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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다양한 학문분야의 관심 주제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박원순 서울시장

의 당선 이후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한 마을공동체 사업은 각 마을공

동체마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

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와 분권화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가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함축한다. 그러나 참여민주주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는 실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어 실천된

다. 그러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실천과 그로 인한 거버넌스의 위기는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고, 거버넌스를 변화시키는 시민으로부터

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1)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

상으로 실천되는 이유를 탐색하고, 2) 이러한 거버넌스의 위기에도 불구

하고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행위자에 의해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정책 제도나 객관적으로

고정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제도중심적 접근은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이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음

에도 현실에서 비민주적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지배 헤게모니의 통치 양식으로 분석하는 구조중

심적 접근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비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 변화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의 제도중심적, 구조중심적 거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행위자 중심의 거

버넌스 접근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

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재인식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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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가 구성된다고 본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위를 통해 도전받으며, 변화하고 재구성

된다.

본 연구는 성북구의 월곡2동에 위치한 삼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

의 소리마을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거

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마을은 각각 서울시

와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목적의 마을공동체 사

업을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과정부터 사업 종료 이후 시점까

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당시 사업에 참여하

였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해석을 토대로 거버넌스 과정을 하나의 내러

티브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주요한 조사 방법으로 삼는다.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인식에 대한 적극적 해석, 그리고 두 마을 사례에

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해석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고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이 지닌 정치동학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행정주도적·관주도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통이 지속되며 이는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등

의 비민주적 한계를 드러내거나 거버넌스의 위기상황을 촉발시킨다. 이

에 대해 지역 주민은 참여 영역을 확장하고 행정과 평등한 협력 관계로

변화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은 주민자치조직을 중

심으로 한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각 마을공동체의 협력의 전사와 사회적 자본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재

구성 양상이 나타남을 밝힌다.

본 연구는 오늘날 민주주의와 동일시되어 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의의가 있

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밝혀 거

버넌스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또한, 현재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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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주민참여 영역의 실질적으로 확장하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

공하며, 미시적 단위의 마을공동체를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

성을 보인다는 데에서 정치학적 함의를 갖는다.

주요어 :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민주적 거버넌스, 네트워크 거버넌스,

삼태기마을, 소리마을, 사회적 자본,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 서

울시 마을공동체사업

학 번 : 2014-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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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최근 풀뿌리 수준의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

동 및 사업을 둘러싸고 다양한 학문적·정책적 담론이 전개되어 왔다. 특

히, 2011년을 전후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실험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정부 행위자와 시민사회 행위자가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협력적 기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거버넌스

의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김우영 2013; 이재완 2014). 서울시의 마을

공동체사업은 단지 도심 속에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주민주도의 지방자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기반하고

있다. 대의제에 한정되어 있던 주민참여의 실천적 영역을 행정과 일상생

활의 공간까지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등장과 확산을 예고한다1).

워렌(Warren 2009)은 권한이 강화된 참여, 심의의 실천 등 민주주의

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영역으로서 거버넌스에 주목한다. 워렌에 따

르면, 과거에는 계급 간의 투쟁이나 사회 운동을 통한 선거 과정·법적

제도의 개혁을 통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은 거버넌스로의 행

정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적 규범이 강화되고, 이행·제도화된다. 이른바 '

1) 앞으로의 논의에서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 차원의 공식적 제도나 절차에

한정된 것이 아닌 '실천적(practical)', ‘과정적(processual)’ 차원으로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생각하기로 한다. 그릭스 외(Griggs et al. 2014)는 민주주의를 공식적

규칙, 규범, 절차로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협소한 이해는 기존의 통

치 양식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공동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실천적 정신

(practical ethos)로서의 민주주의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본다. 그릭스 외에 따르

면, 민주주의는 의문하고(questioning), 대답하고(responding), 협상하고

(negotiating), 도전하고(challengint) 갈등하는(disruption) 실천적 정신

(performative ethos)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공식적 제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버넌스의 기술과 제도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시민주체의 행위로부터 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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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의한 민주화(governance-driven democratization)'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등장은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이 가진 비민주

성의 한계에 대한 반성과 그에 따른 행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배경으로

한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은 시민을 주요한 거버넌스의 주체로

호명하며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2)가 행정 개혁을 정당화한

다. 이러한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볼 때,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오늘날 시대가 요구하는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천을 자동

적으로 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중요한 사회적·사회적 이슈

가 된 만큼 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과 논의들도 진행되어왔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 중 일부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과

민주적 거버넌스의 이상화된 동일시를 해체할 것을 제안한다(박주형

2013; 권효림 2015). 이러한 비판적 논의들에 따르면, 오늘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그것이 표명하는 대로 통치 구조를 민주화하거나 시민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지 못한다. 오늘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대의민주

제와 거버넌스의 양자 관계에서 정부행위자가 민간 행위자에 대해 더 우

2) 여기서 ‘참여(participation)’는 ‘통치에의 참여’와 구별되는 ‘거버넌스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통치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government)는 전통적인 정치 참여의

개념으로서, 공적인 대표와 공무원의 정치적·정책적 의사 결정에 일방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형태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러한 참여의 유형에는 로비와 정당·이익

집단 활동, 투표 등이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에의 참여(participation in

governance)는 공공 영역에서의 집합 행동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기관과

조직 사이의 상호작용의 의미를 지니며, 전통적인 정부에의 참여의 개념과 달리

상호적인 의사 결정의 의미가 크다(Klausen and Sweeting 2004). 이승종(2006)은

전통적 통치(government)하에서와 거버넌스 하에서의 참여를 다음과 같이 비교

하였다. 통치체제에서 정부는 시민에 대하여 폐쇄적, 권위적이며 시민은 통치의

객체, 서비스의 고객이다. 실질적으로 양자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참여의 기능은 정부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로 특징지어지고, 시민이 참여를 통

하여 행사하는 권력은 정부의 착취권력에 대한 저항권력일 뿐이다. 그러한 의미

에서 통치에서의 참여는 일방적 참여 양태를 띤다. 반면, 거버넌스체제에서 정부

는 시민에 대하여 개방적, 비권위적이며, 시민은 통치의 주체이자 서비스의 공동

생산자이다. 양자간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수평적 관계이며 참여의 기능은 협력과

공동생산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때 시민이 참여를 통하여 행사하는 권력은 정부

와의 공존을 담보하는 권력이며, 생산적 참여의 양상을 띤다(이승종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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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한 법적, 재정적, 정치적 자원을 갖고 거버넌스의 구조를 디자인한 후

정부가 원하는 정책결과를 유도하고 주도한다는 점에서 ‘도구적 거버넌

스’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도 여전히 민주적 거

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주성수 2008; 하승우 2011).

이와 같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이를 위해 형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본 연구는 서울시

의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

서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을 둔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가 민주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규범에 의해 정당화되고

이러한 가치에 따라 점차 체계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는 사업의 초기-완료 단계까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관주도방식의 도시계획 통치행태를 지양

하고, 수평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는 현장의 실천 과정에서 행정 주도형 거버넌스, 주민 참여의 소외, 행

정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등의 비민주적 속성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의 동등한 참여와

권한 행사를 가능케하는 체계로 제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버

넌스의 실천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것인

가? 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제도는 그것이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에 의해 실행될 때 실질적인 민주성을 담보하지 못

하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갈등과 위기는 제도 자체의 비민주적 속

성이나 지배 헤게모니의 전략적 통치의 결과가 아닌, 새로운 거버넌스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에 여전히 남아있는 기존 행정

주도형 거버넌스의 전통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기존 거버넌스의 전통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목적으로 위로부터 제도

화된 거버넌스로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그 비민주적

속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위기는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존속하는 행정 체계와 이에 따라 행위하는 정부 행위자 對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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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주체로 참여하기를 요구받았으나 평등한 참여와 결정 권한을 제

한받는 민간 행위자 간의 대립 구도로 드러난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실천과정에서 드러내는 비민주성이 거버넌스

의 위기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이러한 위기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가?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에서 보다 민주적인 거버넌스로의 변화가 가능한

것인가? 본 연구는 거버넌스를 하나의 고정된 체계나 정책적 과정으로

인식하는 기존의 연구들이 어떻게 비민주적인 거버넌스 전통을 갖고 있

던 거버넌스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재편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

해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기존의 관점들은 거버넌스 제

도 안에서 다양한 반응과 행동 양식을 보이는 행위자의 측면을 간과하

며, 거버넌스 행위자에 의해 거버넌스의 변화가 촉발될 수 있음을 간과

한다. 그러나 거버넌스를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

성되는 결과물로 본다면, 기존의 행정주도형 거버넌스 전통에 대한 비판

적 해석과 이를 참여민주적인 방향으로 재구성하려는 행위자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거버넌스가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 질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등의 민주적 가치를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제 실천과정

에서 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에서 보이는 민주성과 비민주성의 복합적 속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2)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비민주성으로 촉발된 위기 상황

은 어떻게 극복되는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는 어떻게 민

주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실천하는가?

본 연구는 위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실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민주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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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대상과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북구의 월곡2동에 위치한 삼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

의 소리마을에서 추진된 마을공동체사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연구 대상으로 조사 하고자 한다. 두 마을은 각각 서울시와

성북구의 지원을 받아 지역 공동체를 재생하는 목적의 마을공동체 사업

을 약 3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초기 과정부터 사업 종료 이후 시점까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과 당시 사업에 참여하였

던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해석을 통해 거버넌스 과정을 하나의 내러티브

로 재구성함으로써 본 연구의 수행하고자 한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을 본 연구의 대상 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에서 수행된 복지건강공동체사업과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은 사업을 통해 도시 속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지

원한다는 점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사

업은 각각 지역 공동체의 복지·건강 환경 개선과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상

이한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지원체계와 행정 시스템

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두 마을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적 시스템

과 제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때 유사한 패턴의 내러티브를 갖는다.

두 마을은 거버넌스 과정에서 행정에 의한 일방적인 의사결정행사와

제한된 주민참여 등의 문제 때문에 주민과 행정이 갈등·대립 구도를 빚

었으나, 이러한 위기적 상황이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았다. 두

사례 모두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대해 주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주

의주의적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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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한 제도적 체계와 행정 시스템 하에서도 유사한 위기와 회복의 경험

을 겪은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거버넌스 과정의 비교 분석함으로써

행정 제도나 정책 시스템 외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결정적 영향을 미

치는 변수를 밝히고자 한다.

2.2 연구 방법

2.2.1. 해석적 접근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도 해석적 접근(interpretive

approach)을 통해 두 마을의 사례를 분석하고 설명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가 저위 수준의(low-level, micro-level)의 거버넌스 연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김의영(2014)은 거버넌스 개념을 추상의 수준에 따라 크

게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분석한다. 고위 수준의 거버넌스 개념은 국가

와 시장과 차별되는 관리양식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개념에 근거한 연구

는 지역과 영역을 넘어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적 분석틀을 제시한

다. 중위 수준의 거버넌스 개념은 행정·정책, 비교정치, 정치경제 등의

영역이나 동아시아, 유럽 등의 지역에 한정된 분석적 정의에 기초하여

구체화한 것이다. 본 연구가 지향하는 저위 수준의 거버넌스 개념은 일

국 차원의 거버넌스 형태(configuration)가 가진 맥락적(contextual) 정의

에 주목한다. 한 국가 혹은 국가 하위의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 전통을

분석하고자 하는 저위 수준의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가 객관적 실체

로 존재하기보다 거버넌스 행위자들의 삶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구성된다

고 본다는 점에서 행위자 중심적이고, 아래로부터 위로의(bottom-up) 접

근법을 지향한다.

