연대감이 

형성되면서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400명이 넘는 조합원을 갖춘 조직

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242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사람(주민)은 많은데 주도적으로 활동할 

사람(주민 지도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쪽방 주민들이 가진 무기력과 패배감, 

주민 간의 불신, 갈등이 존재했고, 이를 기반으로 협동조합을 만든다는 자체가 

어려운 도전이었다. 초기 단계에서 주민 간 신뢰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고, 리더 

간 갈등은 성과에 치명적일 때도 있다. 지도력을 키우기 위해 한국주민운동교육

원의 트레이너 2명이 지속해서 함께 해 주고 있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세 번째로는 자체적으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지원 사업

에 의존하지 않고 협력이 가능한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를 확장한 것을 들 

수 있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그 자체로 자원을 확보하고 있지 않지

만, 새롭게 관심을 가지는 이슈를 중심으로 연대 활동과 협력 체계를 구

축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로운 지도력 발굴을 위

한 교육기관, 의료 문제를 돕기 위한 단체, 반(反)빈곤 연대 활동, 장례 지

원 NGO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행정기관이나 외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필요한 활동에 대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 현재

의 성과를 이루어온 힘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민지도력을 갖추고 새로운 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한 교육기관, 새롭게 발생되

는 이슈인 주거권 문제, 고독사 문제, 무연고 사망자 문제 등에 대한 단체들 간

의 연대가 이뤄지면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준비, 재정, 의식, 참여, 영

향력 등의 측면에서)인 큰 행사를 치러 왔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 

마. 거버넌스의 과제 

2011년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한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자조 역량을 

기반으로 내실을 다져 가고 있지만, 조직 유지를 위한 자체적인 과제도 

존재하고 있다. 가장 절실한 과제는 주민 지도력을 갖춘 리더의 발굴과 

양성이다. 어느 단체나 거버넌스이든 공통적인 과제는 바로 리더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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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더의 승계에 있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공제협동조합으로서 출

자와 대출을 기본 사업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뢰가 무너지면 경제공동체로서의 지속성

은 일시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신뢰받는 주민 지도력을 지속적

으로 배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현재의 리더가 신뢰받는 지도력을 가졌

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해서 리더 역할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민의 힘으로부터 성과가 나오는 것이고, 그 성과가 다시 주민의 힘을 강화한

다는 점을 리더는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조합의 운영과 겉으로 드

러나는 외형적 규모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외부 협력과 지역 내 역할 간 부조화

가 일어날 수 있다.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많은 주민(조합원)의 참여를 이끌

어 내야 하고, 이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책임 있게 담당해야 하는 리더의 지속적 

발굴이 과제로 남아 있다. 기금이 커져 감에 따라 리더 간 협력(집단 지도력 형

성)과 공동목 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왜냐하면 안정된 집단 지도력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또 하나의 과제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점이

다. 출자와 대출을 기본으로 하지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펼쳐지는 다양한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의 참여가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조합원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으면 외부 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방마을주민공제회가 지녀 왔던 자생적인 노력이 유

지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로 남는다.

바. 제도화를 통한 거버넌스 확산에 대한 인식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운영되고 있다. 사회적 경제, 도시재생,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등 다양한 정책들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들과 연대하거나 해당 사업을 

외부 지원 기금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관심, 의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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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출발점도 정부나 제도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주민

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활동도 제도적으

로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주민들의 자조와 협동을 통해 해결해 왔다. 또

한 지역사회의 이슈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역량이 부족하면, 부족한 자원

을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가능한 곳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해소해 

왔다. 따라서 제도화를 통한 거버넌스 확장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

으로 조사되었다.

많은 방문자들이 자주 질문하는 것 중 하나가 왜 정부나 기업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느냐는 것이다. 외부의 지원(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 편한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는 질문일 텐데 협동조합은 자율성이 아주 중요하다.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체의 힘으로 독립하는 것이 협동조합 원칙에도 맞고, 자

체적인 노력을 통한 자율적 운영은 서로 돕고 협동하는 데 큰 자부심과 원동력

으로 작용한다. 민관 거버넌스는 아무래도 정부 개입이나 압력이 없을 수 없을 

듯하다. 민 주도, 민관 대등이 아니라 관 우위, 관 주도가 되기 쉽다. 또한 여러 

부분에서 여전히 정부(중앙, 지방정부)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현 동

자동과 주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민관 거버넌스가 그 의미나 취지와는 달리 득

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처럼 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 필요로 하는 것을 찾아서 하려면 자체적인 노력을 통한 거버넌스 운영을 유

지하는 게 좋다고 본다.(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간사 선○○)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신규 자원을 개발하면서 지역복지 문제

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며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해 간다. 그럼에도 

그 전달체계가 단지 시혜적 복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상황을 본 

사례를 통해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복지 사각지대 자체를 시혜적 관

점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방안, 그리

고 사각지대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점검하여 어떻게 제도적 변화를 추구

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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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금2동 이웃사랑회

가. 거버넌스의 현황

사회복지관의 주민 조직 사업으로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기

반으로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이 중에 

마을공동체의 활동이 사회복지관은 물론 동 주민센터와의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확장해 가는 적합한 사례를 탐색하였고, 그 대상으로 개

금2동 이웃사랑회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사회복지관이 지역

사회 주민 조직화에 관심을 가지고 마을에 활동가를 투입하여 마을공동

체를 조직하고, 동 주민센터는 물론, 도시재생사업,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와도 활발한 협력 체계를 이루어 가는 사례이다. 

개금2동 이웃사랑회(이하, 이웃사랑회)는 2010년 부산사회복지공동모

금회 기획 사업을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 공모하여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투입된 활동가의 활동으로 조직된 마을공동체이다. 2018년 9월 현

재 개금2동 내에 거주하는 50~70대의 여성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웃사랑회는 2013년 창립총회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

후 2013년부터 부산시가 추진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도 참여하여 개

금2동주민센터(이하, 동 주민센터)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

지관)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당면한 지역 활동을 전개했다. 이런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과의 협력도 정착되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활동은 물론,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도 참여하면서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서비스 

지원 등에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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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버넌스의 특성

1) 조직체계 및 주요 활동

이웃사랑회는 시작 당시 주민 5명이 참여했는데, 현재는 40명의 회원

이 움직이고 있다. 회장과 총무를 비롯하여 쿠키사업단장이 임원으로 활

동하고 있으며, 복지관의 사회복지사가 활동가로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 회의, 주민 워크숍, 마을 대청소, 문패 사업, 우

체통 달기 사업, 옥상 텃밭 사업, 밑반찬 지원, 경로당 한끼 식사 나눔, 엄

광산 정비 활동, 화단 가꾸기, 환경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

다. 또한 마을지기사무소12)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 작업장을 

활용해서 쿠키 제조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관과 동 주민센터의 

고유 사업에도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임원이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참여하고 있다.

2) 타 단체와의 협력 활동

이웃사랑회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획 사

업으로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복지관의 주민 조직화 활동으로 시작되었

다. 이후 부산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인 ‘행복마을 만들기’가 이 지

12) 마을지기사무소는 부산시가 저소득 밀집 지역의 주거 노후 문제로 인한 불편 사항을 해소

하고, 주민 생활 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주요 서비스로는 주택의 긴
급서비스(누전, 누수, 동파, 배관 막힘 등 보수)와 교체 수리(문·창 부속, 배선·전등 등 부
속품, 욕실용품 등)를 비롯해 주택 유지·관리 교육 및 공구 대여, 24시간 무인 택배 보관

함 서비스, 팩스 및 문서 출력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지기와 만물수리
공을 배치하고 있다. 개금2동이웃사랑회는 2015년 7월 개소할 때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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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시행되었는데, 동 주민센터가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 내

에 있는 복지관은 물론 지역의 유관 단체, 이웃사랑회 등을 모아 ‘개금2동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부산시도시재생센터로

부터 행복마을 만들기의 성공적인 수행에 대해 인정을 받았으며, 이로써 

이웃사랑회가 유관 단체와 같은 공식적인 단체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어 이웃사랑회의 회원이 그 위원으로 참

여하면서 거버넌스 확대에 기여하고, 자체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

지 사각지대 발굴 및 그에 따른 서비스 지원 활동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다.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이슈)

이웃사랑회는 초창기에 특별한 지역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 복지관의 주민 조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사회복지공동

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활동가와 함께 지

역사회의 문제를 찾았다.

처음에는 개금2동이 노후되어 있는 데다 경사진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

편이 큰 것에 주목했다. 국민임대주택이 있지만 너무 낡아서 미관상에도 좋지 

않았다. 공동모금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지관이 위치해 있으면서 노후된 

지역에서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시작했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초기 단계에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이슈를 도출하는 과정을 회

의와 마을 둘러보기를 통해 진행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도출한 지역사회

의 문제는 무단 쓰레기 투기와 주택 및 옹벽 노후로 인한 슬럼화였다. 또

한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문제는 주민들이 가진 무기

력함이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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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우리 지역에 어떤 일을 하면 좀 더 나은 동네가 될 수 있을까를 두고 지

금 회장님 집에 5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동네에 쓰레기를 너무 아무렇

게 버린다는 것과 옹벽으로 인해 너무 어둡다는 것, 그리고 화단 같은 곳이 너무 

방치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주민들이 가진 힘으

로는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봤자 그 효과는 별로 없다는 인식

이 컸다. 결국 지역 일은 주민이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

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우선 마을 청소, 화단에 꽃 심기를 전개했는데, 이를 통해 확연히 줄어

든 쓰레기 무단 투기는 주민 스스로 만족도를 높이고 자신감을 갖게 해 

주었다. 

다음 이슈로 제기된 노후된 옹벽으로 인한 어두운 분위기의 해결은 주

민들이 전문적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에 우선적으로 주민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옹벽 청소와 페인트 작업을 진행했다. 주민들의 손길로 변해 가

는 마을 분위기와 이웃의 관심, 동 주민센터의 칭찬 등은 새로운 활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게 했다. 즉 이런 활동에 대한 지역의 긍정

적 반응과 칭찬으로 주민들이 자기 효능감을 얻게 되고, 그것이 지역 활

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이 진행되면서 이웃사랑회 어머님들이 칭찬을 받기 시작했다. 동 주민센터

에 가면 인사도 안 하던 직원들이 인사도 하고,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알아봐 

주고 커피도 한잔 하고 가라고 하면서 이웃사랑회의 활동에 대해 인정해 주니까 

그것이 활동을 하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 같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이웃사랑회는 초창기 지역사회의 이슈가 마을의 환경이라고 여겨 이에 

관심을 두었지만, 이후 주된 관심사를 ‘마을 사람의 변화’로 전환시킨 것

으로 조사되었다. 활동가는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주민 

리더 교육은 물론 인식 전환 교육 등을 실시했는데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관점이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처음에 8회기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정말 거부를 많이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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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육을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는 말도 많이 했는데, 우리 회장님도 처음에

는 그랬지만, 그 교육을 받고 난 뒤 우리가 하는 활동의 의미와 방향을 잘 인식

하게 되었다고 했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진짜로 처음에 교육한다고 했을 때 놀라 기절하는 줄 알았다. 무슨 교육을 8번이

나 하냐고, 못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참여해서 잘 들었다. 그때 그 교육

이 우리를 잘 이끌어 준 것 같다.(개금2동 이웃사랑회 회장 김○○)

이후로도 쓰레기 청소와 캠페인의 병행 실시, 주민과의 접촉을 늘리기 

위한 문패 사업과 우체통 달기 사업을 실행했다. 이웃사랑회는 겉으로 보

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 되는 이슈를 발굴하고 실행하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웃사랑회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주요 이슈는 고독사 예방으로 파

악되었다. 이웃사랑회 회원들은 연령대가 6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를 정

도로 고령자이며, 혼자 살고 있는 회원도 다수 있다. 그래서 회원 간의 유

대감과 관계망을 형성하여 회원 스스로 고독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혼자 거주하는 노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 

여성 노인은 회원으로 영입할 수 있지만 독거 중인 남성 노인의 경우 식

생활 문제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로움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고 인식하

여 이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는 그래도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동네를 위해서 봉사

도 하니까 괜찮은데, 혼자 사는 영감들은 반찬 문제도 그렇고 안되어 보이는 사

람이 많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매주 반찬이라도 해 줘야겠다 싶어서 복

지관 옥상에 텃밭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다.(개금2동 이웃사랑회 

회장 김○○)

실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독사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웃사랑회는 지역 내 통장의 도

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매주 17명에게 반찬

을 지원하는 사업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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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버넌스의 성과 및 영향 요인

1) 이루어 낸 성과

이웃사랑회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 낸 성과를 돌아보면, 앞서 언급하였

듯이 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을 들 수 있다. 즉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을 높인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

감, 즉 주민이 지역에서 작은 일을 한다고 동네가 바뀌지 않는다는 인식

이 전환되었고, 그 같은 인식의 전환이 이웃사랑회를 지역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로 자리 잡게 하는 원동력이 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웃사랑회의 주도적 활동을 통해 지난 40년 동안  멈춰 있었던 개금2동에도 주

요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무기력했던 주민들이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웃사랑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만들어 힘을 모았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변화와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개금2동의 여

러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다.(○○종합사회복

지관 과장 한**)

또한 지역의 환경적인 변화도 수반되었다. 40년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옹벽은 이웃사랑회의 주도적인 활동을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면

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마을회관과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공동작업장으로 쿠

키 사업을 실행하면서 5년 동안 일자리 창출은 물론 수익에서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처음 옹벽은 더럽고 분위기를 어둡게 했다. 어머님들이 수세미 등을 가지고 나

와서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부산시도시재생센터의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배수관을 미술관으로’라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배관을 청소했다. 

이 사업을 통해 공동체 활동 사례로 소개도 되고, 옹벽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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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옹벽에 타일벽화 등이 만들어지는 등 큰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종합사

회복지관 과장 한**)

이웃사랑회는 지역 내 공식적 거버넌스와 연계하여 활동을 활발히 전

개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참여하여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식적으로 마련하였고, 실질적인 민관 협력 거

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

이런 거버넌스의 확장과 협력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역량 또한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웃사랑회의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서 

동 주민센터와 지역 활동을 함께 논의하고 있고, 이웃사랑회의 주민 리더

는 현재 부산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지역에 컨설팅, 심사 등을 수행하

는 활동, 타 지역에 사례 전파,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을 만큼 그 지위와 

역량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부에서 이웃사랑회의 활동을 견학 오시는 사례가 많은데, 이를 처음에는 복지

관에서 소개하다가 지금은 저희 회장님이 하고 있다. 회장님이 활동을 소개할 

때 질문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감동을 받는다는 후문도 많다. 회장님

의 소문이 나면서 외부에서도 많이 오지만 실제로 교육 강사로 초대되거나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에 심사위원이나 컨설팅 위원으로도 초대되어 활동하신

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2) 타 단체와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협력 정도

이웃사랑회의 활동 초기에는 주민들이 가진 무기력함에서 보이듯이 개

금2동의 거버넌스 협력 분위기가 경직적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 

주민센터가 기존 유관 단체와의 활동은 원활하더라도 새로운 마을공동체

에 대해서는 그다지 협력적인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서도 협력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웃사랑회를 조직

한 복지관의 활동가가 동 주민센터와 협력적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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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분석되었다. 활동가는 복지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면서 개금2동

의 청년회에 가입하여 지역 활동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로 인해 동 주민

센터나 유관 단체의 협력이나 지원을 원활히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초기에는 개금2동의 분위기가 지나치게 고착되어서 협력을 얻는 데 다소 폐쇄

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아무래도 청년회에서 10년 정도 활동을 하니까 동 주민

센터와는 관계가 좋았고, 다른 유관 단체와도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이웃사랑회

가 하는 활동에 협력이 잘되었던 것 같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이웃사랑회, 그리고 행복마을 만들기 추진협의회의 활동 등은 지역의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를 토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주민센터, 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에 도움

이 되는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단계 이후부터는 협조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저희 회장님은 우리 모임의 회원을 명품이라고 늘 강조한다. 항상 모범이 되어

야 하고 우리 개인의 이익을 위해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할 거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항상 명품 회원이라고 자랑한다. 지역

에서 모범이 되는 일을 하자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을 해 주는 것 같

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은 동 주민센터의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 단

계에서 동 주민센터가 가진 관심은 회의 참석이나 단순 행정적 지원에 머

물렀지만, 주민들의 활동 성과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인력 지원도 원활

히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성과의 영향 요인

이웃사랑회가 성과를 이루어낸 요인은 타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이끌어 

낸 것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과 긍정적 관계를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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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활동가의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이익을 추

구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긍정적 인

식을 심어 준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라고 판단된다. 주민 

스스로도 우리의 작은 노력이 아무런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라는 

무기력함을 이야기했지만 주민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마을 변화를 이뤄 내

면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가 시작된 점이다. 이를 잘 이끌어 준 활동가

의 관점 또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활동가는 고령자를 중심으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쉬운 일

은 아니었음을 언급했다. 아무런 보상 없이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려웠지만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하고,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체험하게 하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꾸준한 주민 교육이 성장의 기반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자

이기 때문에 교육은 당연히 싫어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초기의 

교육도 주민들은 어려워했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들은 그 당시 교육은 공

동체 활동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고, 이후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활동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방향을 함께 정했다.

이러한 이웃사랑회의 활동은 주민 스스로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고, 금전적 요인에 의한 참여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로 주

도적인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활동가에 

의하면 이곳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는 인원만 매년 600명이 넘으며, 사

회복지기관은 물론 도시재생 관련 마을공동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를 지원하는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와 같은 외부적 관심은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측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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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내적으로 좀 더 성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자극이 되기도 했지만, 다

른 관점에서는 주민의 활동에 혼란을 준 것으로도 분석되었다. 활동가는 

외부의 시선으로 주민의 활동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방문자들 

속에 존재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외부자의 관심은 

주민과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이해를 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단기

간 성과를 내기 위한 활동의 소스를 얻어 가려는 목적에 치중하는 경향성

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금2동은 매년 관광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00여 명의 관공서, 사회복지기

관, 교수님들이 방문하고 있다. 방문의 목적은 어떻게 주민들이 홀로 마을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가 아닌 어떻게 주민들과 민간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방문하고 있다. 지금 개금2동이 외부로부터 

주목받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공동체 혹은 복지관 혹은 주민

센터가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이다. 3박자가 수

평적인 관계에서 잘 맞아들었기에 좀 더 높은 성과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또 다른 요인으로 자체적인 활동은 물론 동 주민센터와 함께한 거버넌

스 활동이 이웃사랑회의 활발한 활동 전개에도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복지관의 도움으로 이웃사랑회가 결성되었고,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면

서 동 주민센터와 복지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이웃

사랑회와 동 주민센터, 복지관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 내 활동이 활발

하게 이뤄졌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복지관의 사회복

지사와 이웃사랑회의 주민 리더가 동 주민센터와 함께 꾸준한 신뢰 관계

를 유지하고 그 역량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라. 거버넌스의 과제

이웃사랑회는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고령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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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것이 가장 큰 과

제이다. 이웃사랑회 활동으로 주민들 간의 단합은 물론 주민들 간의 유대

감도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 교류의 접촉 

빈도 또한 높다. 하지만 회원 전체가 고령자이기 때문에 가지는 이웃사랑

회의 과제 또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자로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향후 지역의 이슈를 어떻게 계속 발굴하고 어떤 일들을 매년 진행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다.  결국 고령자 중심의 이웃사랑회가 젊은 세대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여 세대교체를 이뤄 낼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도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동시에 새로운 지도

력을 어떻게 발굴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며, 새로운 주민의 참여와 새

로운 이슈의 개발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대

한 숙제이다.

이웃사랑회는 초기에 지역에서 저기서 활동하면 재미있다는 소문이 났고 워낙

에 회원 분들의 분위기가 좋았다. 이를 이끌어 가는 회장님의 생각도 좋았기 때

문에 잘 운영되어 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동안 해 왔던 일을 지속해서 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활동하기도 쉽지 않다. 새로운 지도력도 필요하고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

다. 그리고 회장님을 대체할 수 있는 지도력의 성장도 중요한데 이것이 큰 과제

로 남아 있다.(○○종합사회복지관 한**)

마. 거버넌스 제도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웃사랑회는 초창기에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서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공동모금회의 지원도 대체로 유연한 형태를 취

하고 있었다.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역량 강화를 사업의 성과로 제시했

고, 문제 해결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주민들의 인식 공유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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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성장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이웃사랑회가 가진 

제도화나 외부 지원에 대해서는 그 사업 자체가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인식했다.

이웃사랑회는 자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는 큰 부담이 없었다. 수행 

결과에 대해서도 주민들 노력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부여

하면 된다. 공동모금회 사업도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강조점은 주민들과의 

노력, 얼마나 관계 형성에 집중하는가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수월했다. 

지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소소하게 진행해도 되고, 어려우면 굳이 강요하

지 않아도 된다. 제도화를 하게 되면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것인

데, 이것이 있으면 보고, 감사, 실적 등에 연연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다. 지원받지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는 자유로움이 있었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이웃사랑회는 외부적인 성과에 치중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

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게 했는데, 제도화는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시간을 주지 않고 드러나는 성과에 치중하게 된다는 점을 경계하는 것으

로 조사되었다. 특정한 틀에 얽매이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치

중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거버넌스가 가진 장점이나 주민의 역량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도화는 걸림돌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웃사랑회는 제도화나 외부 지원의 긍정적인 면도 제시하고 

있다. 마을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지역주민이 가진 역량의 한계가 존재하

며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

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잘만 활용한다면 제도화 또한 그 효용성이 있

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없으면 주민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민의 의지도 저하될 수 

있다. 제도화가 되면 가장 좋은 이점은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의 의견과 상황을 반영한 상태로 제도화되면 그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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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것이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즉, 제도화는 결국 정부의 예산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고, 예산이 들어

가면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어야 한다. 제도화를 통해 

도출해야 하는 성과가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 환경 변화, 예산 집행의 경직성 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남

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제도화 등에 따른 전환으로 좀 더 투명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할 수도 있다. 주민 

자체적으로 시행되는 곳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조직이 와해되는 경우가 허다하

다. 그렇기에 적절한 관리와 점검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제도와 거버넌스 운

영은 충분히 대화하고 소통하여 각 지역사회에 맞도록 시행이 되어야 한다. 무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니 좋더라 그러니 따라라 식의 형태는 맞지 않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행이 될 시에는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현 실태는 제도들이, 지침들이 주민을 믿지 않는 것 같다. 그렇기에 예산 사용에

도 제약이 많다. 주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관계하는 데는 예산 집행이 힘들다. 무

조건적으로 활동을 하고 환경적인 요인을 바꾸는 데만 집중하고 허락하고 있다. 

지금 거버넌스나 주민 조직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은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기 좋

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러니 제도도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종합사회복지관 과장 한**)

기존 마을공동체가 복지전달체계의 일원으로 참여하거나 이를 기반으

로 한 거버넌스를 확장함에 있어서 제도적인 지원은 필요하지만, 마을공

동체가 가진 활동의 유연성을 어떠한 형태로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갖추는가 하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4절 소결

이상으로 지역 사회복지관과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중심의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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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특성과 영향 요인,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사회복지관 중심

의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공공과 민간, 지역주민과 지역 문제의 

당사자들이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 충족

을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협력 관계를 통하여 다양한 노력을 수행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사회복지관 중심의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는 통합 사례관리

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 위기나 복합적 문제를 보유한 지역사회 주민의 문

제와 열악한 주거 환경 문제, 정신건강 문제, 노인 문제, 그리고 복지서비

스 공급 부족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은 사회복지관 단

독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

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거버넌스에서 사회복지관의 역할은 거버넌스 주도자에서부터 서비스 

제공자까지 매우 다양했다. 우선 지역주민의 문제나 정신건강 관련 문제

에서는 형성된 거버넌스 체계 속에서 통합적 사례관리 접근을 수행하면

서 주도적으로 대상자의 문제를 다루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

다. 두 번째로 주거 환경 관련 문제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주거 환경 개선

을 위한 지역사회 내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다양한 단체를 조

직화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새뜰마을사업

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하지만 기획의 역할보

다는 교육이나 프로그램 제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

째로 노인 문제에 대한 대응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노인 문제에 대해 생각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실제 노인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기회 제공자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부족 문제에서는 자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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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문제를 알리면서 공공의 참여를 촉

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분석을 통해 거버넌스 형성 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참여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거버넌

스 참여 주체들 간에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 유지되어야 하며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단기간의 보여주기 식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명확한 거버

넌스의 이슈와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버넌스

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물론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며, 거버

넌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하다. 참여 주체들의 이기적이지 않은 참여와 공공과 민간의 긍정적 관계 

설정, 조직 대표의 거버넌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참여 승인, 공유할 자

원의 존재,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유지, 거버넌스 내에서의 적절한 역

할,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 등이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형성된 거버넌스의 성과를 살펴보자면, 우선 거버넌스가 다루는 문제

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거버넌스의 주체로 적극 참여하는 변화, 거버

넌스 형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들의 태도, 행동, 인식의 변화, 그리고 거버

넌스의 문제 접근을 통한 실제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을 들 수 있다. 또

한 지역사회의 변화로는 복지가 실질적으로 증진된 점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내 해결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안정적인 지원 체계가 조성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과들이 안정적으로 도출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장기간의 실질적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 인식의 전

환, 그리고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의 명확한 역할 설정, 구성원 간의 협

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형성과 함께 거버넌스에 지속적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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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그 과제로 제시되었다. 

원구환(2003)은 거버넌스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그리고 시민사회

의 조직들이 자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통치 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라

고 설명했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다. 지역  문제로 인한 폐해를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이고 유연한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조사 분석한 사례들에서

는 지역사회 내 역량을 가진 마을공동체나 시민사회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확대되었다. 

박선희, 김수영(2017)은 인력 확보, 신뢰 제고와 규범 마련을 통한 사

회적 자본 확충,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공동 사업 추진을 통한 활

성화 등을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서도 거버넌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크게 신뢰, 인력, 공동 사

업 등 3가지에 요소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뢰는 민

과 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중요한 요소이다.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해 교

육이나 워크숍 등을 통해 함께 방향을 설정하고,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

원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쌓고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인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신뢰는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쌓이게 

된다. 그런데 인력이 자주 변동되면 함께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신뢰와 사

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없다. 그리고 공동 사업의 추진이다. 모여서 회의

만 하는 거버넌스는 성공하기 어렵다.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이를 실행하

기 위한 공동 사업이 있어야 거버넌스는 강화된다. 

한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복지전달체계를 보

완하고자 하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제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세대를 발굴하여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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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적절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역 내 자원을 개발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앞선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마을공동체나 시민사회의 주도적 참여와 그 거버

넌스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사각지대에 대하여 제한적인 공공 자원의 한

계를 민간의 자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는 또 다른 역할이 존

재하기 때문이다. 사각지대는 단지 ‘제도의 사각지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욕구의 사각지대’도 함께 존재한다. 그동안 지역사회 내에서 문

제라고 보지 않았던 지역사회의 욕구에 관심을 두는 것이 ‘욕구의 사각지

대’를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법정 급여, 제도화된 지원 영역에 포

함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인식한 이슈들

이며, 마을공동체나 시민단체 등은 이 ‘욕구의 사각지대’를 민간의 자체

적인 노력과 거버넌스 확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스스로 해결

해 가고 있다. 따라서 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 거버넌스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욕구의 사각지대’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따른 자체적인 전

달체계로서 이를 해결하는 민간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가 존재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민간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우선순

위가 높게 논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정부 주도 차원의 거버넌스 즉, 관 

주도-민간 보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형성된 네트워

크의 활동에도 주목하고 그 긍정적 효과와 시사점을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사례에서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문제나 이슈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네트워크는 

막연히 지역 내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협력하는 것이 아니다. 지역에서 

두드러지는 문제를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식을 함께하는 주체

들이 공동의 사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지역 내 다른 단체는 물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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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관까지 거버넌스가 확대된 것이다. 