저위 수준의 거버넌스 연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적

용 가능한 일반적 모델이나 인과관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기존의 사회과

학적 연구 방법과 거리를 둔다(Skelcher et al. 2006; Bevir 2013). 이러

한 문제의식에 기반한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가 고정되어 있는 객관

적 실체로 존재한다고 가정하지 않으며, 행위자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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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거버넌스가 구성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지의 양상을 보여주고 이

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둔다(Durose 2009). 저

위 수준의 거버넌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가 구현되고 실

천되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한 해석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

구는 여기서 해석적 접근은 행위자의 의도와 이해를 읽어내는 소극적 차

원의 해석을 넘어, 행위자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내러티브로 엮어내는 ‘적

극적인’ 해석을 요구한다. 행위자의 행위동기와 인식에 대한 적극적 해

석, 그리고 두 마을 사례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두꺼운 묘사

(thick description)’을 통해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과정이 지닌 정치

동학을 재구성하고자 한다(Geertz 1973).

2.2.2. 사례조사 방법

필자는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2달(2-3월) 동

안 두 사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했다. 두 마을을 다룬 신문기사 등의

2차 자료를 분석하는 동시에 사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거

버넌스 관련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를 각 1회씩 진행하였다. 이

후에 약 3달(4-6월)에 걸쳐 인터뷰 조사와 문헌 자료를 통해 사례에 관

련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자료는 당시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

자의 해석과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 자료이기 때문에 인터뷰 방

법은 본 연구의 핵심적 조사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인터뷰 대상자는 당시

두 마을에서 수행되었던 마을공동체 사업의 참여자이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은 연구자가 알고 이는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섭외하기도 하

였으나, 예비 자료조사를 통해 사업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지

는 참여자를 선택적으로 섭외하는 방법을 주로 택하였다. 각 사례마다

약 5-6명의 참여자 인터뷰를 수행해 두 사례 관련 자료 간의 균형을 맞

추려고 하였고, 인터뷰이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 앞선 인터뷰 대상자

에게 다음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참여자의

지위와 사업 관련 주체들 내에서의 평가가 타당한 샘플링의 근거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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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Bonjean and Olsen 1964). 인터뷰는 한 명당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시간을 소요하였고, 사업이 진행된 시간 순서에 따라 마을에 일어

났던 주요 사건과 그에 대한 행위자의 생각을 묻는 반구조화된 방식의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를 가졌다. 그러한 방식은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과 인식,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대면 인터뷰 외에도 추가적인 데이터

가 필요할 경우, 서면인터뷰와 추가 인터뷰를 갖기도 하였다.

[표1-1] 인터뷰 대상자 리스트

구분 인터뷰 대상자 인터뷰 일시 비고

삼태기

마을

지역주민 A 2016년 4월 29일 주민협의체 회원

지역주민 B 2016년 4월 29일 주민협의체 회원

사업단 A 2016년 6월 1일

삼태기마을 사업단(마

을 활동가,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사업단 B 2016년 3월 21일
삼태기마을 사업단(마

을 활동가)

성북구청 공무원 A 2016년 5월 27일
성북구청 삼태기마을

사업 담당자

지원단 A 2016년 5월 5일
건강친화마을사업 지원

단

소리마을

지역주민 C 2016년 5월 23일 주민운영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D 2016년 5월 23일 주민운영위원회 위원

지역주민 E 2016년 5월 12일

주민운영위원회 위원

(마을 활동가로 참여했

으나 위원으로 결합)

지역주민 F 2016년 6월 3일 장학사업 자원봉사자

중간지원조직 2016년 5월 27일
중간지원조직(성북마을

만들기지원센터)

성북구청 공무원 B 2016년 5월 23일
성북구청 소리마을 사

업 담당자

성북구청 공무원 C 2016년 3월 29일
성북구청 마을민주주의

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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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사업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2차 자료를 통한 문헌 조사

를 하였다. 사용된 자료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문건,

사업 계획서, 정부 용역 사업 결과보고서, 정부 내부 문건, 사업 중간에

기록된 활동 자료집 등이 있었고, 삼태기마을의 경우 마을에서 발행하는

마을소식지가 있어 이를 함께 분석하였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2장은 우선 본 연구의 주제인 거

버넌스와 마을만들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다. 이

어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의 경향이 갖는 한계

를 짚어본다. 이론적 논의 부분에서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분석하기

위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법을 제시하고, 그것이 거버넌스 연구

에 유용한 접근법임을 밝힌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이

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연구 가설을 도출한다. 제3장은 삼태기마을과 소

리마을에서 운영된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을 각 사

례마다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하였다. 제4장은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를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두 사례의 종합적인 비교 분석을 통

해 가설의 타당성을 입증한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거버넌스의 실

천 과정에서 기존의 관 주도의 거버넌스 전통이 어떠한 비민주적 속성을

드러내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주민 주체에 의해 민주적으로 재구성되는

두 거버넌스의 양상이 다른 이유는 두 마을공동체가 가진 협력의 전사와

사회적 자본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한다. 제5장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를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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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

제 1 절 주요 개념 정의

본 절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연구의 핵심적 개념인 ‘거

버넌스’와 ‘마을만들기’, 그리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정의하고자 한

다.

2.1.1. 정치학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개념

거버넌스는 연구자와 관련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개별 학

문분야의 특성과 관심분야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이해되며 정의된다. 정

치학계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수용되는 서구 사회과학계와 달

리 한국 사회과학계의 거버넌스 연구는 행정학계의 연구가 대부분을 차

지하고 있다(김의영 2014). 따라서 한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과 담론

은 주로 행정학계의 관점이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학적 관점에

서의 거버넌스 개념은 한국행정학회의 정의를 참고하여 살펴볼 수 있는

데, 행정학은 거버넌스를 '새로운 국가통치행위 및 방식을 의미하는 국

정관리'로 정의하고 이해한다(한국행정학회 2000). 즉, 정부가 사회나 시

장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국정 관리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거버넌스를 접

근한다는 점에서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거버넌스 개념과 접근은 국가 중

심적이다.

한편, 정치학은 거버넌스를 정치 주체들 간의 다원적이고 협력적인 통

치방식으로 본다는 점에서 행정학의 거버넌스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김

석준 외. 2000). 김석준 외(2000)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이 협의와 광의의 수준으로 나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정치학적 관

점에서 협의의 거버넌스는 국가나 시장기제와 별도로 시민사회영역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 조직적인 조정양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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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iman and Vilet 1993). 광의의 거버넌스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과거의 전통적인 국가 중심적 통치 양식을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상호작

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면서 등장한 조정양식을 의미한다(Stoker 1998).

이는 비단 정부·비정부 행위자 간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정부 내부 및 외

부의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는

거버넌스가 정부·비정부 행위자를 포괄하는 다양한 행위자 간 협력적 조

정양식으로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이해한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국민국가 역할의

축소와 정부 공공부문의 감축, 정보화, 민주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

가, 시장, 시민사회 및 세계체제와의 관계를 재편할 필요성이 증대되었

고, 이는 거버넌스 등장의 주요 배경이 된다는 것이다(김석준 외. 2000).

위의 논의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시민사회나 시장에 대한 관리양

식 내지는 통치양식으로 거버넌스를 개념화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한다.

거버넌스를 행정 개혁에 따른 새로운 관리 양식의 차원으로 협소하게 이

해한다면, 민주화와 분권화, 정부-비정부 행위자 간의 권력 구조의 재편

에 따른 거버넌스의 등장이 갖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퇴색되기 때문이

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국가 중심의 위계적인

통치 양식을 지양하고 새로운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조정양식

으로 정의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적 가치와 규범이 실천되는 공

간으로서 거버넌스를 접근하고자 한다.

2.1.2. 마을만들기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마을’이라는 단어는 즉각적으로 지역에 소규모 단위로 존재하는 전통

적인 공동체의 이미지를 환기시켜주지만,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는 마

을만들기 담론에서 마을은 이와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본래

‘마을’이란 전통적으로 한 지역에 모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자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도시에서의 마을은 기존의 물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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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현대 도시에서의 마을을 "경제·문화·복지·

환경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으로서 행정구

역상 최소 단위인 '동'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가지며 주민 간의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다(서울연구

원 2012). 본 연구는 마을의 물리적·비물리적 속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위

의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오늘날 마을공동체에 대한 담론에서 ‘마을’과 ‘만들기’가 결합된 것은

도시에서는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위성이 필요

하다는 것을 함축한다. 이에 권효림(2015)은 도시에서의 마을은 전통적

인 마을 구성원 간의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작위적’으로 만든다는

점에서 ‘조직(결사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마을을 자연스

럽게 형성되는 ‘살이’의 집단으로 해석하기보다 공유된 목적과 필요에 의

해 형성된 ‘자발적 결사체’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이호(2006)는 '마을만들기'란 “지역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살

기 좋은 곳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주도하려는 시도”로 정의한다.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마을

만들기는 일정한 물리적 경계 내에 문화·복지·경제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중심으로 모인 주민 관계망이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

하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다.

앞서 논의했던 거버넌스의 개념과 마을만들기의 개념을 결합한 결과,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하여 구축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국가·시장·시민사회) 간의 협력 체계이자 조정양식

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정책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결과이므로,

실제 마을공동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과 정책과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를 동일선상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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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행 연구 검토

본 절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우

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정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다음,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포함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2.2.1.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선행 연구

2012년 서울시가 마을공동체사업3)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작성된

학술논문과 단행본, 토론문 등 관련 주제에 대한 기존 연구현황을 검토

한 결과, 2015년을 기준으로 ‘마을’을 키워드로 한 연구가 352건, 서울시

와 관련된 연구가 150건, 그 중에서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관련

한 연구가 90건에 달한다(손우정·김수경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양적으로도 많을 뿐 아니라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도시설계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서울시 마

을공동체사업과 이를 통해 파생된 사회적 현상은 여러 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흥미로운 연구 주제임이 틀림없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마을공동체사업이 기

획단계의 목표와 이상과 달리 현실의 정책 수행 단계에서 여러 한계를

드러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그러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비판적

논의들은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미시적인 차원의 제언부터

정책을 통해 드러나는 위계적 통치구조에 대한 거시적 차원의 비판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러한 연구들 중 일부는 거버넌스적 관점과 마을

공동체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지만,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

3)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 신청하고 재정적 자원

을 지원받는 공모형의 마을공동체지원사업과 서울시의 각 국/과에서 마을공동체

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로 나뉜다. 본 연구는 두 사업의 형태가 동일

하게 마을공동체 형성과 회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포괄하여 마을공동

체사업으로 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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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의 민주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먼저, 이주원과 김우성(2013)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 활동

에 참여하여 정책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개별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동의를 통한 동

원방식의 한계를 지닌다는 점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비롯한 마을공

동체사업이 ‘동의적 동원에 의한 주민참여’의 속성을 지님을 비판한다.

그러나 이주원과 김우성은 정책을 주도하는 관과 민의 불균등한 지위의

속성에서 드러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부분적 한계를 지적한다. 이외에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차원의 문제와 마을공동체사업을 연결 지어 비판

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지배

권력 내지는 시장·국가 권력이 마을공동체 담론을 통해 지배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통치 양식의 속성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박주형 2013; 안민

영 2014 ;권효림 2015).

박주형(2013)은 마을만들기가 신자유주의적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가 아닌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정책 기획의 일환이라고

비판한다. ‘마을만들기’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과 담론들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나는 ‘통치기술’이며, 이를 통해 권력은 이른바 ‘공동

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를 수행한다. 이와 유

사한 관점에서 권효림(2015)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마을 안에서

‘정치’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마을이 동원하기에 용이한 자기

규율적 경제적 주체를 양산하는 통치의 공간으로 변질되었다고 분석한

다. 권효림은 일반적으로 공모 형식으로 운영되는 마을공동체만들기 사

업은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얻고 ‘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민주성에 대한 이중효과까지 얻을 수 있”지만, 이러한 민주성은 주민을

동원할 수 있는 담론적 허상에 불과하며, 억압과 경쟁, 배제라는 신자유

주의적 시장 구조는 마을이라는 공간에서 동일하게 재생산된다고 비판한

다.

안민영(2014)은 지배 헤게모니와 대항 헤게모니의 구조로 마을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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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분석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 체제로 인해 발생한 경쟁의 가속화,

불균형 성장, 사회적 양극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붕괴된 시민적 삶을

치유하겠다는 마을만들기 정책에 주민들은 공감하게 되었고, 서울시의

도시정책은 ‘마을가꾸기와 ’공동체 복원‘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안민영

은 마을만들기가 마을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

하고, 실제로 마을만들기는 정부의 지원의 방식을 통해 국가와 지배 헤

게모니의 관리와 감독 하에 시민이 놓이게 되는 구조로 현실화되었다고

비판한다. 시민집단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만들기가 진

행되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헤게모니 구축에 대항할 수 있는 시민의 대

항 헤게모니 구축은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연구들은 마을공동체사

업이 그것이 표면적으로 민주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되었을지라도 현실에

서 사업이 실행되었을 때 드러나는 비민주성 간의 모순과 괴리를 포착하

는 데 중요한 직관을 제공한다. 위의 연구들은 마을공동체사업 내지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지배 권력 및 헤게모니와 통치양식에 포섭되는

시민과 대항 헤게모니라는 이분법적 구조틀로 분석하는데 이들 논의에서

지배 권력은 곧 마을만들기 정책을 추진하고 수행하는 국가 내지는 정부

권력과 거의 동일시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을공동체 정책은 지배권력이

간접적인 통제의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시민을 통치하고자 하여 거시적인

통치 구조의 통치 기획을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들은 거시적인 사회 구조와 제도를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사회구조와 제도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행위자의

역할을 간과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거시적인 통치 구조와 제도 및 정책

은 행위자의 역할을 규정하며 행위자의 능동성과 자발성은 제한하는 것

으로 이해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행정에 의해 위로부터 기획

되고 추진되어 왔기에, 사업 주체들의 행동 양식과 역할을 미리 규정하

고 제한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용하기는 하기는 하다. 그러나 마을공동

체사업을 국가 중심의 위계적인 통치 양식의 재생산으로만 인식할 경우,

실제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주요한 거버넌스 행위자로 시민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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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한 현상을 간과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제도로의 변화를 시도하는

행위자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을 간과할 수 있다.

권효림(2015)은 마을공동체사업에 의한 탈정치화에 맞선 시민의 결사

체적 조직화의 결과로 등장한 마포파티의 사례를 들어 시민행위자의 자

발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권효림은 여전히 국가로 대표되는 지배 헤게모

니와 정부의 통치성에 대항하는 시민의 대항적 헤게모니의 이분법적 구

도를 견지함으로써 시민사회 행위자의 재정치화는 정부 행위자가 배제된

시민사회 영역에서만 나타난다고 본다. 즉,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구조

중심적 선행연구들은 국가 대 시민사회의 대립적 구조에 매몰된 나머지,

국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 영역에서 시민 행위자에 의한 민

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2.2.2.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자체를 분석한 연구들 외에, 서울시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서울시의 마을사업을 비롯하여 마을만

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성과와 한계를 분석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이를 통해 추진되는 마을공동체만들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많지만, 거버넌스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 따라

서 본 절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더불어 다른 광역 지역 단위의 마

을공동체지원사업의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도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거버넌스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행정의 역할을 다룬 연구도 큰 의미에서 거버넌스적 관점에서의 연

구로 이해하고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문석진(2013)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백화점식으로 사업을 나열

하는 공모사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로부터의 아래로의

(top-down) 지원 방식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향후 마을공동체사업이 주

민들이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아래로부터 위로의(bottom-up) 지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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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으며, 공모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

도록 서울시 사업부서간, 시-자치구간 정보공유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해

야 하며, 사업 지원 절차의 간소화, 재정적 지원이 아닌 인적 자원을 우선

하는 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한편, 전대욱 외(2013)는 지

역공동체 주도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19개의 사례를 분석하고 주민주도

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단계별로 필요한 정책지원 전략을 모델링해 제

시한다. 여기에는 이들이 제시한 모델에 따라 마을공동체사업이 추진된다

면 성공적인 마을만들기가 가능할 것을 전제한다. 양재섭과 남선희(2015)

는 서울의 마을단위계획이 주로 서울시의 주도로 추진되어 있어 자치구의

역할이 미흡한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

자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더불어 마을만들기의 제도화 및 모니터링체계

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오완석(2013) 또한 보다 성

공적인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 관계

의 제도화가 형성되어야 하며, 각 자치단체별로 마을만들기사업을 종합 관

리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설립해야 할 필요를 주장한다. 김정희(2015)는

부산시와 서울시의 마을만들기정책을 굿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비교 분석한

다. 두 지역 모두 거버넌스형 마을만들기를 표방하고 외형적으로는 행정기

관, 전문가, 활동가, 주민 간의 수평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그러

나 굿거버넌스의 지표인 참여성, 책임성, 반응성, 제도화를 기준으로 두 마

을만들기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대다수의 마을에서 시에

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공모하는 등 실제적으로는 거버넌스의 주도권을

행정이 쥐고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거버넌스’로 평가된다. 굿거버넌스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결정과 집행이 행정에서 주민으로 내려가는 수직 지원

체계를 지양하고, 주민으로부터 행정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수평적 거버넌

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서

울의 마을공동체사업이 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기존 연구들은 주민 참여와 거버넌스 주체들간의 수

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거버넌스의 본질이 실제 거버넌스 추진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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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되지 않는 괴리감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지닌 한계와 그것의 속성을 경험적 사례

로 묘사(descriptive)하거나 설명하기보다(explanatory), 정책과 사업의 개

선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처방적(prescriptive)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기

존 연구들은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 참여와 평등한 민-관 파트너

십을 정책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실천될 때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하여 나타나는지에 대한 적실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이 제안한 정책 및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에 대한 처

방은 제도 및 행정 시스템의 교정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와 현상 사이에

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행위자의 역할은 간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관련한 기존 연구들의 관심사는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과 제도·정책의 실행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마을만들기에 대한 기존 연구들 중에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

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도 있다. 김영 외(2008)는

중소도시의 마을만들기 성공여부가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의 여부에 달

려있다고 보고, 성공적인 마을만들기를 위한 로컬 거버넌스 체계가 어떠한

특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순천시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을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성, 자율성, 책임성, 네트워크의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추출하고 여러 마을만들기 주체들에게 각 기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성공

적인 마을만들기로 평가되는 사례의 거버넌스 속성을 분석한다. 이와 유사

한 문제의식에서 김영 외(2008)은 마산시 도시재생사업의 거버넌스 체계

를 동일한 거버넌스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최문형 외(2015)는 본

연구의 분석 사례인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사례분석을 통

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 관련 거버넌스 주체들이

어떻게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협력을 이루어내는

지를 분석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간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을 처방하는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경험적 사례로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최문영 외는 본 연구의 대상 사례인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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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분석한다는 점에서 실천 행위

로서의 거버넌스를 현실감 있게 보여준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지

향하는 바는 이른바 ‘성공적인 마을만들기의 모델링’에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실제 사례를 경험적으로 연구함으

로써 구체적인 사례로부터 성공적인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요인들을 추출

하여 일반화된 공식을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성공

적인 거버넌스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한 제도화는 개별 사례의

특수한 맥락을 넘어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해 있

다. 이는 거버넌스를 하나의 고정된 제도나 체계로 봄으로써 거버넌스가

행위자의 참여에 의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변화하는 정치적 현상이라는

점을 간과한다(Bevir 2013).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 중심적인 관점에서 거

버넌스를 접근할 경우, 거버넌스 실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긴장관

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기는 제도 자체의 결함으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민주적 가치를 담보하도록 제도화

되었음에도 현실에서 위기가 나타나는 것은 거버넌스 제도 자체가 가진

비민주성의 결함에 원인이 국한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

스템 자체가 아니라, 제도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세훈 외(2009)는 행위주체와 구조와의 관계에 주목

하는 거시적 차원과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주목하는 미시적 차원으

로 나누어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제도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박세훈 외는

서울 북촌과 광주 북구 문화동의 마을만들기사례를 통해 행위주체는 구

조에 의해 제약을 받기도 하지만, 주체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인 과

정을 통해 참여 거버넌스가 구성·재구성·진화됨을 밝힌다. 두 사례의 거

버넌스 모두 행정의 주도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한국사회의 지역 거버넌스의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의 마을만

들기 거버넌스는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거버넌스의 구조와 제도가 형성되

었고, 참여하는 주체간의 상호작용과 행위 양식도 상당부분 거시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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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이는 행위자의 역할을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참여성, 자율성, 상호의존성을 기준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박세훈 외의 연구는 구체적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안에서

일어나는 제도와 행위 주체 간의 상호작용을 밝힌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특히 거버넌스 주체의 행위를 통해

거버넌스가 재구성되고 진화된다는 관점은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들이 간

과했던 거버넌스 행위자의 역할과 행위자에 의한 거버넌스의 변화를 포

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박세훈 외는 어떠한 요인이 거버

넌스의 재구성과 변화를 촉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 한계

를 갖는다. 더불어, 두 마을만들기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음

에도 행위자 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함으로써 거버넌스 과정이 지닌 정치적 동학을 충분히 담아

내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거버넌

스를 고정된, 혹은 객관화된 체계로 파악한다. 특히, 선행연구들은 거버

넌스를 기존의 제도와 조직으로부터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으로 영

향을 받는 제도로 해석함으로써 거버넌스의 변화를 설명하지 못한다(이

종원 2005). 둘째, 거버넌스를 제도중심적·구조중심적 시각에서 접근함으

로써, 제도를 인식·해석하고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의 역할을 간과한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실천될 때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되는 현상에 대해 제도

내부의 결함으로만 설명한다는 한계를 지니며,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변

화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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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론적 논의

본 절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

존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행위자 중심의 거버

넌스 접근을 제시한다. 또한,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

해 오늘날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진단할 수 있는 기준틀을 제시

하고자 한다.