둘째, 초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만 머물지 않았고, 활동을 통해 드

러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처했다. 그런 과정

을 통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는 확대되었다.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게 

되고, 자체의 역량도 성장하게 되었다. 

셋째, 네트워크 활동은 결국 이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인력의 역량이 중

요하게 작용했다. 지역 내에서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역 내 주민, 

단체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은 물론 공동 활동이 전개되면서 상호 간의 

신뢰 구축, 관계 형성, 정보 교환 등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가능하게 하는 

인력이 존재했다. 

넷째, 네트워크의 유연한 운영도 거버넌스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지역사회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자면 당초 계획대로 시행되

지 않거나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에 부닥쳐 수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이

는 네트워크가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지 않으면 대처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문제 해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이는 참여의 동기를 자극했다. 거버넌스 자체가 자발적이면서 

자율적인 운영을 해 왔고, 계획 등의 변경은 회의를 통해 유연하게 대처

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다섯째, 거버넌스 내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존재했다. 네트워크 내에

서 의제를 정하고 그에 따라 각자에게 역할이 분담될 때 네트워크에 참여

한 주체는 소속감과 주도성을 유지한다.

여섯째, 행정기관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버넌스의 확장은 결국 거버넌

스 내의 추진 체계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활동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보

여 주는 역량에 영향을 받는다. 당초 경직적이었던 행정기관의 유연한 태

도 변화는 결국 거버넌스 추진 체계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량을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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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뢰를 받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단지 행정기관의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단체와의 네트워크 확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민간 중심으로 형성된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확산하기 위

한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지도력을 갖춘 리더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이 필요하다. 초기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드러난 문제를 중심으로 시

작되거나 열정과 역량을 지닌 활동가나 리더에 의해서 시작된다. 하지만 

활동이 지속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활동의 범위가 커지기 때문

에 지도력을 가진 새로운 인력의 참여가 필요하게 된다. 거버넌스의 목

적, 철학,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유지하면서 활동을 새롭게 전개해 가기 

위해서는 지도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의 발굴과 양성은 어렵지만 필요불

가결한 과제이다.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확산시키는 역량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회의만 하는 거버넌스로 머물게 된다. 회

의만 하는 거버넌스는 그 자체로 활동력을 잃게 되고, 관성화된 활동만 

유지한다. 따라서 지역 내 새로운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세 번째는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실행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리더

의 발굴과 육성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리더를 발굴

하고 육성하도록 돕는 활동가의 역할이다. 분석 사례에서도 활동가는 거

버넌스 형성은 물론 유지, 확장, 리더 발굴과 양성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변화를 촉진할 인력의 투입과 확보는 핵심적 전

제이다.

네 번째는 민간 중심의 거버넌스가 정부 부문과 결합하는 제도화를 추

진할 경우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가 추진해 온 활동의 유연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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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는 가운데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제도화의 속성

은 경직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문제를 유연하게 발굴하고 대처

하기 위해 활동해 온 지역의 거버넌스는 제도화를 통해 경직된 구조로 변

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지역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지

원 노력과 제도화는 민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든 문제에 대해 접근

할 수 있고, 민간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 유연하게 가동해 

온 거버넌스가 업무나 성과 중심으로 경직화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전

략이 동시에 요구된다.

따라서 제도화는 거버넌스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 거버넌스가 해결하고

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을 제도화할 것인가에 하는 

점이다.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형성되고 움직인다. 거

버넌스 체제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은 매우 효율적이면서도 상당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거버넌스 자체를 제도화할 것인가, 거버넌스가 

제기하는 지역사회 문제나 이슈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거버넌스가 제기하는 지역사

회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준비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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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도출하

기 위해 복지 부문 서비스 전달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기반 거버넌스

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가별 사례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가 기획․제공되고, 공공서비스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영리, 

비영리)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공동의 문

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주민(시민사회) 참여와 자율성이 강조되

었던 사례를 검토하였다. 먼저 유럽 국가 중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미

국,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1절 영국 사례

유럽의 지역 거버넌스의 발단 및 발전에는 OECD의 LEED(Local 

Economic and Employment Development) 프로그램이 주요한 역할

을 하였다. 유럽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협의체 사례들이 LEED 포럼

을 통해 소개되고 발전되었으며 각국은 자국의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으

로 독자 개발을 거듭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대표적인 유럽의 지역 거버

넌스 사례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영국의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LSPs)를 살펴보고자 한다.  

  1. LSPs 도입 배경 및 관련 제도

1990년대 초반 영국은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사회적 침체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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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내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 주민들의 삶

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문제는 점차 심해지

는 양상을 보였다(Yamaguchi, 2008). 당시 영국 정부는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정책(1980년대 Urban Programme, th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1990년대 Single Regeneration 

Budget)들을 시행하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사회적배제전담반

(Social Exclusion Unit: SEU)은 (1) 지역 현안들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국가 단위 정책의 부재, (2) 지역 문제에 대한 하향식(top-down) 정책 접

근,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부재를 정책 실패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새로운 접근을 계획하고 있었다(SEU, 2001).  

한편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영국 전역에서 지역  문제의 

자구 해결을 위한 조직들이 산발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Bailey, 

2003). 특히 지역재생 전략의 시행과 동시에 중앙-지방정부가 주민 참여

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 방식을 선호하면서 협의체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

기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01년 토니 블레어 정부는 “마을 재생을 위한 

신(新) 규범: 국가전략행동계획”(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및 사회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Local Strategic Partnerships(이하 LSPs) 용어는 ‘마을 재생을 위한 

신 규범’의 정책 도구로 처음 등장하였다. 사회적배제전담반(SEU)은 당

시 영국 내에서 가장 낙후된 88개 지역을 자체 낙후도 측정 기준(indices 

of deprivation 2000)에 따라 분류하고, 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

회 문제 해결을 위해 LSPs와 마을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 NRF)이 통합된 지역재생 정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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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LSPs 모델 개발의 발단이 되었다(Yamaguchi, 2008). 

LSPs는 자발적 협의체로 조직의 활동 및 구성에 법·제도적 영향을 받

지 않는다(Russell, 2010). 한편, 이러한 특성과는 별도로 정부는 LSPs의 

지원 및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기존 법·제도의 정비를 비롯한 신규 정책 

개발에 착수한다. 사실 LSPs에 속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은 법률에 근

거한 활동이 전제되기 때문에 협의체가 법·제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활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다 이해를 높이기 위해 LSPs와 관련된 정

책·법·제도적 사안을 살펴보면, 크게 LSPs의 ‘설립’에 관련된 규정과 ‘운

영’에 관련된 규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LSPs의 설립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마을 재생을 위한 신(新) 규

범: 국가전략행동계획”(A New Commitment to Neighbourhood 

Renewal: National Strategy Action Plan)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블레어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LSPs 모델 개발의 기반이 되었다. 

이 정책은 2000년대 초반 영국의 경기를 부흥하기 위한 정책으로 산발적

으로 흩어져 활동하던 협의체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방안 및 가이드라

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Bailey, 2003; Yamaguchi, 2008). 

지방정부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이 고안한  “도시재

생을 위한 신(新)협약(New Commitment to Regeneration: NCR)은 

LSPs와 연계된 또 다른 제도적 장치이다(Bailey, 2003). 이 협약은 LSPs

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어, 예

산 지원이 필요한 22개 지방정부에서 LSPs 모델을 도입하는 계기가 된다

(Russell, 2001).

운영 측면에서는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이 LSPs

와 관련된 대표적 법률이다. 법률에 따르면 지역의 모든 공동체 전략

(community strategy)이 LSPs를 통해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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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제정 이후 마을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LNRS) 수립 과정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협의체들(Health 

Action Zones, Community Planning Partnership, LA21, Single 

Generation Budget partnership,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은 LSPs로 통합 운영되도록 규제되었다(DETR, 2000; Yamaguchi, 

2008). 이 외에도  지역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ies: 

SCSs),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공급자들 간 우선순

위 협의를 위한 “지역 협약”(Local Area Agreement: LAAs)도 LSP의 

운영에 제도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LSPs의 활동 및 지원을 전담하는 중앙정부 기구는 앞서 잠시 언급된 

사회적배제전담반(SEU)이다.

  

  2. LSPs의 형성 배경 및 목적

지역 단위 협력의 부재는 1990년대 영국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지속 가

능한 경제적 및 사회 물리적 재생을 어렵게 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부각되었다(OECD, 2006).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

부를 비롯한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기관의 업무 처리 방식에 변화가 

필요했고, 자원의 재분배 방식, 사회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된 대안적 접

근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 지역사회에서 우후죽순으

로 설립된 협의체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영국 정부의 주요 골칫거리였다(Bailey, 2003). 

주무 부처인 사회적배제전담반(SEU)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LSPs 도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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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88개 낙후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LNRS)과 마을재생기금(Neighbourhood Renewal 

Fundind: NRF)에 의한 LSPs 설치가 시작되었다(Bailey, 2003; OECD, 

2006; Yamaguchi, 2008). 

LSPs 도입을 통해 의도한 정책 차원의 목표는 (1) 공공, 민간, 지역사

회, 자원 섹터가 지역 현안에 참여하는 빈도를 높이고, (2) 지역 현안에 대

한 이해 당사자의 관심을 증대시키고, (3) 정부 예산 외 외부 자금이 유입

될 수 있는 통로를 구축하여 자원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으로, 가용 자원

의 확장을 통한 지역 문제 해결의 용이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DETR, 

2001; OECD, 2006). 보다 넓은 차원에서는 (1)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성장, (2) 낙후 지역의 경제, 사회 및 물리적 재생, (3) 공공서비스의 효율

적 전달, (4) 지역 의사결정 과정 개선, (5)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유도, (6) 제도적 지역사회 발전 전략(statutory community strategy)

의 도입, (7) 기존 협의체들의 간소화(simplify) 및 합리화(rationalise), 

(8) 건강, 교육, 지역사회 안전 및 기타 삶의 질 문제를 국가 및 지역 차원

에서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원활한 지역 협약(local 

agreement), (9) 낙후 지역 재생을 위한 국가 단위의 전략 시행, (10) 지

역 격차 완화 등을 주요 목적으로 꼽는다(DETR, 2001; Bailey, 2003; 

Yamaguchi, 2008).

미시적 차원의 LSPs의 설립 목표는 (1)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

정 기회 제공, (2) 이해 당사자의 역할 및 활동 분배 메커니즘 역할, (3) 협

의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제공(DETR, 2001)으로, “하나 이상의 조

직이 협의체를 이루어 지역의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

선을 위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조직)”으로 정의된다(OEC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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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통해 LSPs의 특성을 종합하면, 지역의 공동 목표 달성

을 위한 지역사회 전략(Community Strategy)의 일환으로 지역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역에 필요한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

을 내리는 기구로 요약할 수 있다(Geddes & Fuller, 2007).  

  3. LSPs의 조직 형태, 제도화 수준 및 특성

LSPs의 형태는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자발적인 협의체”로 구분되며, 

영국 내 법률이나 제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Russell, 2010). 이러한 LSPs의 특징을 여러 연구에서는(DETR, 2000; 

DETR, 2001; Bailey, 2003; Russell, 2010; Yamaguchi, 2008) 다음

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1) 지역 단위(local level)에서 민간(private), 기업(business), 지역

사회(community), 자원조직(voluntary sectors)을 연결

(2) 비법적(non-statutory), 비상임(non-executive) 조직

(3)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보장되고 자발적인 조

직에 가까우며 전략적 결정이 가능한 수준에서 운영

(4) 지역사회 내에서만 연계 관계를 맺고 활동하는 조직

한편, (1) 협의체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이들이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점, (2) LSPs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부지침이 존재하는 점, (3) LSPs를 

통한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은 

LSPs가 자발적 특성과 더불어 제도적인 영향권 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이

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SPs의 제도적 측면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지방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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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LSPs의 설립과 마을재

생전략(LNRS) 수립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하는 규정이 있다(Bailey, 

2003; Geddes & Fuller, 2007; OECD, 2006). LSPs의 조직 규모 또한 

협의체 내의 구성원 규모 및 지역 문제의 크기를 동시에 고려하여 결정된

다고 지침상 규정되어 있다(DETR, 2001). LSPs는 공공서비스 예산, 협

의체 참여 기관의 기금, 중앙정부 보조금(grants)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설립 초기에 마을재생기금(NRF)은 필수적13)이다. 정부가 요구하는 제도

적 요구사항은 LSPs 운영에 더욱 비중 있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OECD, 2006). 따라서 LSPs의 제도화 정도는 거의 자금 지원 관련 제도

와 연계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LSPs 관련 자금지원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먼저, 마을

재생기금(The Neighbourhood Renewal Fund: NRF)이 있다. 교육, 

고용, 건강, 범죄, 주거 분야와 관련된 LSPs의 활동 지원 기금으로, 지역 

발전 계획이나 공공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의결에 지역사회 내 단체가 참

여하는 경우 지급된다. LSPs가 마을 재생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기금 

신청에 대한 협의체 내부의 의결이 있어야 하며, 의결을 바탕으로 정부지

방출장소(Government Office for the Region)에 예산 집행 허가를 신

청하여야 한다. 예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마을재생전략(local neigh-

bourhood renewal strategy)과 함께 정부지방출장소에 신청서가 제출

되면 심의가 시작된다(Bailey, 2003). 이후 지속적인 기금 수령을 위한 

자가 평가(self-assessment) 과정이 수반되며, 평가는 전략성, 포괄성, 

활동 중심성(action-focused)14),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d), 

13)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의 LSP는 마을재생기금(NRF)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는
데, 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국한되고, 협의체 운영에 적극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Bailey, 2003).  

14) 활동 우선순위, 활동 목적의 정립 여부 및 활동의 정책적 협의 여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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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efficient), 학습 및 개발(learning and development)15) 지표

를 통해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사회강화기금(Community Empowerment Fund)이 있

다. LSPs에 자원조직 및 지역주민을 전략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주로 마을재생기금(NRF)과 동시에 지급되며, 지방정부와 협의

체 참여 기관들이 공동으로 관리한다(Bailey, 2003).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동모금(Community Chests)이 있다. 이 기금

은 LSPs에 참여하는 자원조직(voluntary sector)을 특정하여 지원할 목

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자금 지원 규모가 작다(Bailey, 2003). 

  4. LSPs 협의체의 조직 및 네트워크 구조 

반복적으로 언급했다시피 LSPs의 본질은 특정된 구조나 협력 패턴이 

없는 자발적인 협의체이다(Russell, 2010). 따라서 LSPs를 특징지을 만

한 네트워크 구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원(행위자)의 

특성 또는 조직의 목적에 따라 몇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먼저 

Russell(2010)이 제시한 협의체 구성원 특성에 따른 LSPs 형태는 아래의 

7가지이다.  

(1) 전략적 의사결정 위원회(a partnership board for strategic de-

cision-making)

(2) 협의체 관리자, 운영자 집단, 고위 공무원이 포함된 공공서비스 위

원회 

(3) 주제별 협의체(thematic partnerships)

(4) 주제별 협의체 하부조직(sub-group), 실무조직(task group)

15) 성공적인 협의체 활동 사례의 기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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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을포럼(neighbourhood forums) 또는 지역협의체(local area 

partnerships)

(6) 지역사회 포럼(community forum)16)

(7) 지역 자원조직(voluntary and community sector: VCS) 포럼

둘째, 조직 목적에 따라 LSPs는 다음의 형태로 구분할 수도 있다. (1) 

현안 논의 및 의사결정 포럼, (2) 자문기구(advisory), (3) 지속가능한 마

을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의 개발 및 실행 기구, (4) 

마을재생전략(Loc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실천 기구

(OECD, 2006). 

LSPs의 규모는 지역의 여건과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

양하다(DTLR, 2001). 규모의 크기와 관계없이 LSPs의 내부적 대표성은 

참여자 성분의 비율에 따라 변한다. 사회적배제전담반(SEU)과 지방정부

연합(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신생 LSPs의 가입 단체인 경

우 공공 및 자원 영역(voluntary sector)에서 최소 30명 또는 30개 단체

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민간 및 시민사회의 참여는 이보다 적은 규

모로도 대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LGA, 2001; SEU, 2001). 물

론 가장 이상적인 LSPs 모델은 지역사회와 자원 영역을 포함한 지역 내 

모든 주민 및 단체의 참여이다. 그러나 모든 행위자의 참여는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배제전담반(SEU)은 최소한의 LSPs 구성 요건을 권

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 기관, 지방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장, 지역사회 조직, 민간 섹터의 참여 형태이면 LSPs로 활동하는 데 문

제가 없다(DTLR, 2001; SEU, 2001). 

LSPs 조직 구성의 대표적 예시로는 공공 부문(시청, 보건소, 경찰서, 

16) LSPs와 유사한 자체 하부조직 보유가 특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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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환경청) 소속의 (고위) 공무원, 민간기업, 마을, 자원조직의 대

표, 대표로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있다(OECD, 2006). 이 경

우 협의체의 의장은 대체적으로 해당 지방정부의 선출직 단체장이 역임

하며, 후보군을 만들어 돌아가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ALG, 2003; 

LGA, 2001). 

LSPs에 속한 조직 및 조직 간 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 5-3-1]

과 같다. 

부총리실

(ODPM)

마을재생펀드(NRF)

지역사회역량강화펀드(CEF)

마을재생공동모금회(NRCC)

정부(Government)

- LSP 모니터링

- 일일 LSP 지원

위원회

- 의사결정기구 (지역전락, 지역재생전략(NRS), 

마을재생기금(NRF) 배분

- 15-30 위원으로구성
- 정부, 지방정부,지역사회, 자원영역의

대표자가동등한권한(민간기업대표자의

대표성은이보다다소낮음)

LSP

하부협의체

- 마을재생기금(NRF), 교육, 범죄, 주거, 건강, 

고용, 지역문제등

지방정부(Local Council)

- 행정지원
- 공무원파견

- 협의체평가및모니터링

모니터링

보고

정책조정

계약단체 1

계약단체 2

계약단체 3

모니터링

계약

모니터링

계약

모니터링

계약

〔그림 5-1-1〕 영국 LSPs의 조직 관계도

자료: Yamaguchi, 2008, p. 113

  5. LSPs의 주요 기능 및 역할

LSPs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 측면과 네트워크 측

면, 그리고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된 협의체인 만큼 지방정부의 정책, 지역사회의 발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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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차원에서의 기능 및 역할이 가장 많이 부여되어 있고, 또 가장 많이 

부각된다. 

가장 먼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 측면에서 LSPs의 기능은: 

(1) 지역 간(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 감소(Yamaguchi, 2008)

(2) 정책적 협의체 운영 도구(예시. 낙후 지역의 선정 등)(Bailey, 

2003)

(3)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목표 설정(Yamaguchi, 2008)이 있다.

 

조직 간 네트워크 측면에서 LSPs의 기능은 (1) 지역 내 조직 간 전략적 

협력 관계 형성 및 다른 정책‧계획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구성원 협력 

기회 제공(OECD, 2006); (2) 지역사회 내에서 전략적인 협업 관계의 제

공,  중앙-광역-기초 단위에 설립되어 있는 공공기관들의 연계 계획 수립

(OECD, 2006); (3) 광범위한 협의체 차원의 지원 및 교육훈련 기회 제공

(OECD, 2006); (4) 지역사회의 서비스 공급자들(지방정부, 경찰서, 보건

소, 중앙정부의 지방분소, 공공기관 외 조직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의 정책, 협의체, 계획 등의 통합(Yamaguchi, 2008); (5) 

지역의 공공서비스 협약 개발 및 주요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

(Yamaguchi, 2008)하는 것이다.

지방정부의 문제 해결 과정에서 LSPs는 지역사회의 모든 영역(sector)

을 아우르는 초기관적(cross-agency) 상부 협의체로 다음과 같은 기능

도 수행한다. 

(1) 지역을 대표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문제 해결 방식을 

협업의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역할(OECD, 2006)

(2) 일관성 있는 지역 서비스 정책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개발 및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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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기능(OECD, 2006)

(3) 효과적인 지역 합의(Local Area Agreements: LAAs)의 실행, 지역

의 리더십 개발, 위임된 의사결정권(devolved decision-making)

의 행사, 지역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조언자 역할(consultation 

positions)(Geddes & Fuller, 2007)

(4) 지속가능한 공동체 전략(Sustainable Community Strategy)17)

의 준비 및 집행을 위한 동인 개발 및 제공(OECD, 2006)

(5) 지방정부법(Local Government Act 2000)에 따른 지역사회전략

(Community Strategy)18)의 수립 및 시행(Bailey, 2003)

(6) 일자리 창출, 교육환경 개선, 주민 건강 증진, 범죄율 감소, 주거 환

경 개선을 위한 마을재생전략(LNRS) 개발 및 시행(Yamaguchi, 

2008)

(7) 지역에 필요한 정책 관련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

양(Bailey, 2003)

(8) 지역의 주요 이해 당사자들의 지역재생 전략 접근성 증대(Bailey, 

2003)

  6. LSPs의 운영 과정상 특성

LSPs는 영국 지역 거버넌스 역사에서 가장 혁신적 패턴으로 평가받고 

있다(Geddes & Fuller, 2007). LSPs 활동은 지속가능한 마을 전략 또는 

17) 지역주민,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영역의 참여자들이 수립한 지역발전 목표 및 
우선순위가 담긴 전략

18) 지방정부가 관할 지역의 경제, 사회, 환경 복지 개선 방법을 구체화한 문서로 (1) 주민 
생활 개선을 위한 목표 및 계획 수립, (2) 지역 내 개인 또는 조직의 상호 협력 및 합의 

도출 방안 마련, (3)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정책 설계 및 집행을 위한 전략적 행동규범
(strategic framework)의 개발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Bailey, 2003; SEU, 2001).  



제5장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279

지방/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주제별 협의체로 분화되어 활동이 이루어

진다(OECD, 2006). 이러한 특성을 두고 OECD(2006)는 LSPs의 조직

적 특성을 협의체 속의 협의체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LSPs의 단계별 업무는 일반적으로 [그림 5-1-2]의 과정을 따른다.

〔그림 5-1-2〕 영국 LSPs의 설립 단계의 운영상 특성

자료: Bailey (2003)의 내용 재구성

위의 과정을 통해 설립된 LSPs는 지역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특징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특징은 동시에 LSPs 운영

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가. 포괄성(involvement)

LSPs는 지역사회 내에 최대한 많은 행위자들의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만큼 상당한 수준의 포괄성이 포함된다(DTLR, 2001; SEU, 2001). 

우선 정책 의결 및 의사결정을 위한 상위 협의체에서 포괄성은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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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내 다양한 단체 및 개인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동등한 지위와 책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Russell, 2010). 의사결정 기구의 구성과 

관련해서도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포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이 

이루어진다(Yamaguchi, 2008). 

한편, 하부 협의체의 경우 포괄성의 범위가 제한되는 특성을 보인다. 

예를 들어 지역의 노인 문제, 성소수자 문제 등을 다루는 주제별 협의체

(thematic partnership)나 포럼(forum)의 경우 모든 행위자들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권의 보장이 어렵다(Russell, 2010). 특정 개인이나 조

직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으나 협의체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 주제별 제

한적인 범위에서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Russell, 2010).

추가적으로 너무 넓은 포괄성의 인정에 따른 부정적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Bailey, 2003). 맨체스터 LSP에 참여한 단체는 41개로 그다지 규모

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하지 못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아래에 소

개될 대표성(representativeness) 및 책임성(accountability)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나. 동등성(equality)

동등성은 LSPs가 지향하는 최우선의 조직 목표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들이 발견된다. 동시에 동등성 문제는 LSPs의 운영상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당면과제로 꼽힌다. 구성 조직 간의 대표성

(representativeness) 및 리더십(leadership), 자율성(autonomy)문제

와 연계되어 있다. 

 LSPs는 기본적으로 모든 참여 기관/개인에게 동등한 대표성을 부여하

지만(Bailey, 2003), 대표성과 관련하여 LSPs 내에서의 역할에 따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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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성 차이가 발생한다(Russell, 2010). 가장 먼저 LSPs 내 의사결정기구

와 조직운영 지원기구(교육, 시설 지원 등) 간 대표성의 차이가 발생했다

(Russell, 2010). 둘째로, 비교적 큰 규모19)의 협의체 구성에 따른 균등

한 권한 배분의 실패도 발생하고 있다(Bailey, 2003). 셋째로 너무 작은 

규모의 LSP에서 지나치게 높은 지방정부의 대표성 때문에 협의체 전체의 

자율성(autonomy)의 문제가 발생한다(Bailey, 2003). 지방정부의 정책

적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여, 공공 부문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협의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협의체에 적합한 역량을 보

이지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ohnson & Osborne, 2003). 

LSPs 내에서 지방정부의 지나치게 강력한 리더십은 협의체 설립 초기

에는 발생 기제(drivers)로 작동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이후 

운영 과정에서는 참여자 및 참여 기관 간의 불균형을 일으켜 협의체의 운

영에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Geddes & Fuller, 2007). 

다. 책임성(accountability)

주민자치기구이자 정책 집행 도구 역할을 하고 있는 LSPs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및 관련 계획 수립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는다. 

LSPs의 결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 정책의 방향성, 자원의 분배 등 지역주

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하원(House of Commons)은 2003년 “LSP

의 성과가 책임성의 부재로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local)과 소

구역(sub-region) 간의 연계 관계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House of Commons, 2003). LSPs가 지역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변

19) 4) LSPs 협의체의 네트워크 구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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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되는 것에 관한 우려였다. Geddes 외(2007)의 연구는 LSPs 내 지방정

부의 과도한 대표성이 협의체 운영의 책임성 문제 및 비효율성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해결해야 할 지역 문제

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할 지방정부의 과도한 대표성이 협

의체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LSPs의 지

속가능성 또한 해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Geddes & Fuller, 2007). 

반대로 책임성이 동반되지 않은 대표성도 운영상 특징으로 부각된다. 

전반적인 지역 문제에 대한 고려 없이 이해관계에 기반하여 대표성이 행

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Russell, 2010).  

 

  7.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전달에 미친 영향

앞서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LSPs가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전달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1) 정부 정책의 효과적인 지역 현지화(localisation):  

지역 내 이해 당사자(지역사회)가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한 정책

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지면서 보다 지역 밀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

로 발전, (2) 낙후 지역과 타 지역 간 격차 완화: LSPs를 통한 낙후 지역 

자원 투입량 증가로 낙후 지역의 공공서비스 질 증대, (3) 지역의 다양한 

부문(민간, 시민사회, 자원 영역)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 지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 자원(서비스 공급자 등)이 공동의 

목표를 두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 (4)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제공: 

LSPs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고민

할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상호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유

도하여 지역 문제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도달, (5) 지역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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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을 위한 자체적 기금 확보 모델 확립: LSPs의 조직에 따른 인센티브

를 활용하여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6) 지역의 요구에 적합한 

정책적 접근: 지방정부가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요

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LSPs를 통해 마련되어 공공서비스 수요 예측 

가능, (7) 지역의 문제에 민주적 접근 기반 마련: LSPs의 조직적 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민주적 논의 절차 확립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특정 이

슈에 대한 민주적 해결 방식의 증대 가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상을 기준으로 LSPs에 의한 지역사회 변화를 종합하면 대부분 긍정

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상적인 지방자치, 지역협력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OECD, 2006). 