2.3.1.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선행 연구들은

거버넌스를 하나의 객관적인 체계 혹은 고정화된 제도로 한정하여 봄으

로써 행위자의 역할을 축소하여 보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거버넌스는 고정불변하고 객관적인 실체로 지속하기보다, 거버넌

스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나 집단의 의식적 활동과 행위자의 행동, 그리고

행위자 간의 관계망을 통해 형성된다는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며, 이러한

관점을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actor-centered governance)’로 개

념화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거버넌스는 행위자의 행위에 의하여 능

동적으로 구성되는 경로형성적(path-shaping)의 속성을 지닌다(이종원

2005).

비버와 로즈(Bevir and Rhodes 2003)는 거버넌스가 상호작용적이며,

변화하고, 중첩적이며, 다양한 전통들(traditions)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

는데, 이 전통은 딜레마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으로서 변화하고 수정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버넌스는 전통과 신념에 따라 행위하고, 동시에

딜레마에 반응함으로써 전통과 신념을 수정하는 행위자의 의식적인 행위

에 의해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이는 거버넌스를 객관적이고 고정된 실체

나 시스템으로 분석하려고 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담론과의 거리두기를

의미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서 비버(Bev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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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의 거버넌스 연구는 매우 유용하다. 그에 따르면, 행위자들의 행위

는 그들이 가진 신념(beliefs)과 욕구와 그에 따른 이해관계로 설명해야

한다. 비버는 근대 이후의 사회과학자들이 행위자의 행위를 행위자 외부

에 있는 객관적인 사회적 사실(objective social facts)로 설명하고자 하

는 시도를 비판하며, 개별 행위자들이 동일하게 객관적인 상황을 공유한

다고 해도 개별 행위자에 따라 상이한 신념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지적

한다. 제도를 행위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고정된 형태의 규칙 내지는 과

정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제도가 갖고 있는 우연적 속성(the effects of

contingency)이나 제도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측면을 간과한

다. 제도와 규칙에 따라 행위자의 행위를 예측하고자 하는 이러한 제도

중심적 관점을 거버넌스에 대입하는 연구들은 거버넌스의 목표-당면한

공공의 문제 해결,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폭넓은 관련 주체들의 참여-

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규칙을 체계화할 필요성만을 강조하여 주

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중

상당수는 행정의 적극적인 기술적·진행단계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주

민을 비롯한 거버넌스 관련 주체들의 참여가 증가하고, 거버넌스의 목표

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이석현 2012; 서정철 2013). 이

러한 제도 중심적 관점은 행위자가 준수해야 할 공식적인 규칙과 제도가

체계화된다면 행위자가 그러한 제도적 기준에 맞추어 행위할 것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제한다.

하지만 인간은 일정한 행동 양식과 방향을 규정하는 규칙을 따르는

동시에, 때때로 규칙을 어기거나, 피하기도 하고, 규칙을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재정의하기도 한다. 제도가 실천되는 방향은 제도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에 달려있는 것이며, 그러한 점에서 제도나 규칙은 행위자의 해석에

열려있다(rules are always open to interpretation)(Bevir et al. 2003).

이러한 점에서 비버가 제시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법은 행위

자의 아이디어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는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와 맞닿아있다.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는 제도가 행위자들이

마주치는 문제의 성격이나 선택의 폭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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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제도주의적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하지만, 제도의 의미와 행위자들의

선호를 고정된 것으로 파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나 역사적 제도주의와 다른 입장을 취한다(권형기 2007; Schmidt 2008

).4)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제도의 의미나 행위자들의 선호는 행위자들의

적극적 문제 해석(interpretation)과 행위자 간의 심의 과정(deliberation)

을 통한 반성적 성찰을 통해 제도 변화의 방향을 이끈다(권형기 2007).

그렇다면,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제도와 행위자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는가? 비버 외(Bevir et al. 2003)는 전통

(tradition)과 딜레마(dilemma), 그리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신념에 따른

해석으로 제도와 행위자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여기서 전통은 행위자가

사유하고 행위하는 사회적 맥락이자 사회적 유산(social heritage)을 의미

한다. 전통 혹은 제도의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는 신념이나 전통에 반하

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등장이 나타났을 때에 딜레마가 발생한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해 행위자가 다양한 반응을 보임으로써 전통은 변화한다

(Bevir et al. 2003). 여기서 딜레마나 위기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관찰

가능한 외부적 조건의 변화일 수도 있으나, 그것에 관계없이 관련된 행

위자가 딜레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의 상호주관적(intersubjective)

이해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행위자가 처한 위기 자체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가 위기를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진단하느냐

가 이후의 딜레마에 대한 반응과 제도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다(Blyth

2002). 여기서 기존의 전통은 딜레마에 대해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4) 비버는 신제도주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논의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모든 신제도주의적 입장이 제도의 경직성과 고정성에 초점을 맞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비버는 신제도주의 내에서도 제도를 변화하는 행위자의 역할에 주목하는

새로운 이론적 흐름을 간과하는 한계를 보인다. 신제도주의 중에서도 아이디어

제도주의(ideational approach)는 합리적선택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 문화사

회적 제도주의가 전제하는 ‘제도는 개인에 선행하며 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제한

한다’는 명제를 비판하며, 행위자의 역할에 의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한 점에서 담론적 제도주의(discursive institutionalism)나 관념적 제도주의

(ideational institutioanlism)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분석에 충분한 함의를 제

공할 수 있다. 신제도주의의 새로운 이론적 흐름에 대해서는 Blyth 2002; 권형기

2007 2014; Schmidt 200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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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고정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객관적인 위기 상황의 발생보다 중요한 것은 주어진 제도적 맥락을 이해

하는 행위자의 능력과 제도의 밖에서 제도를 관찰하고 위기 상황으로 해

석하고 행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다(Schmidt 2008). 전통과 딜레마

는 행위자의 행위 방향을 결정짓는 맥락적 조건이기는 하지만, 행위자의

해석과 이해에 기반한 행위는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제도와 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본

연구의 주제인 거버넌스와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관계에 대입하여 정리

해보자.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사유하

고 행동하는 배경적 맥락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거버넌스 주체는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전통의 외부에서 제도를 관

찰하고 적극적으로 해석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과 이에

반하는 새로운 거버넌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충돌하면서 거버넌스의 위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버넌스의 위기에 대한 거

버넌스 행위자의 능동적인 해석과 반응이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전통

은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며 재구성된다.

2.3.2. 거버넌스의 전통과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변화

기존에 있던 거버넌스 전통이 변화하여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

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어떠한 속성을 지

니고 있으며, 그것이 참여민주적 거버넌스과 비교할 때에 어떠한 민주주

의적 한계를 지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5) 본 절은 거버넌스의 전통

5) 거버넌스를 행위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구성되는 실체로 인식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거버넌스의 공통적 속성을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종원(2005)의

논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종원은 거버넌스가 행위주체들의 의식적인 상호작

용의 노력과 실천의 반복을 통하여 구성된 것이어서 일단 어떠한 거버넌스의 형

태가 구성된 이후의 형상은 유동적이지만 제도적 실재론에서처럼 거버넌스는 어

느 정도 실체적인 것으로 인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거버넌스는 기본적으

로 정부, 시장,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적 관리방식을 지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논의를 진행할 때 '개체주의적 분해(disaggregation)'을 극복하고 거버넌스가 개

체속성을 초월하는 전체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방법론적 전체주의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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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참고하되, 한국의 역

사적·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존 거버넌스의 전통과 민주적 거버넌

스의 특징을 구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비버는 거버넌스를 역사적으로 고정불변하여 온 단일체계로 보지 않

고, 역사적으로 변화해온 거버넌스의 발자취를 계보학적으로 분석한다.

비버에 따르면 오늘날 거버넌스의 형태는 두 번의 공공영역 개혁의 결과

로 나타난 것이다(Bevir 2010 2013). 신자유주의적 시장화의 개혁으로 등

장한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방식의 행정 체계 하에서

논의되는 거버넌스는 시민을 소비자·고객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높은 반응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장 중심적 거버넌스는 중앙집

중적인 전통적 관료 국가의 경직적인 공공 관리방식을 극복하고 보다 유

연하고 반응적인 방향으로의 개혁을 이끌었으나, 외주화

(contracting-out)와 전문화·분업화에 따라 다양한 거버넌스 관련 행위자

네트워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Bevir 2010). 더불어, 시민

을 공공 서비스의 소비자나 고객이 아닌 파트너로 인식하고 시민의 협력

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Vigoda 2002).

신자유주의적 공공 개혁이 낳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거버넌스’로의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오늘날 공공 정책이

다루는 경제개발, 복지, 하우징 등의 이슈들이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을 관리하고 실행하는 거버

넌스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공공 영역의 조직 형태가 상호작용적

이고 다층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로 변모한 것이다(Castells 2006). 네트

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화는 이론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시장

영역과 자발적 영역이 정책 관리와 실행에 있어 파트너 혹은 이해당사자

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개념화 되는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공공 영역의

서비스 제공과 복합적인 양태로 나타나는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정당화된다(Bang and Esmark 2009).

네트워크과 파트너십 형태의 거버넌스로 변모하고자 하는 행정 개혁

해할 수 있다고 본다(이종원 2005). 따라서 거버넌스가 형성된 이후에 나타나는

전체론적 속성을 중심으로 거버넌스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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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가의 행정적 역할을 시민사회에 대한 개입과 통제에서 민간 행위자

와의 조정과 협력으로 변경하고, 정책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정부·비정

부 행위자의 통합을 중시하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높은 수준의 공공

참여를 요구한다는 특징을 지닌다(Bevir 2013, 167). 그러한 점에서 네트

워크 거버넌스는 행위자 간의 협력과 협상, 대화, 참여, 합의, 권한부여

(empowerment),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의 민주주의적 가치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오히려 오늘날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실천과 담

론은 민주주의의 이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비판받는다(Bevir 2006,

426: 2013, 168; Bang and Esmark 2009). 왜냐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가 갖는 있는 문제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네

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연구들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천에서

다음의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1. 민주적 책임성(democratic accountability): 정책 실행과 관련한 행

위자들의 책임감이 중첩되어 있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환경은 기존의

전통적 관료제의 수직적인 책무성의 구조가 아닌 수평적인 책무성의

구조를 제공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이 거버넌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Considine 2002). 그러나 한편으로 오

늘날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거버넌스는 모든

행위자가 상호의존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실

행 결과에 대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Bevir 2010,

187).

2.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 거버넌스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감소한 가운데,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개

혁의 방안으로서 시민과의 파트너십 관계 형성을 강조한다(Stoker

1998). 그러나 비버는 파트너십이 위로부터 형성되었느냐, 아래로부터

형성되었느냐에 따라 포괄성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며, 위로부터 형

성된 파트너십 관계 형성은 경제적, 정치적, 행정적 엘리트의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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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비판한다(Bevir 2006, 434: 2010,

112-116).