제2절 미국 사례

  1. 미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로컬 거버넌스

미국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로컬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강조된 배경을 

살펴보면,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New Federalism) 기

조에 근거한 복지 개혁이 전환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레이건 행정부

의 사회서비스 개혁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 총괄예산

조정법(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81)을 통과시켜 

복지국가 황금기에 급격히 증가한 연방 복지지출을 축소한 것, 둘째, 사

회서비스 보조금 체계를 범주형(categorical grant)에서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 block grant)으로 전환한 것이다. 사회서비스 세부 예산 

수립과 운영 주체가 주정부로 이양되면서 복지전달체계에서 지방정부

(local government)의 책임성이 강조되었고,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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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필요

성이 부각되었다(Smith, 2012). 

다른 한편으로는 동 시기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지역사회’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수평적 형태의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아동복지 영역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1985~1995년 

10대 출산율 및 한부모 가구 비율, 저체중아 비율, 청소년 범죄율, 10대 

폭력 치사율, 아동 빈곤율, 학업 중단율 등 아동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주

요 지표가 악화되면서, 연방정부 주도의 아동복지 서비스는 실패했다는 

비판이 중론을 이루었다. 이에 주민의 욕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성과 도출을 위해서는 개인 또는 일부 집단이 아

닌 지역사회 전체의 관점이 반영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포괄적 지역사

회 전략(broad_based community strategies)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Center for the Study of Social Policy, 1996). 

이러한 배경 하에 1990대 중반 이후 로컬 거버넌스는 정부 개혁과 지

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추동하는 레토릭으로 사용되어 왔다. 미국 공공서

비스 분야에서 로컬 거버넌스는 휴먼서비스 개혁을 위한 전략으로 출현

하였으나, 이후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구

현되고 있다. 

  2. 미국 로컬 거버넌스 사례: 지역 장기요양위원회(Local Long 

Term Care Council)

본 절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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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욕구에 대응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사례로 노인, 장애인 

서비스 분야의 장기요양위원회(Long Term Care Council, 이하 

LTCC)를 뉴욕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LTCC 추진의 제도

적 근거, 운영 구조와 활성화 가능 요인, 운영 실태 및 성과 등을 간략히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가. LTCC 관련 법 및 제도 

미국 지역 장기요양위원회는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에 법적 근간을 두고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들이 거주

하는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사

회 중심의 포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금, 공

적 부조 및 의료보험을 제외한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연구 및 교육 훈련

에 소요되는 재정 지원,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기요양위원회의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동법 제3장(Title Ⅲ) 제306

조(Section 306)의 지역계획(area plan)에 명시되어 있다. 지방정부의 

지역노인과(Area Agencies on Aging, AAAs)와 주 정부의 노인국

(State Unit on Aging, SUA)은 2년에서 4년 주기로 지역의 노인복지계

획을 수립하여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계획의 수립 및 운

영과 관련된 정책 기구로 주 정부에 장기요양자문위원회(Long Term 

Care Advisory Council, LTCAC)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역 단위의 장기요양위원회는 주정부의 자문위원회와 별도의 기구로 

운영된다. LTCC의 설립, 구성, 운영,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지방

정부 관련 규정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뉴욕주의 경우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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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s Program Standards’에 LTCC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

되어 있다(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and NYS 

Department of Health, 2006). 

NY Connects는 뉴욕주의 노인․장애인 자원센터(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이하 ADRCs)이다. ADRCs는 장기요양 

서비스 유관기관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통합 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시스

템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다종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에 일원화된 

접근(Point of Entry, POE)을 가능하게 하는 단일 관문의 역할을 한다. 

2006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연방정부는 모든 주에 ADRCs를 설

치하도록 제도화하였다. NY Connects는 2007년 뉴욕주 노인법(New 

York State Elder Law, section 203(8))에 의해 법정 의무화되었으며, 

2015년 기준 뉴욕주 전역에 53개의 NY Connects 프로그램이 운영되

고 있다(강혜규, 함영진, 김동진, 안수란, 김보영, 김효진 등, 2017). 

NY Connects Standard 13번 조항에 따르면, 뉴욕주는 NY 

Connect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모든 카운티에 LTCC를 설립하여, 지역 

장기요양 시스템의 계획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and NYS Department of 

Health, 2006).  

나. LTCC의 주 기능 및 역할

 

LTCC는 지역사회(주로 카운티 단위)의 장기요양 욕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Standards 13에는 

LTCC의 역할과 책임을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New York State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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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Aging and NYS Department of Health, 2006).

�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이용 가능성(availability)에 기반한 

지역사회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 욕구 분석 및 욕구 대응을 위

한 전략 수립

� 지역 여건(자원, 서비스 제공 기관), 관련 법, 관련 규정 변화와 관

련된 장기요양 서비스 이해관계자들의 요구 수렴

� 장기요양 서비스 전달체계 검토: 이용자들의 서비스 접근(entry 

point) 및 탐색 경로 명확화

� 장기요양 서비스 시스템 조정(modification) 관련 자문

다. LTCC의 운영 구조 및 거버넌스 활성화 요인

뉴욕주 LTCC는 장기요양 정책을 집행하는 카운티의 소관과 공무원,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민간기관과 시설의 대표 및 종사자, 

서비스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때 카운티 지역노인과(Area 

Agencies on Aging, AAA)와 지역사회서비스과(Local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LDSS)의 장(Director 또는 Commissioner)은 반

드시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노인과 또는 지역사회서

비스과가 LTCC의 주도 기관(lead agency) 역할을 하면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전담하고, LTCC에서 논의 및 결정된 사항은 카운티 장에

게 직접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뉴욕 주는 NY Connects 도입 당시 LTCC 운영을 위한 일종의 지침서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하

여 지역의 LTCC 운영 성과를 최대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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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Office for the Aging, 2006). 지침은 지역 단위 거버넌스가 

LTCC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강제

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20)

1) 운영 정책(governing policies)의 수립

LTCC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개인들이 모인 협력체이기 때문에 설

립 초기에 운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운영 정책에는 위원회와 

지역노인복지계획 실행 주체(lead entity)의 관계성 및 책임 소재 설정, 

위원회 운영 절차, 조직구조, 구성원 모집/선정/임기/임무, 회의 절차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원회 설립 단계에

서 구성원들에게 그 내용이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운영 원칙과 운영 

절차의 공식화 여부는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운영의 연속

성을 위해 문서화하도록 권고한다. 2008년 뉴욕주 노인국에서 발간된 보

고서에 따르면 Niagara 카운티를 포함한 6개의 카운티에서 운영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2008).

2)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조기 개입(early engagement) 독려

LTCC 구성 단계에서 지역사회 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조기에 적극적

으로 참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LTCC 위원은 이용자, 지역 내 유관 서비스 제공 기관, 지방 정부 관계자 

20) 지침의 내용은 NY Connects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 Long Term Care 
Council을 요약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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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다종다양한 특성(인종, 

언어, 경제적 계층 다양성 등)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3) LTCC 운영 규모 및 운영 구성 최적화

지역사회 대표성과 기능성을 대변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위원회 구성

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는데, 

각 이해관계자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다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

역노인과와 지역사회서비스과의 장은 반드시 LTCC의 위원으로 참여하

여 위원회의 활동이 지역노인복지계획 수립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구

성원들은 그들이 대표하는 조직 안에서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지닌 주

체로 구성될 때, 지역사회 내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 이용자는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자(예: 장애아동 돌봄자, 장애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를 포함하여 

서비스 이용접근성 문제와 서비스 이용 장애 요인을 명확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때 NY Connect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인구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제

공 기관, 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비스 전달체계, 인력 운용, 서비스 

격차 등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 

옹호기관(advocacy groups)은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요양 서비스에 내

재된 제도적 문제들을 의제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적정한 규모

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 위원회 규모가 너무 커질 경우, 집행(대표)위원회

(executive committee)와 소위원회(subcommittee)를 별도 구성하여 



290 공공서비스 이용의 최적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Ⅱ): 지역 기반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기능과 업무를 배분함으로써 운영 효율화를 도모한다. 예를 들

면 자원관리 소위원회(Resource Directory subcommittee), 이동지원 

소위원회(Transportation subcommittee) 등을 구성할 수 있다. 자원

관리 소위원회는 지역사회 내 장기요양 서비스 유관기관과 직접서비스 

제공 기관 정보 수집 및 제공, 정보 시스템의 기능과 내용 개선에 관한 업

무, 이동지원 소위원회는 이용자 맞춤형 이동지원 서비스 평가, 이동지원

기관 연계 강화 등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발전 방안을 논의한 후, 집행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기능할 수 있다.

4) 운영회의 주기

위원회 구성 초기는 격월, 안정화 이후는 분기별 회의가 효과적이다. 

소위원회 구성 시 집행위원회보다 회의 빈도는 높이는 것을 권고한다.

5) 지도력을 가진 리더십의 발굴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집단의 모임인 만큼 성공적인 회의 운영을 위

해서는 구성원들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이끌 숙련된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사회 내 공통의 이익 추구를 도모할 수 있는 리더(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

6) 참여 주체 교육

위원회 운영에 앞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구성원의 배경과 경험을 공

유하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구성원 간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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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를 형성하고,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소수가 회의 과정과 논의 방향을 

지배하고 주도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 회의 때 사용되는 전문 용어

는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구성원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집을 만

드는 것이 필요하다. 오리엔테이션에는 NY Connects 프로그램의 목적

과 미션,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개혁, 장애인 및 노인 대상 서비스 등 지

역사회 내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포괄적 주제에 대한 개괄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때 참여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프로그램을 직

접 소개하도록 하여, 위원회 내에서의 역할을 정하고 공유해야 한다. 또

한 실행 계획(Action Plan)을 수립, 공유하여 위원회가 운영되는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추진 일정(time frame)에 따라 우선적으로 논

의되어야 할 사항들을 정하고 점검해 나가야 한다.

7) 회의 양식

효과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회의 안건, 안건 관련 자료, 전 회의록

은 적어도 회의 일주일 전에 공유되어, 회의 전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

고 올 수 있도록 한다.

8) 참여 접근성 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접근성을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이는 회의 장소 및 시간의 접근성뿐 아니라 회의 자료 접근성, 회의 

참여 가능성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회의 자료를 불편 없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구성원이 참

여 가능한 시간에 회의를 소집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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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개최하는 것, 돌봄자의 회의 참여를 위한 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도록 하는 것 등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9) 구성원의 소진(burnout) 예방 및 지속적 헌신(commitment)을 위

한 노력

구성원들의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 내에서 기여한 바를 적절한 방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 

신문을 활용하여 위원회의 활동 내역을 소개하거나 위원회가 추진한 우

수 프로그램을 시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새로운 구성원 참여는 그룹 

내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독려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구성원이 참여할 경우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교육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구성원이 멘토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라. LTCC 운영 실태

이상의 지침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뉴욕주 LTCC는 운영에 있어 민-

관 네트워크, 자율성, 포괄성, 개방성, 책임성, 정기성 등의 가치를 추구

하도록 권고된다. 그러나 지역 여건에 따라 거버넌스가 구현되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표 5-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카운티에 

따라 위원회 규모 및 위원 구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된다. Yates 카

운티는 인구 규모 대비 위원회 규모가 큰 편으로 다른 카운티에 비해 지

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운영의 포괄

성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Oneida 카운티는 인구 규모가 큰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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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위원회는 소규모로 운영된다. Rockland 카운티는 위원회 구성에 있

어 이용자 집단의 참여를 중시하여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려는 노력을 기

울이고 있다(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2008).21) 

LTCC의 운영 상황은 NY Connects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정보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Schuyler 카운티는 위원회 회의 일정과 장소, 회의록을 홈페이지

(http://www.schuylercounty.us/463/LTCC-Long-Term-Care-Council)

에 공개하지만, Washington 카운티 홈페이지(www.co.washington.ny.us/ 

844/Long-Term-Care-Council)는 회의 일정에 대한 공고만 할 뿐 회

의록을 공개하지는 않는다. LTCC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적 문서가 제공

되는 않는 지역도 다수 발견된다. Schuyler 카운티의 회의록에는 회의 

시간, 장소, 참여 위원 및 소속, 안건 및 논의 내용, 차기 회의 안건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해당 지역의 장기요양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변화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즉 Schuyler 카운티의 LTCC 운영은 다른 지

역에 비해 개방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다.22)

21) 뉴욕주는 NY Connects Expansion and Enhancement(EE) Reporting Requirements
를 통해 분기별로 LTCC의 운영 회의록과 위원명단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는다.

22) 보다 개방적인 형태의 위원회 운영을 하는 사례로 위스콘신 주정부의 장기요양자문위원
회(Wisconsin Long Term Care Advisory Council)를 참고할 수 있다. 위스콘신 장

기요양자문위원회는 주 정부 보건국 산하 기구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인력 수급, 지
역사회 개발 등과 관련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위스콘신 주는 자문위원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위원명단과 임기, 회의 안건,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격월로 개최되며,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를 희망하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https://wcltc.wisconsin.gov/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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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Yates 카운티 Rockland 카운티 Oneida 카운티

인구규모 2.5만 31만 32만

위원회

규모
71명

35명(14명은 서비스 

이용자로 구성)
17명

위원회
구성

(공공)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Office for the 

Aging

� County 
Administrator

(민간)

� Alzheimer’s 
Association

� Council of 

Churches
� Finger Lakes Health 

Systems Agency

� A Traumatic Brain 
Injury support 
group

� AIDS Rochester
� Veterans Agency
� Child & Family 

Resource Center
� Yates Arc(NPO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lities) 

� Advocacy Center 등

(공공)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 Off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Health and 

Human Service

(민간)

� Hospital 
provider

� Adult homes
� Home aides
� Alzheimer’s 

Association 등

(공공)

� Office for the 

Aging & 
Continuing Care

(민간)

� Gerontologist
� Mohawk Valley 

Community 

College
� the United Way
� Independent 

Living Center
� Faith-based 

organization

� Visiting nurses
� Housing
� Board of 

Cooperative 
Educational 
Services 등

<표 5-2-1> 뉴욕주 LTCC 구성: 카운티별

  주: 카운티별 인구 규모는 http://www.ny.gov/counties 에 제시된 현행 자료를 활용 

자료: 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2008), pp. 3-4의 내용 재구성. 