3. 규제 레짐의 확대(expanding regulatory regime): 거버넌스 네트워

크의 등장으로 인해 공공정책의 영역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중요성이

증대한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정책의 결과를 통제하고 네트워크

의 각 행위자가 일정한 정책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한다(Bevir 2010, 187-189). 이에 따라, 국가는 거버

넌스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적당한 거

리에서(arm’s length) 통제와 조정의 역할을 하는 일종의 규제적 국가

로 변모한다(Jordana and Levi-Faur 2004). 거버넌스로 인한 규제적

국가의 등장과 확대는 시민자치의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정적 함의를

제공한다.

4. 정책 학습과 벤치마킹(policy learning and benchmarking): 네트워

크 거버넌스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불확실성을 줄이

기 위해 과거에 성공하였던 경험과 일정한 패턴을 모방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버는 하나의 성공적인 경험을 정책 모델화해 다른 사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벤치마킹 전략이 정책 과정을 일종의 사회적 공학

(social engineering)의 관점으로 보는 입장에 가까우며, 민주적 가치

를 위로부터(top-down) 제도화하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

한다(Bevir 2010, 191-193).

비버(Bevir 2006: 2010: 2013)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분석을 통

해 비버는 거버넌스가 대화, 참여, 합의, 권한강화(empowerment), 사회

적 통합 등의 민주주의적 이상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효과적

이고 효율적인 정부 중심의 관리양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오늘

날 이상적인 거버넌스로 정당화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주체

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기보다, 정부·행정에

의한 위로부터 아래로의(top-down) 통치와 관리 양식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날 거버넌스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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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다뤄지는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또한 네트워크 거버

넌스의 규범적 표현에 불과하며,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민주적 제도와 과

정을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의 실천과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고

지적받기도 한다(Bang and Esmark 2009, 9).

이상의 거버넌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관련하여 한국의 거버넌스 논

의는 어디에 위치 지을 수 있는가? 한국에서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논

의되고 거버넌스적 통치 양식이 도입된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

째 요인은 1980년대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성과

시민단체의 활성화에 따른 한국 사회의 참여민주주적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요구이다. 특히,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난 시민단체의 성장은 관료제

정부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에 근거한 국정

운영의 필요성 요구가 증대되었다(김태영 2002). 6.29 민주화 선언 이후

권위주의·위계적 관료제 방식을 탈피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국민적 요

구가 거버넌스의 발동기제로서 작용한다. 이는 비버가 분석한 정부와 비

정부 행위자 간의 네트워크·파트너십 거버넌스로의 개혁에 해당한다. 두

번째 요인은 1997년 국가경제위기 이후 활발해진 시장주의 및 신관리주

의(New Managerialism)에 따른 국정운영개혁에 대한 요구이다. 민주화

선언 이후에도 여전히 만연한 관료제적 국정운영의 병폐와 비효율성의

문제에 대해 시장주의적 방식의 대대적 정부개혁을 통해 해결점을 모색

하게 되었다(장지호·홍정화 2010).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 논의는 경제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와 급격한

민주화 등의 정치적·경제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국정운영형태의 새로

운 방식으로 이해해왔다.6)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는 거버넌스 논의를 촉

6) 한국 역대 정부의 국정운영개혁의 기조와 거버넌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사회

의 거버넌스 논의가 갖는 특수성을 확인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행정쇄신을 중점

적인 국정운영의 목표로 삼고,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같은 제도적 정비를 통해 중앙

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전환하고자 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정치 영

역에 시민참여를 활성화시켜 민관협력활성화, 정부 혁신 등의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자 하였다(류지성·김영재 2010).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과 참여를 지속적인 정책

기조로 천명하여 참여주의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확장한다(이승종 2006). 이러

한 행정개혁의 시도는 민주화 이후 참여민주주의 지향적인 거버넌스 논의에 해당한

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가장 주요한 국정 목표로 여기고 신공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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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시킨 역사적 맥락에 따라 시장주의적 조정 양식과 권위주의를 탈피한

네트워크·파트너십 형태의 조정 양식으로의 변화하는 두 흐름이 병존한

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진화적 관계로 보는 비버

의 거버넌스 논의가 한국의 맥락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7) 그럼

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에서 거버넌스 실천 양상을 들여다보면 민주

적 책임성, 사회적 포괄성, 규제 장치의 강화, 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위

로부터의 제도화의 한계들이 드러난다. 주성수(2008)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통해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 행위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거버넌스

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한 도구적 거버넌스의

태도를 견지한다고 비판한다. 오늘날 한국의 거버넌스는 정부에 의한 효

과적인 관리 및 통치 양식으로 실천되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적 거버넌

스의 실천과 상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한국의

거버넌스 논의에 적실하다.

비버를 비롯한 참여민주주의 지향적인 거버넌스 이론가들은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한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보다 다원주의적이

고 참여지향적인 민주주의의 방향으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김

의영 2014). 왜냐하면, 오늘날 네트워크의 형태로 다양한 행위자를 포괄

하고 참여시킴으로써 정당화되는 거버넌스는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위로부터 아래로 제도화된 결과이기

때문이다(Bevir 2006). 보다 구체적으로 논지를 전개하기 위하여 비버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를 [표 2-1]을 통해 대별한다.

(NPM)를 중심으로 한 행정개혁에 관심을 기울인다.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

부는 정부와 시장공조를 바탕으로 한 신공공관리에 기초한 행정개혁을 시도했다고

평가받는다(윤광재 2009). 두 정부의 행정개혁은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논의에 해당

한다.

7) 임성학(2006)은 거버넌스체제로의 전환 경로는 각국의 정치경제 제도의 역사성,

의식구조와 행태, 경제 발전 정도 등의 차이가 반영되어 다양한 양태로 나타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시장중심적인 정치경제제도를 지닌 서양과 국가중심적인 정치경제

제도를 지닌 동양의 거버넌스 전환 형태는 서로 다르다. 한국의 거버넌스는 위계적·

수직적 국가중심체제가 거버넌스체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비버와 로즈

(Bevir 2006: 2010: 2013 Bevir and Roades 2003)가 주로 논의한 영국의 거버넌스는

시장중심체제를 지닌 앵글로색슨의 전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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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8)

(시스템 거버넌스)
참여민주적 거버넌스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등하게 대표와 법적으로

규정된 자유·주권의 보장

참여를 통한

자기주권(self-governing)

원칙의 실현

참여의 범위
조직화된 이해당사자

그룹에 제한
다양한 민주적 결사체 참여

거버넌스의

목적

효율적·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

정책 제공자·수혜자 모두의

민주적 실천 확장

의사소통의

방식

상의와 피드백

(consultation and feedback)

대화와 심의

(dialogue and deliberation)

의사소통의

방향

합의 지향적 의사소통

(consensus-oriented

agreement)

의사결정과정 자체를 중시

[표 2-1]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참여민주적 거버넌스

출처: Bevir 2006 필자가 내용 재구성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민주주의가 인민의 자유와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

등하게 대표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는 한편,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는 참여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자기주권을 실현하는 차원의 다

원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목적의 차이는 민주주의를 민주

주의적 원칙의 법적 보장차원에서 접근하느냐 혹은 실천적 차원에서 접근

하느냐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국가가 거버넌스에 참

여할 그룹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데, 국가는 조직화된 이해당사자 그룹을

선호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행위자의 폭이 넓지 않다. 그

러나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는 국가 외에 다양한 민주적 결사체를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시킨다.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일차적 목적은 공공 서비스를 효

과적인 제공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효율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8) 비버는 2006년의 연구에서 오늘날의 거버넌스를 시스템 거버넌스(system

governance)로 개념화하고 이를 민주적 거버넌스와 비교한다. 그러나 시스템 거

버넌스의 속성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두 용어를 네

트워크 거버넌스로 통일하여 쓰기로 한다. 참조: Bevi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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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는 정책 제공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참여'의 민주적 실천을 확장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러한 거버넌스 목적의 차이는 의사소통의 방식과 방향에도 차이를 낳는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어떠한 정책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피드백을 수용하는 행위로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합의지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을 택한다. 반면,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는 이슈에 대해 정보

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개인·집단 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집단적 행위

를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화와 심의의 의사소

통 방식을 중요시 한다.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비민주성에 대한 대안적 거버넌스로서

제시된 민주적 거버넌스는 시민의 참여를 핵심적 원칙으로 삼는다.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2003: Fung 2009)는 행정의 공공 관리 기술과

시장 경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참여 거버넌스

(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모델을 제시한다. 참여 거버넌스

는 시민사회의 행위자가 의사결정과 공공 행정 과정에 참여하여 역할을

담당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제도화된 형태이다. 참여 거버넌스는 크게 세

가지의 참여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천한다. 첫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

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실천 지향적이고(practical oriented), 둘째, 해당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들(ordinary people)이 참여한다는 점

에서 아래로부터 위로의 참여 형태에 해당한다(bottom-up participation).

시민들은 전문가나 공공 영역의 행위자보다 다양한 지역적 지식과 경험

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의 질을 높인다. 셋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심의적 의사결정 과정을 발전시킨다(Fung and Wright 2003). 비버와

펑, 라이트가 분석한 참여민주적 거버넌스 개념은 본 연구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분석할 때 일종의 준거틀로 활용될 것이다.

비버나 펑·라이트가 제시한 참여 민주주의적 거버넌스 모델은 개인

행위자의 주체성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개별 행위자가 모인 집합체·공

동체 단위의 거버넌스 행위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한다. 본 연구의 대상

인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개별 행위자의 참여와 능동성을 중요하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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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하는 동시에, 개인 행위자를 초월하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마을공동

체를 주요한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는 개인 행위자가 참여를 통해 자기 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집합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한 지역적

경계 내에서 개인들이 유사한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처해 있거나 집합적

인 사건을 경험했을 경우,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공유하는 집단적인 공동

체의 관습과 규칙이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방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개별적인 시

민 행위자를 분석 대상으로 두지 않고, 마을공동체의 집합체를 기본적인

행위자 단위로 설정하고자 한다.

여기서 참여민주적 거버넌스에서 마을공동체 참여의 핵심적 기반으로

서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된 근린 결사체(neighborhood associations)와 주

민자치조직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2003)는 참여 거버넌스 모델의 아이디어를 얻은 시카고의 공교

육과 공립학교 체계를 바꾸어놓은 로컬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

이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는 양상이 개인 행위자 단위라기보다 주민들

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된 형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음을 보여준다. 근린

결사체는 조직 구성원이 제한적인 지역의 경계 내에 연고를 두는 지역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모임으로 개념화된다(Pekkanen 2006, 87). 페카넨 외(Pekkanen et al.

2014, 8)는 근린 결사체가 민주적 거버넌스와 주민 참여 향상에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첫째, 지역 커뮤니티에 사회적 서비스를 직접

적으로 제공하고, 둘째, 지방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형태의

정치적 참여 활동을 벌이고, 셋째, 다른 지역 커뮤니티 그룹 혹은 이해당

사자와 함께 보다 넓은 지역을 단위로 한 로컬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넷

째,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지속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린 결사체는 지

역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참여하는 최소

한의 정치 활동의 단위로서 거버넌스가 참여 민주주의적인 방향으로 구

성되기에 필요한 핵심적 행위자 단위이다. 더불어, 주민자치조직을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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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마을공동체가 주민 구성원들의 집합적 경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

적 전통을 형성한다면, 이러한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마을공동체마다 다

양한 거버넌스의 실천 양상을 보일 것이다.

2.3.3. 연구 가설

지금까지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 보면,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

법은 고정된 제도나 체계로 거버넌스를 분석한 기존의 협소한 거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능동적인 행위자의 실천에 의해 구성되고 변화하는 거버

넌스 현상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행위자 중심의 접

근법은 왜 민주적 규범을 공식적 제도로 구현한 거버넌스가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에서 비민주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 또한,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마

을공동체 단위의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재해석을 통해 어떻게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며 변화하는가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비버를 비롯한 기존의 거버넌스 이론을 빌려 네트워크 거버넌스

로 개념화되는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민주주의에 어떠한 부정적 함의를

갖고 있는지 짚어보았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 간의 협력

적 파트너십 관계로 정당화되지만, 민주적 책임성과 사회적 포괄성의 한

계, 규제 레짐의 강화, 위로부터의 제도화를 통한 벤치마킹 등이 문제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천과의 괴리를 낳는다. 이러한 한계는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 특히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성과 거버넌스

실천의 민주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한다.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민주적 결사체를 비롯한 시민의 직접적 참여와 대화와 심의의 실천 등

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참여민

주성이 강화된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기존 거버넌스 전통의 비민주적 한계

를 인식하고 시민의 참여와 민주성을 강화하려는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동에서 비롯된다.



- 34 -

본 연구는 이상의 거버넌스 전통과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서울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사례에 적용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마을만

들기 거버넌스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현상을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

점에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가설을 세운다.

1.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

의적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거버넌스로 정당화되지만, 정부 중심의

통치양식으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한계를 드러낸다.

2.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실천 과정에서 기존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의 전통은 민주성과 비민주성의 양상이 혼재하는 다양한 위기 상황

을 초래한다.

3. 지역의 근린 결사체와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주민 주체는 거버

넌스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며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를 아래로부터 재

구성한다.

4. 지역 주민에 의해 민주적 방향으로 재구성된 거버넌스 양상은 지

역 공동체가 갖는 지역적 전통과 이에 따른 행위자의 반응에 따라 마

을공동체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위와 같은 연구 가설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는 서울시 마을만들기 거

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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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사례분석

본 장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형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 제도가 현실에서 실천되었을 때 민주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한계를 지

니고, 이러한 한계가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경험적 사례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본래 더 많은 주체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분권화 등으로 정당화

된 거버넌스가 위로부터 아래로 제도화되어 실천되는 과정에서 민주성과

비민주성이 혼재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속

성은 딜레마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나 본 절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두 마

을 커뮤니티의 주체들은 위기에 대한 행위자의 능동적인 해석과 공동체

차원의 집합 행동을 통해 소위 거버넌스의 위기에 대해 반응하며 거버넌

스를 아래로부터 재구성하고자 시도한다.

본 절은 먼저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어떠한 의미에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로 볼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마을만들기를 위해 형

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어떠한 민주적 원칙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한 다음에 본 연구의 대상인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마을만들

기거버넌스 과정을 사업 진행과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이를 하

나의 내러티브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거버넌스 진행 과정에 대한 사례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첫째, 참여민주적인 거버넌스 패러다임으로의 전

환으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실제 마을 단위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민주적·비민주적 속성이 혼재되어 드러났는지를 살펴

볼 수 있으며, 둘째, 이로 인해 나타난 거버넌스의 위기 상황이 근린 결

사체를 통한 주민행위자의 자발성으로 어떻게 극복되어 민주적 거버넌스

로의 변화를 가능케 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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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서울시 마을만들기거버넌스 분석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혹은 마을공동체정책은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2011년 서울시장 당선 직후 마을

공동체 복원사업이 시정 의제로 본격적으로 다뤄지면서 추진되었다9). 마

을공동체가 서울시정의 주요 정책 기조 중의 하나가 된 데에는 다음의

시대적 배경이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인해 사회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경쟁심과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도시적 삶으로 인해 다

양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었다. 한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지

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이 활발해졌으며, 주민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에

게의 권한 이양의 필요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과

거의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개발로부터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

적·문화적 기반 조성으로 변화하였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4: 10-12).

서울시는 본격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제도화하기 이전에, 자치구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지역 활동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로

구성된 민간 주체를 모아 ‘마을공동체 풀뿌리 활동가 TFT’를 구성하고

정책화를 시도하였다. 2012년 3월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할 부서로 ‘서울

시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신설되고 각 지역의 풀뿌리 활동가가 주축이 된

마을네트워크(마을넷)을 조직하였다. 마을넷은 서울시의 모든 자치구에

구성되었으며, 관의 민간 파트너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정책화의

기초 작업에 큰 기여를 하였다.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의 정책화는 2012

년 3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

고 이에 근거해 마을공동체위원회(당연직 7명, 위촉직 13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면서 보다 본격화되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마을공동체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주민, 전

문가, 공무원, 시의원으로 구성되었다. 조례 제정에 이어 2012년 5월에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사업’이 발표되고, 2012년 8월에는 마을공동체사

9) 권혁철·윤영미. 2011. "박원순 ‘제2 성미산’ 15곳 만든다." 『한겨레』(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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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지원하는 목적에서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개소하고, 2012년 8월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이 발표되었다(서울시 2014a; 손우정·김수경 2015).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만들기 정책의 3

대 목표는 1) 관계성 회복과 마을사람 육성, 2) 마을살이를 통한 지속가

능한 삶의 방식 회복, 3) 마을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

축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서

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마을의 공동체 사업을 이끌어갈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청년·여성·은퇴 시니어 마을활동가의 역량을 활용해 마을공동

체 활동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작은 공동체 활동과 주민 주도의 커뮤

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문화를 확산시킨다. ‘이웃돌봄 활성화’나 공

보육활동 활성화가 그 예이다. 주민들은 일상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

-육아, 경제, 생태, 에너지절감 등-을 선정하여 마을의 필요에 맞게 마을

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서울시의 전략은 향후에 ‘마을공동

체만들기 공모사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된다. 더불어, 협동조합 원리

에 의해 운영되는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마을살이를 위

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새로운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서

울시는 “주민주도의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계획하며, “마을공동

체 형성에 필요한 기초토대 구축을 지원하는 등 주민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력한다는 계획”을 지닌다고 명시한다.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대원칙”임을 밝힌다. 또한, 서울시

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마을지향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킬 것을 주요 전략

과제로 삼는다. 부서 간 통합행정과 통합예산 편성을 통해 마을에 맞는

예산집행체계를 정착시키고 마을단위로 행정의 종합적 지원이 가능하도

록 한다. 또한, 마을공동체에 맞는 성과평가제도와 순환근무제 개선을 추

진하여 마을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도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 (서울연구원 2012).

거버넌스를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자가 새로운 상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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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과 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조정양식’으로 개념화한다면, 서울시 마을공동

체사업은 크게 두 가지의 측면에서 거버넌스적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 및 정책은 비정부 행위자와 민간 주체들

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

도권을 지닌 주체로 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을공

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는 마을공동체사업이 핵심적으로 지향

하는 목표와 실천 방향을 명시한다. 먼저,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

할 것’(제1조)을 명시한다. 여기서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

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일컬으며, ‘마

을공동체’는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주민들이 상호 대등

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규정된다(제2조)10). 일정한 경계를 가진 생활공간과 정치적 공

간에 대해 직접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행위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마을공동체사업의 지향점은 민주주의의 이상에 맞닿

아있다.

서울시 민선 5기의 대표적인 시정방향으로 꼽히는 것은 시민(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정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버넌스 지향형’

으로의 혁신정책의 실시이다(유창복 2015). ‘거버넌스 지향형’ 정책 및 사

업에는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사업

에서는 정책의 결정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의 권한을 행사한다. 행정 공무원이나 정부 행위자가 행정

시스템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책의 방향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존의 국가 중심적 통치 양식과는 다른 프로세스를 요구하는 것이 마을

공동체 정책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및 사업

은 거버넌스 지향적이며, 동시에 기존의 행정시스템의 혁신을 예고한다.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청사진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10)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5516

호. 2013년 8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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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복원과 시민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으로 시민

이 주인인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여 왔습니

다. -서울시장 박원순11)

마을공동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결집과 확산, 시민력

의 성장은 우리의 마을 사업과 공동체 조성에 주요 목표입니다.

(…) ‘주민과 지역의 입장’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새로운 시민이

등장하도록 마을에 씨앗을 뿌리고, 마을에서 성장한 시민들이 다

음 활동과 역할을 그려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

다. 이제 막 꽃 피우기 시작한 ‘시민 중심, 주민주도의 정신’을

놓지 않도록 행정과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들과 소통하며 함

께 나아가겠습니다.-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장 최순

옥12)

행정적 편의와 효율, 외형적 성장과 이윤을 위해 사람을 도외

시하던 시정은 사라지고, 따뜻하고 실용적 행정으로 시민을 편안

하게 하는 시정의 시대가 옵니다. (…) 서울시는 '사람'에 투자하

겠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공동체, '지역'과 '마을'에

투자하겠습니다. (…) '혁신'과 '협치'는 새로운 서울, 새로운 시

대를 이끌 두 개의 날개가 될 것입니다. 민선6기 서울시는 기본

과 원칙을 무기로 중단 없이 혁신하며 전진할 것입니다. 이 사회

와 자신의 삶을 각자 개선하고 함께 혁신할 때 희망은 다시 우

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13)

박원순 서울시정의 주요 캐치프레이즈는 '시민이 시장이다.'이며, 마을

11) 서울시. 2013b.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서울

특별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과, 발간사.

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검색일: 2016년 5월

20일)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intro/greet.asp

13)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 6기 취임사" 중 발췌 (20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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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는 '시민중심, 주민주도의 정신'이 꽃피울 수 있는 핵심적인 공간

이다. 서울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행정적 편의와 효율, 외형적 성장'

을 중시하던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통에서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체제로의 혁신을 이룰 것임을 약속한다.

둘째, 마을공동체사업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참여주체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필요로 한다. 행정기관으로는 서울시의 마을담당관실·사업 이슈

에 따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주관부처, 그리고 각 자치구의 마을사업

관련 마을과(팀)이 있다. 민관거버넌스 조직인 서울시마을공동체위원회

가 있으며,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각 자치구의 중간지원센터(2016

년 현재 종로, 서대문, 은평, 성북, 도봉, 금천, 강동, 노원 총 8개 자치구

에서 지원센터 운영), 자치구생태지원단, 마을공동체회계지원단 등의 중

간지원조직이 거버넌스 주체로 관련되어 있다. 또한, 지역 주민의 마을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활동가 및 마을코디네이터가 있으며 지역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협력한다(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3). 이

렇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의 계획과

수립, 실행을 위해 협력 관계를 맺는다. [그림 3-1]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과 관련된 주체들의 협력 관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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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울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조

출처: 유창복 2013a: 195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 간의 협력관계에 대한 지향성은 민선6기를 맞

은 박원순 시장의 취임사에도 드러난다.