Albany 카운티 LTCC는 Standard 13에 제시된 위원회의 역할을 내

실 있게 수행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2007년 LTCC가 구성

된 이후 Albany 카운티는 장기요양 시스템 개혁을 위한 청사진 보고서

(Recommendations for rebalancing the long term care system 

in Albany County)를 2008년에 공개했는데, 이 보고서 안에는 Albany 

카운티의 장기요양 시스템 전반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략, 2008~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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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사이 5년간의 장기요양 실행 계획(Action Plan)이 구체적으로 포함되

었다(Albany County Long Term Care Council, 2008). 

실행 계획에 제시된 목표는 매년 LTCC의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연

차별 실행 우선순위 전략 과제가 조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2012년에 공

개된 보고서(“Recommendations for rebalancing the long term 

care system: Progress update 2012”)에는 2010년 대비 2011년, 

2012년의 실행 우선순위를 명확화하고, 실행 계획의 세부목표에 따른 추

진 상황을 점검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Albany County 

Long Term Care Council, 2012).

〔그림 5-2-1〕 Albany 카운티 LTCC의 장기요양시스템 Action Plan 예시

자료:   Albany County Long Term Care Council(2012).  p. 9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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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LTCC 운영 성과 및 시사점

2008년 NYSOFA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LTCC를 운영하고 있는 

카운티는 LTCC가 지역사회의 장기요양 서비스에 대한 포괄적 정보 공유 

확산, 유관기관과 서비스 이용자들의 의사소통 증진, 기관 간 협력 강화

에 효과적인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LTCC 운영은 지

역사회에 상존한 장기요양 서비스의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화하는 데 긍

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한다. 특히 돌봄자 지원 서비스, 이동지원 서

비스, 주거 서비스, 지역기반 서비스의 부재와 파편화된 서비스 간 연계 

및 조정 문제는 대부분의 카운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방식은 카운티별로 다양하게 나타났

다. 예를 들면, LTCC 내에 소위원회나 작업분과(Workgroup)를 만들어 

특정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거나, 이슈브리프 또는 연차보고서를 작성하

여 주정부, 다른 카운티와 문제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다(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2008). 

뉴욕주 LTCC 운영의 지역적 차이가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활성화, 더 

나아가 사회서비스 이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평가

하는 것은 자료 접근성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 다만 앞서 제시한 뉴욕주 

LTCC Technical Assistance Resource를 바탕으로 생산적이고 효과

적인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핵심 사항들은 재검토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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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일본 사례

일본에서 지역복지의 개념은 크게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이를 어떻

게 볼 것인가에 따른 내용으로 구분된다(牧里毎治, 2002).

구조적 관점에 근거하여 지역복지란, 자본의 운동 법칙에 따라 필연적

으로 생성되는 주민(노동자, 근로자)의 지역생활 조건을 둘러싼 결핍, 악

화, 파괴가 진행되는 가운데 저항하는 사회운동을 모개로, 사회 문제로 

제기된 지역생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기능적 

관점에서 지역복지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생활의 어려움(복지 

문제)을 가능한 한 그 지역사회에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지역복지의 

문제를 지역사회가 해결하는 기능체계를 유발한다는 점에 큰 특징이 있

다. 즉, 지역주민의 주체적이고 공통적인 문제 해결 과정과 주민의 조직

적인 문제 해결력의 형성이 중시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지역복지는 실제로 로컬 거버넌스를 시범해 보는 장이며, 그 

성공 여부는 지역복지와 관련한 활동을 영위하는 주체 간에 어떤 협력 관

계를 형성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역복지 추진과 관련한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이나 NPO, 자원봉사 단체, 민간기업 등 관련 조

직 및 단체 간에 어떻게 관계성을 형성해 나가느냐가 향후 지역복지 추진

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金蘭姬, 2009).

2002년 사회보장심의회복지부회의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및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책정지침의 방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지역복지 추진

의 기본 목표로서 파트너십형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파

트너십이란 민간 상호의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공사(公私) 간의 파트너십

으로서 행정 및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상호 이해하고 상호 협력하는 이른

바 ‘협동’의 의미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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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일본의 지역복지 추진 체계에서는 행정 및 지역사회 구성원 간 

협력 관계를 거버넌스로 재정의하고, 이를 지역복지계획 수립과정에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처럼 민관이 함

께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법적 규정에 기반한 협의기구는 없지

만, 기본적으로 지역복지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자체 단

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지역적 특성에 기반한 자율적인 운영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지역 단위 거버넌스에 기반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

기 위해 일본의 지역복지 개념 및 추진상의 특징, 거버넌스에 기반한 지

역복지계획 수립 내용 및 프로세스, 그리고 거버넌스에 기반한 마을만들

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일본 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일본의 지역복지 추진상의 특징

일본의 지역복지에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미국의 지역사회 조직

(community organization) 이론과 영국의 지역사회 케어(community 

care) 이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히라노 타카유키, 2012).

CO이론은 일본에서 지역복지 추진 단체로 법정화된 사회복지협의회 

조직의 실천 이론으로 그 바탕을 이뤘고, 일본의 사회복지협의회는 제2

차 세계대전 후 민간 사회사업 조직이 재편성되면서 조직이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협의회는 CO이론을 도입하면서 주민 주체 원칙을 

제시하였고,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자치단체의 사협 조직화와 함께 지

역 조직화 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사회복지협의회의 실천이 지역복지라고 

인식하는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주민의 복지 욕구가 증가하고 다양화되기 시



제5장 지역복지 부문 거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299

작했고 그런 가운데 복지서비스의 공급 방법이 시설 입소에서 재가 생활 

중시로 바뀌는 정책 변화 경향이 나타났다. 1970년대 후반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용어가 재택복지라는 새로운 용어로 정의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복지를 논할 때 재택복지의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유입 이론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의 보편화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주체화보다는 재

가 서비스 공급 조직의 다원화가 지역복지 추진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즉, 1980년대의 주민 참가형 재가복지 서비스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

이 당시의 주민 참여는 재가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의미가 중시되었

다. 전통적인 CO를 추진했던 사회복지협의회도 복지서비스의 다원화가 

강조되는 가운데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조직으로 재가복지 서비스

를 담당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1990년대 일본의 지역복지 개념에 정체

기를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오카무라 시게오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

론의 체계화가 이뤄지고, 오카무라는 CO와 커뮤니티 케어를 지역복지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하여 지역복지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다. 오카무라

의 지역복지 체계화에서는 일반적인 사회복지가 서비스 공급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지역복지는 지역사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역주민이 주체자임을 강조하였고 1980년대에 들어 종단적인 대상별 

복지제도를 극복하려는 관점이 새롭게 부각되면서 지역복지에 대한 기대

가 높아지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지역복지 영역만을 의미하는 독자적인 법률은 존재하지 않

으며, 지역복지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법 내용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법 제4조에서는 사회복지의 기반으로서 지역복지 추진이 강조

되고 있는데,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를 구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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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와 경제, 문화, 그 외 모든 분야

의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사회적 포섭을 명

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사회복지에 관한 활동을 행하는 자는 상호 협력하고......지역복지 추

진에 힘써야 한다.”라는 조항에서처럼 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 실천하는 

복지라는 지역복지의 성격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지역복지를 추진하는 주요한 축의 하나인 정책도구로 지역복지계획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역복지계획은 주민 참여를 통한 계획 수립의 과정을 

중시하는 정도로만 제시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복지정책 유도와 같은 

명확한 정책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1) 지역복지계획 수립 개요

실제로 지역복지 추진의 필요성은 1980년대 후반부터 강조되기 시작

했다. 즉, 지역단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인보건복지계획

들이 수립․추진되면서 지역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사회복지서비스의 기

반을 구축해 나가는 작업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서비스

의 주체로서 시정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되고, 복지행정의 문화 

등이 요구되면서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이 추진되는 계기를 맞

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 환경의 변화로 1990년 후반부터 계속적으로 사회복지 관

련 제도 시행 과정에서 지역복지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2000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에 지역복지의 추진이 새로운 사회복지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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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으로 제시되며 복지정책 추진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일본 지역복지계획은 지역복지이론에 근거하여 지역복지 활동 

조직화 등의 기술, 서비스 활동 지침으로서 사회복지심의회에서 책정․활

용되었으나, 1980년대에 들어 복지 행정의 선진화가 강조되면서 도시 중

심 행정 계획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임의적으로 수립하기 시작했다. 

2000년 사회복지법 개정 시 지역복지계획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

었고, 그 이후로 일본의 지역복지계획은 복지 분야의 기반 계획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법제화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기존 노인, 장애인, 아

동 분야 계획의 기반을 구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관련 생활 분야 정책계

획과의 연계를 도모하며, 지역복지 추진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이념․목표 

아래 추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타 복지 분야의 지역 계획과 그 방향성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은 크게 시정촌(기초자치단체) 지역복지계획과 도도부현(광역자치

단체) 지역복지지원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추진하고 있다(厚生労働省通

知, 2002). 즉, 시정촌 지역복지계획은 지역 단위 주민들의 상생과 협력

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인 사례가 내용으로 담겨 있다면, 도도부현 지역복

지지원계획은 이를 지원하기 한 기반 정비 성격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에서 제1기 지역복지계획 수립은 사회보장심의회 복지분과에서 

제시한 시정촌 지역사회복지계획,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책정 지침

의 방향과 관련한 세부 내용의 지침을 후생노동성이 각 지자체에 시달하

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유애정 외, 2013).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은 시정촌 지역복지계획 추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정촌 지역복지 추

진 지원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과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재 확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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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사자 연수 체계의 정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지역복지계획 수립과 거버넌스: 책정위원회 구성

일본은 위와 같은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공공과 민간 관계자

의 협력 모델을 적용하여 행정, 관련 사업 관계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

하고 있다.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서 제시한 바와 같

이 시정촌 단위에서 지역복지계획을, 도도부현 단위에서는 지역복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관련한 내용은 각 지자체별로 운영 요강을 작성

하여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도쿄도가 운영하고 있는 ‘도쿄도 지역복지지원계

획책정위원회 설치요강’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지원계획 책정위원회의 운

영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http://www.fukushihoken.metro.tokyo. 

jp/kiban/shisaku/sienkeikaku/sakuteiiinkai.html). 도쿄도 지역복

지지원계획의 내용 검토를 목적으로 도쿄도 지역복지지원계획 책정위원

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책정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

한다.

(1) 지역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기타 복지를 수행함에 있

어 공통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사항

(2) 구시정촌 지역복지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 방침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확보 또는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4) 복지서비스의 적절한 이용 추진 및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 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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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시정촌의 지역복지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체계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외 도쿄도 지역복지 추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책정위원회는 복지보건국장이 위촉

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는 지역복지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지역복

지 또는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단체의 직원, 구시

정촌 직원이 포함된다. 실제로 도쿄도 지역복지지원계획위원회의 구성원

을 살펴보면, 사회복지학 관련 교수, 구시정촌의 담당자, 민생위원연합회

장,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시정촌 단위에서 책정하고 있는 ‘지역복지계획’의 원활한 수

립 및 운영을 위해서 책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구시정촌 단위로 해당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복지계획책정위원회 설치요강을 제시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도쿄도 시나가와구의 경우에도 시나가와구 지역복지계획책정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책정위원회는 지역복지계

획 책정에 관한 사항과 그 외 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

한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시나가와구 지역복지계획책정위원회는 4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역 내 

학식 경험자, 복지·의료관계단체 대표자, 지역관계단체 대표자, 교통관계

사업자·기관의 대표자, 지역 내 기업 대표자, 공모로 선출된 구민, 그리고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가 그 위원에 포함되며 임기는 위촉

일부터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이다.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구시정촌 단위 지역복지계획책정위원회는 실제

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관계 분야 전문가, 관련 단체 종사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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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들의 협력에 기반하여 운영되는 반면, 이러한 구시정촌 단위 지역복

지계획 운영을 지원하는 도도부현 지역복지지원계획 수립 과정에는 구시

정촌에 비해 전문가, 관계자로 국한된 구성원으로 조직·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거버넌스 추진 특징

일본의 경우, 우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 체계에 기

반한 법적 기구는 없지만 각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문제를 공사

(公私) 협동 모델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

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특별 기구를 만들어 공사(公私) 협력에 기반한 마

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쿄도 스미다구(東京都 墨田区)의 사례

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https://www.city.sumida.lg.jp).

1) 도쿄도 스미다구의 지역적 특성

도쿄도 스미다구의 인구는 2015년 10월 기준 26만 943명이며, 고령

화율은 22.8%로 전국 평균 26.0%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이다. 스미다구

의 세대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1월 기준으로 14만 

1176세대이다. 그 가운데 한 세대당 인원은 감소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단독세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계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후기노인 인구수도 증가하여 전체 노인 인

구 중 1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노인이 포함된 세대 비

율의 증가율은 9.9%이며, 특히 독거노인의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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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쿄도 스미다구의 장애인 수는 2014년 기준 신체장애인이 8922명, 

지적장애인 1442명이며 2011년 이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정신장

애인 수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이후 출생아 수는 2000명 전후이며 

2014년에 2247명으로 가장 많다. 스미다구의 합계특수출생률은 2014

년 기준 1.22인으로 도쿄도 전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출생률 

증가 추이는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생활보호의 피보호 세

대수와 피보호 세대원은 2013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그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피보호 세대의 세대 유형을 살펴보

면 약 50%가 노인세대이고 독거세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스미다구의 경우 2012년 도쿄스카이트리 개업이나 도시재개발 등으로 

지역 자체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다.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주택 수

는 약 1.4배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인구도 증가하였다. 공동주택이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한 주거 환경으로 둘

러싸여 있으며, 핵가족화 및 독거세대가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 가

입 세대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2)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 수립의 특징 및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도쿄도 스미다구의 경우, 1993년에 제1차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을 

최초 수립한 이후 5년 단위로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15년에

는 제3차 지역복지계획(후기판)을 수립하였으며 그간의 지역복지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대폭적으로 보완되는 특징을 보인다.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에서는 지역복지란, 지역주민들이 생활해 나가

는 과정에서 욕구가 다양화, 복잡화되며 공적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에

서 생활하는 주민 간 돌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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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체를 연계 및 협동함으로써 아동부터 노인까지 장애, 비장애인

도 구민 누구나가 자신답고 안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16년도에 수립된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미다

구 지역주민의 개인적 존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자 등

이 함께 생활하면서 지역 조성, 협치(거버넌스)를 실행하는 내용 등을 주

요 이념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

마을을 조성함과 동시에 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

를 제공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지역 활동 추진, 구민 스스로의 지역 내 돌

봄 네트워크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기본 이념, 목표에 근거하여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

업 내용을 제시하고 특히, 협치(거버넌스) 실행을 위해서는 지역 내 주민,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안부 확인 활동 추진, 지역 내 플

랫폼 조성 등 복지 중심의 마을만들기를 구축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 이념 기본 목표 추진 방향성

개인의 
존엄을 
존중함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복지마을을 조성함

1) 지역에서 함께 생활하는 인식 고조
2) 누구나 이동하기 쉬운 마을 만들기

3) 요보호자를 보호하는 방범, 방재 체계를 정비
함

함께 

생활하는 
지역을 
조성함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

1) 지역의 생활지원 체계를 충실히 함
2)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권리를 옹호함
3) 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보함

4)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는 자의 자립을 지원함

구민의 적극적인 

지역활동을 추진함

1) 복지시책이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2) 지역복지에 관한 배움의 장을 마련함

3) 지역복지를 추진할 인재를 양성 및 지원함
4) 지역 활동을 활성화함

<표 5-3-1> 일본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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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스미다구(2016), 제3차 스미다구 지역복지계획(후기판)

스미다구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단법인 ‘스미다마을

만들기공사’를 별도로 조성하고, 마을만들기공사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의 

추진 및 지원, 주환경만들기 상담 및 지원,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한 시설 

관리, 강습 및 강좌, 커뮤니티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다구 자체의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만들기 관련 사

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구를 조성하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조례를 살펴보면,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원활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를 조

직하고, 마을만들기 관련 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마을만들기 사업 추

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담고 있다.

기본 이념 기본 목표 추진 방향성

협치
(거버넌스)를 

실행함

구민 스스로의 지역 내 
돌봄 네트워크를 

확립함

1) 평상시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함
2) 지역 단위 안부 확인 활동을 추진함

3) 지역을 연결한 플랫홈을 조성함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조례>

제1장 총칙

제2장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

제3장 지구(地區) 마을만들기 단체 등

제4장 지구 마을만들기

제5장 마을만들기 지원

제6장 도시계획안의 작성 등

제7장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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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목적

 스미다구는 지방분권․자치시대를 맞아 우리들에게는 마을만들기의 주인공으로서 애착 

있게 좋은 마을을 만들고, 새로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의 꿈이나 의견을 소중

히 하여 매력 있는 마을만들기를 해 나갈 책무가 있음

 이에 우리들은 ‘자신들의 마을의 미래는 자신들의 손으로 꿈을 그리고, 자신들의 손으

로 만든다’라는 것을 목표로 마을만들기와 관련한 관민, 사업자 및 구의 역할, 마을만

들기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스미다구의 마을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

한 ‘스미다구마을만들기조례’를 제정함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마을만들기 기본 이념 및 구민, 사업자 및 구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함

과 동시에 마을만들기에 관한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발적인 

마을만들기를 구민, 사업자 및 구가 협동하여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정의)

 제2조 이 조례에 있어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하는 용어의 의의를 각각의 사항에서 

정하는 것에 따름

 (1) 마을만들기란 안전하게 쾌적하고 매력 있는 좋은 마을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을 

뜻함

 (2) 마을만들기 기본방침은, 스미다구 기본구상 및 스미다구 기본계획, 스미다구 도시

계획 마스터플랜에 기반하여 마을만들기에 관한 목표, 기본적인 방침을 의미함

 (3) 구민 등이란, 구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도내에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한 자, 지

상권자 또는 임대권자, 구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자 및 구내에서 근무하는 자 

및 재학생 등을 의미함

 (4) 사업자란, 구내의 시자니 정비 및 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행하는 공공단체, 거기에 

준하는 단체, 법인 및 개인을 의미함

(마을만들기 기본 이념)

 제3조 구의 역할, 문화, 자연 및 커뮤니티를 소중히 하고, 세대를 잇는 활기 있는 살

기 좋은 마을을 실현하기 위한 구민 등, 사업자 및 구는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협

동해서 마을만들기를 만들어 감

(구민 등의 역할)

 제4조 구민 등은 마을만들기 기본 이념에 기초해서 지역의 특색을 살리면서 개성 있

는 풍요로운 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발상을 중요하게 다루면서 지역별 마을만들

기에 자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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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민 등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도록 함 

(사업자의 역할)

 제5조 사업자는 마을만들기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구민 등 및 구와 협동에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에 공헌하도록 노력함

 2) 사업자는 마을만들기 기본방침 및 구민 등에 따른 마을만들기에 관한 계획 등을 

존중하고, 사업 실시에 있어서는 구민 등의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함

(구의 역할)

 제6조 구는 마을만들기 기본 이념에 근거하여, 구민 등 및 사업자와의 협동으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도록 노력함

 2) 구는, 마을만들기 기본 방침에 근거하여 구민 등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마을만들

기 성과를 반영한 시책을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함

 3) 구는, 구민 등 및 사업자에게 마을만들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마을만

들기 의식 계발 및 마을만들기에 관한 지식 보급을 노력함

제2장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

 제7조 구민 등, 사업자 및 구의 협동에 의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구청에 소

속 기관을 두고 스미다구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를 설치함

(소관업무)

 제8조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무로 함

 (1)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 인정 등에 관한 것

 (2) 지구 마을만들기 계획 및 지구 마을만들기 협정 인정 등에 관한 것

 (3) 지구 계획 등 추진 지구의 지정에 관한 것

 (4) 개발사업자명 등의 공표에 관한 것

 (5) 표창에 관한 것

 (6) 제안 검토에 관한 것

 (7)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안정하는 사무에 관한 것

(조직)

 제9조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는 구민 등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 가운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조직함

 2) 위원은 6인 이내로 함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 단, 위원이 사임할 경우의 보충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4) 위원은 재임이 가능함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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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3개 국가의 사례들은 지역의 복지 현안을 지역 구성

원의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 내 행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특정 조

직 형태를 형성했다는 유사점을 보인다. 

영국 LSPs의 경우 협의체의 개념이 보다 넓은 지역에서 통용되는 점, 

중앙정부가 기존에 존재하던 협의체 관리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정책적

으로 일원화한 점, 중앙정부 기관의 협의체에 참여하는 점, 주로 국가 정

책을 통해 협의체의 활동이 보장되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시사점은 첫째, 협의체 조직을 통해 주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기제

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LSPs의 경우 협의체의 존재 자체로 

주민들의 의사를 교환하고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계기로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 및 지역현안에 대한 우선순위

 제10조 마을만들기 검토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

로 정함

제3장 지구(地區) 마을만들기 단체 등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의 육성)

 제11조 구민 등은 자주적으로 지역의 마을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를 결성하는 것이 가능함. 이 경우,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는 각 단체 결성을 구청

장에게 통지하는 것이 가능함

 2) 구청장은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지원하고, 육성에 노력해야 함

 3)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통지를 받은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를 공표하는 

것이 가능함

 4) 구청장은 구민 등 지구 마을만들기 단체 간 정보 교환, 연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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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둘째, 협의체를 통해 지역 현안

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정책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거되는 효과가 

발견되었다. 셋째, 협의체 내에서 지방정부의 대표성이 지역현안 해결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의 LSPs 사례에

서는 협의체 내 지방정부의 강력한 권한이 협의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

향을 왜곡하였다. 이처럼 조직된 협의체에서 특정 현안을 논의하는 사례

에서는 지역 구성원(섹터)별 균형이 보다 중요시된다. 넷째, 영국 LSPs 사

례를 통해 협의체 조직 시 기금을 활용한 재정지원 정책과 연계할 경우 

협의체의 지속 가능성 및 활용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글로스

터셔(Gloucestershire) LSPs 사례는 기금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협의체

의 제한적 속성을 드러내면서 재정적 지원 유무에 따른 협의체의 역할 변

화를 보여주었다. 

미국 뉴욕 주의 장기요양자문위원회(Long Term Care Advisory 

Council, LTCAC)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거버넌스 구성에 있어 공공, 민간기관뿐 아니라 실질적 서비스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참여가 증대되어야 한다. 둘째, 거버넌스 지속성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참여 주체 대상 교육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거버넌스 운영 성과 및 한계 등을 보고서 등의 문서화된 형태로 작성하여 

지역 간에 공유하고, 수범 사례는 벤치마킹하도록 하는 기제가 필요하다. 

또한 거버넌스 운영 성과를 지역사회 내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 것도 중

요하다. 이는 참여 주체들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참여의 동기를 고무시키

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6제 장 결 론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제2절  정책 제언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및 함의

  1. 연구의 개요 및 의의

정부-공공 부문 주도의 상의하달(top-down)식 정책 기획-집행 구조

를 전환하여 다양한 변화를 추구하는 기조로서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 관

련 논의와 정책 추진, 지역에서의 움직임이 있어 왔지만, 이를 체계적으

로 확인하고 분석하여 근거 기반의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드물었다. 

복지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개념은 광의‧거시적 의미에

서 복지 혼합, 중범위적 의미에서 주체 간 역할 분담, 협의‧수단적 의미에

서 네트워킹과 같이 다차원적으로 접근될 수 있다. 이는 첫째, 분권화 수

준을 배경으로 한 공공의 책임 범위와 서비스 공급 과정에의 참여 정도, 

둘째, 공급 주체 다원화에 따른 관리 방식(quality control)과 다양한 재

정 유입 경로(funding stream), 셋째, 시민사회 자발적(voluntary) 부문

의 참여 구조와 네트워킹의 문제와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있으며, 복지 부

문의 다양한 제도 운영 방식과도 연동된 쟁점이다. 

복지 부문의 거버넌스를 추동하는 정책은, 4차 사회보장위원회(2013. 

9. 10.) 심의‧의결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 지자체 

복지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 협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와 민관 협력 모델 확산의 두 축으로 구성된다. 현 정부 역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자치분권 기반 확보, 국가 기능 지방 이양, 주민직접

참여제도 활성화와 함께 마을자치 활성화를 포함하는 ‘획기적인 자치분

결 론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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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74번 과제, 행정안전부)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 정책의 지역 기반 추진이 주목되고, 궁극적인 수요자, 

당사자인 주민의 참여가 중시되는, 이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밀접하게 접목되는 접근으로서, 공공 영역의 복지전달체계와 

서비스 이용 체계의 개선, 민과 관의 협력, 민간 및 주민 참여에 대한 인

식 변화를 추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 추진된 이러한 민관 협력, 지역 거버넌스에 

대한 정책이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정부가 시도하는 더 넓은 민

간 참여, 풀뿌리 자치의 확대는 어떤 과정과 경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으

로부터 출발하였다.

연구 과정에서는 사회복지 부문 지역 중심 거버넌스의 특성과 실효성, 

영향력, 파급효과에 주목하여, 실태와 문제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간의 정책 방향과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부의 거버넌

스 강조 정책이 민간의 자원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의구심에 기반하

여 지역 단위 복지 거버넌스 작동의 주요 동인은 무엇인가, 구성 주체에 

따라 참여 목적은 동일한가 혹은 차별적인가, 거버넌스의 순기능이 충분

히 발휘되는가, 사회복지 공급 부문과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

가 등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첫째, 복지영역에서 운영 중인 지역 단위 거버

넌스의 구조와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복지 거버넌스의 특성 분석, 둘째,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읍면동)의 활동 실태와 성과‧영향

을 분석하여 복지 부문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성장을 위한 과제 도출을 연

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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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사회복지 분야 지역 기반 거버넌스

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군구 및 읍면동)의 실태 분석, 둘

째, 지역 민간 부문 중심 네트워크의 실태 분석, 셋째, 지역복지 부문 거

버넌스의 해외 사례 분석, 넷째, 지역 기반 협의구조(네트워크) 활성화 요

인 분석, 다섯째,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등의 내용

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차원의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행 연구 고찰, 해외 

국가 사례의 조사‧분석,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실태조사와 지역별 

FGI 및 현장 방문 인터뷰를 통한 질적 조사 등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

하였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제언과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2. 주요 연구 결과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실태 분석 결과

지역 거버넌스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지역 기반 거버넌스의 핵심 

기제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행정 자료 분석, 담당자 인식 조사 분

석, 심층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행정 자료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17년 

기준 전국 228개의 시군구에 협의체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었으며 대표

협의체 참여 인원은 5380명, 실무협의체 참여 인원은 5619명, 실무분과 

참여 인원은 1만 8513명이었다. 대표협의체의 참여자 구성은 복지사업

기관‧단체의 대표가 전체의 3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관계

공무원이 18.8%, 기타(기업인, 종교인 등)가 14.6%, 공익단체 추천자가 

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말 기준 229개의 협의체 중 상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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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배치된 협의체는 175개, 미배치는 54개였으며, 예산은 151억 

9000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태와 담당자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민간 

간사,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위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기기입식 설문

조사를 통해 총 138건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협의체 구성원 

특성(지향성과 목표 인식, 상호 신뢰감, 참여의 자발성, 소속감)에 대하여 

6.80~7.46점(10점 만점), 협의체 구성의 포괄성에 대해서는 7.16~7.93

점으로 응답하였다.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의 빈도의 충분성 여부

를 묻는 질문에서 5.82~7.16점으로 인식하였으며, 예산 충분성 점수의 

평균은 5.03으로 다른 질문에 비하여 낮은 점수였다. 협의체 성과에 대하

여 ‘지역복지 문제를 함께 논의할 기회가 마련되었다’와 ‘복지사업 추진 

관련 민간 부문과 기관 간의 협력이 향상되었다’는 항목의 평균이 7.17점

으로 성과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공공과 민간의 대등한 파트너

십이 형성되고 있다’는 질문의 평균은 5.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협의체 참여자들은 거버넌스를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기반한 정책(사

업) 추진 체계’(37.0%)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체들의 조직 

네트워크’(30.4%)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거버넌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았다(8.0점). 그 이유로는 ‘다양한 의

견을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56.6%)는 점을 꼽았다.