이제 박원순 시정2기 새로운 서울의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시

민 여러분은 이 식탁에 고정손님으로 늘 초대되어 있습니다. 또

한 이 식탁에는 우리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이고, 시민사회,

재계와 노동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누구나 참여자입니다. 모두

가 둥근 식탁에 마주앉아, 함께 문제를 논의하고, 함께 해결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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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갈 것입니다. -서울시장 박원순14)

이렇게 박원순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현재까지 마을공동체사업을 포

함한 서울시정은 정부 행위자(행정)과 비정부 행위자(시민, 시민사회, 기

업 등)이 '둥근 식탁에 마주앉아' 수평적이고 긴밀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은 마을이라는 구체적 공간을 기

반으로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할 것을 목표로 한다. 박원순 서울시

장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통해 시민이 거버넌스의 중심이 되는 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마을공동체사업은 공히 '시민중심,

시민주도의' 민주주의적 정신과 가치가 제도화된 민주적 거버넌스로 규

정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정부·비정부 행위자를 포괄하는 다

양한 이해당사자가 거버넌스의 주체로 참여하여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한 점에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

그리고 탈계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 등의 민주주의적 가치로 정당화되며

그러한 가치가 실제 마을공동체에서 실천될 것임을 약속한다.

그렇다면, 2012년부터 서울시가 꾸준히 추진하여 온 마을공동체 사업

과 정책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가?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7만 여명의 주민이 참여하고 2,700여 주민모임이 형성되는 가시적 성과

를 낳았고, 마을주민 스스로가 마을 공동체사업의 주체로서 등장하였다

고 평가한다. 또한, 마을공동체 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자치구 단위의 중간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인프라 구축 등

의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평가하였다(서울시 2014b, 242). 2014년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2014년 사이에 총 2,100

개의 주민 공모사업이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주민모임단체 선정의 비율이 76.8%로 기존 시민사회단체의 사업 선정

비율(23.2%)보다 높았다. 이를 통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통

해 신규 주민모임의 형성과 참여가 대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4) 박원순, "서울시장 민선 6기 취임사" 중 발췌 (2014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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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선정 이후 해당 사업의 지속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행정의 지원이 종료한 이후에도 ‘해당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대답이 응답자의 전체의 65.4%였다. 사업의 지속방법은 ‘타 공모

사업 선정’(13.2%)나 추가적인 ‘서울시 공모사업선정(31.6%)’보다 ‘자체진

행(44.9%)’의 비율이 높아 주민모임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증대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4, 24-25) 손우정

과 김수경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활동 주체가 등장하고

성장하였으며, 다양한 마을활동의 내실화를 통한 마을활동의 체계화, 협

력적 민관 거버넌스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 특히, 마을지원사

업을 통해 주민과 행정의 관계가 재설정되고 그에 따른 협력 구조를 마

련한 것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주요 성과 중 하나이다(손우정·김

수경 2015).

그러나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만 있

는 것은 아니다. 2012년 마을공동체 사업 기본계획에 제시된 목표를 기

초로 마을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마을활동가, 마을사업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공동체문화 육성'과 '이웃 돌봄 활성화','여성의

활동과 역량 강화' 부분이 높게 평가된 반면, 민관협력 부문에 대해 전

반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도 '마을사업의 실질적 주민자치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는 응답이 많았다(손우정·김수경 2015, 58-59). 즉, 서울시가 추진해 온

마을공동체 사업과 정책이 실제 마을공동체 현장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서울시가 활발한 주민참여와 민관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로 정당화해 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이상과 실천 양

상 사이의 격차에서 드러난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실제 거버넌스 실천 사례의 분

석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경험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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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삼태기마을 복지건강공동체사업 사례

3.2.1. 사업 개괄

삼태기마을의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

환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본래 사

업은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 2차년도에 ‘복지

건강공동체 사업’으로 사업명과 주관부처,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 사업

의 대상은 성북구 월곡2동의 1통과 2통(23~25번지 일원)에 거주하는 총

879세대, 총 1,776명의 지역 주민이다. 복지건강공동체사업은 소득수준이

취약한 주민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별 주민의 건강수준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불평등 현상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해결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사업 대상 지역인 삼태기마을은 인근 재건축 대

상지역에서 제외된 주택지역으로 노후한 주택이 다수 모여 있는 저층주

거지 지역이다(40년 이상 된 주택이 42.2%). 지역 거주민 중 기초수급자

가 전체 주민의 3.2%로 성북구 평균(1.9%)과 월곡동 평균(2%)보다 높

고, 65세 이상 노년 인구는 전체의 15.8%로 서울시 평균(9.8%)과 성북구

평균(11.07%)보다 높다(성북구보건소·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 2013). 삼태

기마을에 거주하는 주민 중 높은 비율이 복지·건강 공공 서비스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었으며, 따라서 복지·건강은 지역 공동체의 주요 화두였다.

이에 서울시는 마을을 중심으로 복지·건강 서비스를 생산·공급·이용하

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보건복지 역량을 강화하고자 복지건강공

동체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였다.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의 구체적인 목

적은 첫째, 취약계층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이로운 환경을 조

성할 것, 둘째,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보건복지 서비스 자원을 자생적으로

공급하도록 할 것, 셋째, 협의체 등 주민의사결정기구를 세워 주민 상호

간 의사소통을 높일 것, 넷째,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주민교육을 통해 자

생력 강한 마을공동협력체를 구축할 것에 있다(노수현 2014).

삼태기마을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은 [표3-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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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삼태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주요 진행 과정

기간(일시) 추진 내용

2012년 3월 서울시 건강친화마을 조성 시범사업 공모

2012년 3월 19일 삼태기 주민협의체 설립

2012년 5월 4일 서울시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선정

2012년 5월~12월 '2012년도 건강친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

2013년도 1월

서울시 소관부서 복지정책과로 변경 (종전 건강증진과)

이에 따라 복지건강공동체사업으로 사업명·사업내용 변

경

2013년도1월

~2014년도 12월
복지건강공동체사업 (2차·3차년도 세부사업) 추진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을 위해 형성된 삼태기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구조는 [그림 3-2]과 같다. 각 거버넌스 주체들은 사업에서 일정한 역할

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시범사업을 초기 단계부터 기획하고 전반적인

사업 체계를 설정한 서울시의 복지건강실(건강증진과->복지정책과)는

사업지침을 시행하고 예산교부·관리를 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과 성과평가를 맡는다. 자치구인 성북구의 복지정책과와 건강정책과는

사업실행계획을 검토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의료 및 지역복지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

하는 역할을 맡는다. 더불어,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기획과 개발, 그리고 주민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본 사업

이 복지·건강 서비스 제공 및 환경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북보

건소(이하 보건소)와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는 주

민들에게 건강·복지 관련 교육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성북구 보건소는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사업이 실시될 당시 건

강마을 관련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주도하였고, ‘복지건강공동체 사업’

으로 사업이 변경된 이후에는 사회복지관이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결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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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삼태기마을 복지건강공동체사업 거버넌스 구조

삼태기마을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 조직인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는 행정과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사업

을 실행하는 주체로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핵심적 역할을 맡는다. 시

민사회단체인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가 건강마을지원단으로 사

업 초기에 결합하게 되는데, 이들은 보건소 주도의 사업 진행 구도를 주

민협의체 주도로 바꾸기 위해 사업 방향과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

유하고자 하였다. 지원단은 협의체가 참여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구성원을 교육하고, 사업계획서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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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수 있도록 주민의 독려하였다. 성북구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성북구

내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학교’ 등의

다양한 주민 교육을 실시해 주민이 거버넌스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건강마을사업단은 마을 활동가 2명과 건

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마을에 상

근하며 지역 주민과 가장 밀착하여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

을 하였다.

이와 같이, 삼태기마을의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은 다양한 정부·비정부

행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일종의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형성하

고, 정책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는다. 여

기서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는 정책 실행을 위한 대등한 파트너십의 관계

를 맺는다. 또한, 거버넌스 과정에 주민협의체를 위시한 주민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

여준다. 그렇다면, 복지건강공동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민주성은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에 의해 어떻게

실천되는가?

3.2.2. 삼태기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

(1) 사업의 시작, 주민협의체 구성

삼태기마을의 복지건강공동체사업은 원래 건강친화마을만들기 사업

(이하 건강마을사업)으로 시작하였다. 성북구 보건소는 사업 이전부터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 문제에 접근하는 '건강도시 성북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건강도시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건강마을사

업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사업 공모와 초기의 사업계획은 주로 성북구청

과 성북구 보건소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삼태기마을은 2000년대 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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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마을공동체 활동과 비공식적인 주민 모임이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

었다. 그러나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 대표

조직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성된 측면이 크다. 따라서 공식

적인 주민협의체 회의나 정부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던 주민협의체

주민들은 건강마을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사업의 주요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다. 이는 비단 삼태기마을의 사례

뿐 아니라, 관의 주도로 마을공동체사업을 시작한 여타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의 사례에서도 보이는 특징이다.

“성북구 건강마을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주민협의체를 구성

했는데 사업계획서 역시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작성한 것으로

초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이 엄청 많고 나열식입니다. 이유는

1년에 3억씩이라는 (실제는 6개월에 3억)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

문이었습니다. 물론 협의체 위원들과 사업계획에 대한 협의는 있

었지만 초기에만 하더라도 협의체 분들이 건강이라는 목적형사

업에 대한 이해가 낮기 때문에 암묵적 동의를 하는 방식이었다

고 봅니다.”(김은희 2013, 17)

“처음부터 주도성이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 돈을 모아서

방범초소도 스스로 만들어내는 등 우리 동네라는 차원에서 일상

적 사업은 잘하시는 분들인데, 건강마을이라는 목적적인 사업 경

험은 해 본적이 없어서 매우 낯설어 하고 뭘 해야 할지 갈피도

잘 못 잡았고 동네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사업이라는 인식도 강

했습니다. 행정이 해주는 사업이라고도 생각했고요 (도시연대

2013, 46)”

거버넌스의 초기 단계에서 성북구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세운 건강마

을사업계획은 주민들이 마을의 필요와 욕구를 자발적으로 개진하여 반영

한 결과로 보기 힘들다. 성북구청과 보건소의 주도 하에 구성된 주민협



- 49 -

의체의 주민들은 사업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하였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공모한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주민협의체 구성된 후 두 달 안에

사업이 시작하였다. 삼태기마을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건강마을

사업의 취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거나 사업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공유

하기에는 상당히 짧은 기간이었다. 건강마을사업이 단지 건강·복지 서비

스의 제공을 넘어 마을공동체를 통한 민주적 실천의 목적성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은 미약했다. 심지어 당시에는 건

강마을사업이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아닌 ‘행정이 해주는 사업’이라는

인식도 지배적이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은 사업

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정책을 실행하는 유일한 행위자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부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된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민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거버넌스 주체로서