이와 같은 행정 자료 분석 및 인식 조사를를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실

태 파악을 위하여 11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심층 사례 분

석을 실시하였다. 각 지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간사, 공공 간사, 

대표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동협의체 

위원 등 10인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구되거나 기대되는 기능, 지역사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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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조적 요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성공에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내용의 분석 틀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태 파악 영역과 평

가 요인을 설정하였으며, 평가 요인으로서 책임성, 포괄성, 민주성, 전문

성, 연대(협력)성, 독립성, 관계성, 조직 체계성, 공동체적 가치,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는 개념적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협의체가 활성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지역에서는 사회서비스

를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와 지역사회복지에서 풀뿌리 민주주

의를 실현하는 데 힘이 될 수 있는 희망적 조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협의체 활동은 민관 협력의 서비스 네트

워크가 풀뿌리 민주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복지에 투여되는 공공 재원의 부

족에 관한 논의와 별개로 현장에서는 주민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 자원이 

발굴·개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향후 사회적 경

제, 공동체 만들기 등 구체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건강한 지역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성과

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공공 간사 및 민간 간

사의 의지와 열정,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태도, 협의체에 참여하는 구성

원의 적절성과 자발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성과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크게 사무국 강화, 지역 격차 해소,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세 가지의 향후 과

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사무국 강화는 유능한 간사(특히 민간 간사)의 확

보와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 간사 양성 과정의 필요성을 포함하며, 둘째, 

지역 격차 해소는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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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력의 업무 연

속성 및 독립된 집중담당부서의 확보, 세대 간 인력 재생산과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나. 민간기관 중심 지역 거버넌스 사례 분석 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지역 거버넌스 외에 민간 복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마을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실제 사례를 탐색하고 민

간 지역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 및 활성화를 통해 변화되는 지역사회 모

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민

간 복지 거점으로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이나 지역사회 조직(organizing)

의 활동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 복지기관들과의 거버넌스 구

축 노력과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회복지관(종합사회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중심으로 면접조사와 분석을 실

시하였다.

선정된 면접 대상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인식, 거버넌스

가 다루는 지역  문제, 거버넌스 참여 조직 및 역할, 거버넌스 작동의 긍

정적‧부정적 요인, 거버넌스의 성과, 성과 도출에 영향을 주는 긍정적‧부

정적 요인, 그리고 거버넌스의 현재 과제와 제도화 이후 변화 사항에 대

한 예측 등을 위한 서면 질문지를 개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복지관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은 공공과 민간, 그리고 

지역주민 또는 당사자를 참여의 주체로 보고 지역사회가 지닌 다양한 사

회 문제나 욕구 해결 등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들과 함께 연대, 네트

워크를 통해 협력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노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거버넌스가 다루는 지역사회의 문제는 사회복지관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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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주거

관련, 세대 갈등, 정신건강, 다문화 이슈 등 다양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형성의 영향 요인으로는 거버넌스에 대한 적극적 참여, 참여주

체들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 거버넌스 성과에 대한 시각, 이슈 및 목표 

설정, 기본적 이해 및 필요성 인식, 참여 주체들의 이기적이지 않은 참여, 

공공과의 관계, 조직 대표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승인, 지역사회 자

원 보유,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 거버넌스를 위한 역할, 주민 중심의 거

버넌스 형성이 도출되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거버넌스의 성과는 크게 지역주민의 변화, 지역사회

의 변화로 살펴볼 수 있는데, 지역주민의 변화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적

극적 참여, 태도‧행동‧인식의 변화, 욕구의 충족과 같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로는 지역복지가 증진되고 지역 내 지원 체계가 

형성되어 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거버넌스의 성과들

이 안정적으로 도출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거버넌스가 되기 

위한 체계 마련과 장기간의 실질적 성과를 중요하게 보는 인식, 거버넌스 

참여 주체들 간 명확한 역할의 설정·수행 및 협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 마련,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가 지속될 수 있는 동기부여가 

과제로 제시되었다.

다.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 사례 분석 결과

민관 지역 거버넌스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

역주민의 힘으로 해결해 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그 활동의 사례와 성과가 지역복지 부문에 확산되고 본보기

가 될 거버넌스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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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동 희망의사다리운동, 관악사회복지, 사랑방마을주민협동회, 개금

2동 이웃사랑회를 심층 조사하여 각 사례의 거버넌스 현황을 개괄하고 

거버넌스의 특성과 그 거버넌스에서 다루는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로 성과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여 과제를 도출하

였다.

분석 결과 거버넌스 형성의 과정은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 구체적인 문

제나 이슈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고, 그 

이후 초기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고, 활동을 통해 드러난 새

로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진행되어 왔음

을 확인하였다. 네트워크를 촉진하고 유지하는 인력의 역량, 유연한 운

영, 명확한 역할 분담, 행정기관과의 거버넌스 확장과 같은 요인들이 시

민사회단체 및 지역주민 주도 거버넌스의 활성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분석을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제도화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도력을 갖춘 리더의 지속적인 발굴과 양성, 둘째, 지

역사회의 새로운 문제 발굴과 이를 기반으로 한 활동 전개, 셋째, 거버넌

스를 구성하고 실행할 인력의 확보, 넷째, 시민사회단체나 마을공동체의 

유연성 보호를 전제로 한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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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 제언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가. 협의체 사무국의 강화

사무국의 강화는 실무협의체를 강화시키는 핵심 수단이며, 실무협의체

의 강화는 대표협의체나 읍면동협의체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

조적 중요성을 갖는다. 사례 지역의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면 사무국의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필요불가결한 요건이 될 것이다. 

1) 유능한 간사(특히 민간 간사)의 확보

유능한 민간 간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민간 간사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업무가 민간 간사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감안하면 협의

체의 발전 과정에 따라 간사의 충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사무국 독립성의 강화

아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의 평가는 관 주도성

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진정

한 민관 거버넌스로서의 협의체는 사무국의 독립성 강화로부터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과 사무국의 사무실 공간을 독립시킬 필

요가 있다. 또한 사무국이 해당 자치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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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으로서 공공 간사와 민간 간사의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간사 양성 과정

사례 지역의 경우 경험 있고 유능한 민간 간사의 존재가 협의체 활성화

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 간사가 중도에 그만두거나 간

사가 없는 지역의 경우 지역사회조직,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지식과 활

동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사례 지역 외의 전

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러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국적으

로 협의체의 활성화를 기대하고자 한다면 유능한 간사를 육성하는 양성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나. 지역 격차 해소

읍면동협의체의 활동 결과 지역주민의 참여와 복지 체감도의 증가, 네

트워크 활성화, 민간 자원 발굴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읍면동 간의 경쟁에 의해서 지역 간 격차가 커

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격차가 반드시 경쟁만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읍면동에 따라서 주민들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이 다르고, 자원이 

다르고, 읍면동협의체 구조 자체가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하

여 실무협의체의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고양시와 같은 권역의 

조정, 광주 서구와 같은 확보된 민간 자원의 타 지역 지원 같은 다양한 수

단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가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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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적게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및 정책 기술적인 조정 작업이 필요

하고 이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 지속가능성의 확보 

본 연구의 사례 조사에서 확인된 중요한 개념이 협의체의 지속가능성

이다. 상당수의 지역에서 협의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는 업무의 연속성이고 다른 하나

는 장기적 측면에서 핵심 인력의 세대 간 재생산의 문제이다. 

1) 인력의 업무 연속성 확보-독립된 집중 부서

협의체 구성원으로부터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공공 간사를 포함

한 공무원들의 순환 배치의 문제이다. 업무를 익히고 민간 인력과의 팀워

크가 만들어질 즈음이면 다른 부서로 옮겨간다. 이를 통해 실무협의체 등 

전체적으로 협의체를 추동하는 힘이 약화되거나 모든 관계를 재설정해야 

하는 낭비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현상은 빈도는 낮

지만, 민간 인력에서도 나타난다. 처우가 열악하여 민간 간사가 그만두고 

새로운 간사를 구하지 못해 활동이 침체되는 사례 지역도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민간 인력의 처우 개선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같은 부서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협의체 전담 팀을 활성화시키고 팀 내부

에서의 승진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일반적인 공무원 순환 배치 구

조에서 벗어난 특화된 집중 부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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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인력 재생산-시스템화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민간 사회복지 조직은 신규 인

력이 충원되고 중간 관리자가 이직하는 등 인력의 세대교체 주기가 공공

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사의 사례 지역 중 일

부는 민간 간사 등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인력의 재생산 문제를 우려하

고 있었다. 

10년 이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사회보장과 지역 네트워크를 고민해 

온 인력이 연령상으로, 사회적 지위상으로 계속 현재의 지위를 고수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또 고수할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민간 사회복지 조직

과 사회복지 인력의 세대교체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한가 하는 고민이다. 

나아가 실무협의체나 사무국을 새로운 세대의 인력으로 구성했을 때, 지

역별로 나름대로 성장해온 협의체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서, 핵심 가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발전할 힘이 유지될

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이 때 이른 고민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협

의체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인력의 개인적 특성과 능력

에 의존하는 한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다. 인력의 측면에서 앞서 제시한 

전문 인력의 양성 과정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것과 

함께 간사 등 핵심 인력의 변동으로 인한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실무협의

체와 분과 그리고 읍면동협의체의 내적 외적 관계를 시스템으로 구조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문 연구와 수단의 개발이 협의체의 비전과 목표

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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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 기반 거버넌스와 복지전달체계: 공공서비스 이용 향상의 과제

당초 공공서비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복지전달체계 연구의 두 번째 

테마로서 지역 거버넌스를 연구하고자 한 것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복

지 부문의 행정가, 서비스 기관의 관리자와 서비스 담당 전문직 등의 실

무자 모두가 함께 소통하고, 복지 문제가 논의되고, 실질적인 협력의 형

성과 체계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 근거를 지닌 독특한 위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주도의 조직, 형식적 운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그간의 혹평에 머물지 

않고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의 복지 창출 기반으로서 성

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 〔그림 6-2-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거

버넌스 구조는 복지 부문 전달체계의 주축인 지자체, 유관 서비스기관(공

공 및 민간)의 고유 기능과는 차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 협의체 

활동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가 형성

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촉진할 읍면동 단위 플랫폼의 가능성이 담

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주민 네트워크,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의 발

굴‧개발, 복지 기획 지원, 지역복지정보의 공유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복지 부문 전달체계에서 이러한 민관의 거버넌스가 작동함으로써 복지 

전달체계의 주체 간 의사소통(bottom-up) 촉진과 함께 지역복지 의제가 

창출되며, 공적 자원의 제약이 보완되고, 주민 욕구 중심의 사업이 확대되

는 긍정적 파급을 경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틈새욕구의 

충족, 복지체감도의 변화, 연대감과 공동체성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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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동하는 복지 부문 전달체계의 변화

    

우리의 복지전달체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은 공적 책임

성을 기반으로 지역 전반의 복지 수요공급을 관리하되 법정 급여 관리와 

제도의 집행을 담당하고, 대부분의 민간 기관은 상당수의 위탁을 통한 서

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의 운영은 기존 전달체계가 지닌 법과 행정의 테두리에서 담보하지 못

했던 기능을 보충하거나, 보다 혁신적인 방식으로 견인할 수도 있는 가능

성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복지와는 분리된 영역에서 주민자치의 활성화, 지역재생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는데, 이제는 주민의 삶, 전 생애주기에 위치한 주민

공공 민간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서비스 기관

지
역 
주
민

∙ 사업 기획

∙ 지역 수요공급

  관리

∙ 서비스 제공

∙ 서비스 대상자 직접 지원‧관리

∙ 서비스 의뢰 및 연계

�

서비스 이용

- 의사소통(bottom-up) 촉진

- 지역복지 의제 창출

��

��

- 공적 자원의 제약 보완

- 주민 욕구 중심 사업 

확대

➡

- 틈새욕구 충족

- 복지체감도 변화

- 연대감, 공동체성 

성장

지역 거버넌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사회서비스 공급을 위한 민관 협력 서비스 네트워크 형성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촉진할 읍면동 단위 플랫폼 형성 

∙ 주민 네트워크, 민관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개발

∙ 복지 기획 지원, 지역복지정보의 공유

�

협의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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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상태와 욕구, 결핍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통한 문제의 확인과 대응 

방법의 마련을 고심하는 사회복지적 관점이 결합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

여 그 어느 때보다 정책적 관심이 높다. 

아직은 미미하고 작은 출발이지만, 현장에 밀착된 지역사회를 중심으

로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주민 주도성, 자발성, 수혜성, 민관 협력성을 동

시에 충족시킬 수 있고, 연대감, 공동체 의식, 사회적 자본, 자신 및 이웃 

복지에 대한 관심 같은 가치나 태도들의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은 복

지전달체계에 대한 기여를 넘어서는 소중한 경험이다.

다만, 앞서 제시한 다차원의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투

자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새싹처럼 자라고 있는 이 경험들을 키워 내고 확

산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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