의 의식이 강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건강마을사업의 기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는 자

발적이라기보다 ‘동원적 성격’이 강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했음에도 주

민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업을 주도할 만

큼 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행정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보건소의 전략은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주민역량강화, 2단계

는 주민주도+보건소지원, 3단계는 주민스스로 운영, 모든 시범사

업에서 행정은, 또는 전문가는 이렇게 전략을 수립합니다. 주민

협의체의 역량이 아직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수

립했다고 보는데 서울시가 보기에는 전형적인 행정주도형이라는

것입니다. 주민주도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주민들을 대상화시키고

있다고 했는데.” (김은희 2013, 19)

건강마을사업 초기 보건소와 성북구청이 중심이 되는 행정주도적 양

상은 사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삼태기마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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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제기한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서울시의 우려는 정부가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폭넓은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을 인식하고 있었

음을 보여준다. 주민참여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민주적 거버넌스로

정당화될 수 있는 핵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2) 주민협의체를 통한 거버넌스 주체로의 등장

건강마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도 주민협의체는 거버넌스

의 주체로서 온전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주민협의체를 먼저 만들긴 했었지만 이 사업이 뭔지 모르는

거에요. 건강마을이 뭘 한다는 건지, 이 3억을 어디에 쓴다는 건

지 잘 모르겠어. 보건소는 골목 싹 바꾸고, 도시연대의 이문동

사례 보고 교육하고 답사가고 이런 게 있었어요. 주민들에게는

우리 골목 아니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모인들 현안이 있어야

하는데.” -삼태기마을 사업 지원단 A

건강마을사업에 대한 주민협의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주민의 역량 강

화를 목적으로 건강마을사업 지원단은 주민협의체와의 간담회와 주민교

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회의와 교육에 참여한 주민이 우선적으로 해

야 할 일은 지역공동체의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다.

“협의체들이 우리 동네의 현황을 얘기하는 정도는 필요하죠. 전

체 얘기던 소수 얘기던 (상관없이) 떠들어 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전문가와 외부 주체들이）이걸 객관화 시켜줘야 되는 거죠. 계속

피드백 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이 분들이 서로 잘 알아서 말씀

을 하는 것을 쑥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야기를 잘 안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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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말하는 걸 시켰었어요. 제가 맨 처음에 들어가서 이분들을 만나

면서 내가 본 삼태기마을은 이러합니다. 그런데 어떠십니까. 그러

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여기가 어떻고, 저기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

기를 하시기 시작하더라구요.” -삼태기마을 사업 지원단 A

삼태기마을의 주민협의체는 사업에 대한 의견 개진을 통해 거버넌스 참

여도를 점차적으로 높였다. 주민협의체가 지역 공동체가 가진 공공의 문제

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일종의 ‘토론의 장(場)’이 되면서,

주민들은 이른바 심의(deliberation)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정규호(2005)

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참여자들 간의 상호 소통과 협의, 조정 과정이

동반되지 않은 참여의 확장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논쟁과 토의를 통한 심의

의 과정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이해관계를 재평가하고 자신의 선호

를 성찰, 조정함으로써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참여를 가능

케 하는 중요한 기제이다. 사업 시작 이후, 주민협의체는 기존에 보건소가

세웠던 사업 계획을 심의의 과정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주민협의

체 회의를 통해 사업 계획을 재수립하기로 한다. 이러한 심의의 과정은 이

전에는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던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역할과

방향 등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들이 면밀히 파악하고 조정하는 데에 목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주민협의체의 주민들은 보건소나 성북구청의 사

업에 일방적으로 동원되는 객체가 아닌, 정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버넌

스의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협의체 분들과 함께 여러 가지를 진행했는데 가장 큰 것은 동

네의 이야기를 주민과 함께 지도에 그리면서 기입하게 한 것입니

다. 협의체가 뭘 해야 하는지, 삼태기 건강마을이 어떻게 가야 하

는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협의체의 주도성을 만들어나가

는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협의체에 의해

서 사업계획서를 재수립하는 것 입니다. 제가 가장 잘한 부분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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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날 협의체 분들이 따로 모여

서 ‘이젠 보건소나 도시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

도하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김은희 2013, 20)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민들은 기존의 사업계획을 기존의 사업계획

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하였다. 1) 주민협의체 운영규칙을 수립해

주민 조직을 정례화할 것. 2) 기존의 사업 계획서에는 주민을 위한 교육

횟수가 지나치게 많으므로 횟수와 주제를 주민의 필요에 맞게 재조정할

것15). 3) 주민협의체 외에 주민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지역주민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건강사랑방' 조성이 필요하다

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행정과 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건강사랑방 조성의 의견이 수렴된 이후

에 건강사랑방은 삼태기마을의 주요한 거점 공간으로 기능한다. 건강사랑

방은 삼태기마을 주민협의체 활동과 마을의 각종 대소사를 의논하는 회의

장소로서, 주민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주민들에게 마을에 관련된 사

업이나 주민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장소로서, 마

을 주민 간의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는 장소로서 활용되었다.

“오다가다가 여기에 많이 들리셔서, 지나가다 여기(건강사랑방)

앉아있으면 들르셔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고 여기에 대해 궁금하

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자연발생형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여기

가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동네 센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머니나 어른이나 다 지나가시다가도 들르셔서 나름대로 당신

얘기들도 하고 여기 얘기도 물어보고 이 얘기 끝에 여기서 발생하

는 모든 얘기를 듣고 긍정하는 것도 있고, 또 의아하게 퀘스쳔 마

크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B

15) 주민협의체에서 삼태기마을 주민들은 "사업단 계획에 나와 있는 주민교육 13회는

감당하기 힘들다. 동네가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교육만 하니깐 참여율이 떨어진다. 뭔

가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협의체가 필요로 하는 교육주제를 제안하고 교수님도 부르

자."는 의견을 내었다. (김은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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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초기에 주민협의체와 서울시 간에 있었던 의견 조율의 과정을 통

해 크게 두 가지의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 사업의 방향과 목적에 대해 행

정과 지역주민이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민간과 정부 주체는 사업에 대

해 다른 필요를 갖고 있었다. 정책에 대한 주민의 필요가 행정의 기대와

달랐으므로, 관이 주도적으로 세웠던 기존의 사업 목표와 방향은 수정될

필요가 있었다.

“시범사업의 목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행정과 주민은 서로 다릅

니다. 주민들은 마을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 바라봅니다.

서울시는 건강이라는 가치를 마을이라는 공간속에서 펼쳐나가면

서 ‘공동체’를 중시했지만 주민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개인

의 영역이며 건강마을은 쾌적한 환경으로 이해하면서 낡은 집을

고치고 보도가 끊겨진 곳에 보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바라봅니

다.”(김은희 2013, 18)

“(삼태기마을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전문가나 행정의 입장

에서 보면 이 사업이 뭐야 했을 텐데, 그게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들만 한 거거든요.” -삼태기마을 사업단 B

둘째,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 관련된 사안

만을 이야기하던 지역 주민들이 점차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으로 관심

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심의는 담화적 소통을 통해 선입견이나 이기적

경향성에 의해 제한되어 있던 인식의 지평이 확장되는 과정이다(정규호

2005). 심의적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견해와 가치들의 소통을 통해 의사

결정 참여자들의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는 개인

의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동의 이익을 탐색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의 과정을 통해 참여자들이 스스로 가치체계와 선호를 변화시켜 집합

적 의사를 형성해 나가는 심의과정의 ‘전환적 힘(transformative power)’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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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되는 것이다(Cohen and Sabel 1997). 삼태기마을 지역 주민들은 사업

초기에는 자신의 개인적 이이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거환경 및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주로 피력하였다. 그러나 주민협의체에 참여한 주민

들은 점차 주민대표조직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거점 공간의 마련, 지

역 축제의 복원, 사업 실행 과정에서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기제 마련과

같이 지역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의사를 발전시켜 나

갔다.

“제가 했던 것 중 하나는 주민들이 개인적인 (이익) 얘기할

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이 사업의 원칙은 개인의 집 고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 그러면 주민들이 뭐 하러 우리 동네 들어

와서 (사업하냐), 나하고 상관없다. 더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닌데,

우리 동네의 현안은 이거야 당연히 이야기하시거든요. (…) 계속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협의체에 나오지 않는 다른 분

들의 이야기도 듣고 전해줘야 해요. 어떤 것이 문제라고 (협의체

분이) 이야기하시면, 다른 분들은 제가 만나서 보니까 그렇게 얘

기 안하시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면 그럴 수도 있다

고 이야기하시고.”-삼태기마을 지원단 A

사업의 초기 단계와 비교하여 주민협의체가 점차 거버넌스의 참여도를

높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삼태기마을 주민협의체는

태생적으로 사회적 포괄성(social inclusion)의 한계를 지닌다. 실제로 삼태

기마을의 주민협의체는 약 30여명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

마을 인구의 2%도 되지 않는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이다. 더욱이, 주

민협의체 임원의 선출은 마을 주민 전체의 투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

에 주민협의체가 대표성의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소수의 지역 주

민 외에 주민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주민협의체와 갈등적인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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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전에 시작할 때 주민들이 그러더라구요. 3억이 들어

온다고 그러던데, 사람들 인식에는 3억이 너희한테 (협의체에게)

와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에요, 우리가 쥐고 흔드는 줄 아는 거에

요. 너희가 그 돈 갖고 맨날 먹고 쓰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죠.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협의체 외부 사람들은 벽화나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 갖고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A

주민협의체 내부·외부 주민 간의 갈등은 주민협의체가 마을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해 형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민의 범위는 생

업에 종사하지 않아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정부 사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주민으로 제한된다. 건강마을사업과 사업 수행을 위한 주민협의체 조

직은 행정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폭넓은 주민의 참여를 이끌

어내기에 한계를 지녔다. 주민협의체가 점차 주민 주도성을 높여왔음

에도 정부 행위자의 기획에 의해 위로부터 형성된 거버넌스는 사회적

포괄성에서 여전히 한계를 지닌다(Bevir 2010).

(3) 삼태기마을 거버넌스의 위기

삼태기마을이 건강마을사업 1년차를 종료한 이후, 서울시는 당초

예산에서 약 1억원을 삭감하고 사업 주관부처를 변경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다. 사업 주관부처가 건강증진과에서 복지정책과로 변경되면서 사

업의 내용도 건강친화마을사업에서 복지건강공동체사업으로 변경된다.

이는 사업의 전반적인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결정임에도 불구하

고, 서울시를 제외한 거버넌스 주체는 이러한 결정에 대해 의사결정권

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특히, 예산 삭감에 따른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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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주민협의체는 해당 사안에 대한 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

했다.

“서울시는 강북구의 주민갈등이나 기타 현상에 대해 이것이

바로 주민주도성이라고 칭찬하면서 성북구에 대해서는 행정의

주도가 너무 강하다는 불만을 여러 번 표출했었습니다. 사업이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서울시의 의견은 섣부르다

는 생각도 합니다. 결국 서울시는 행정주도성이 강하다는 이유

로, 즉 마을공동체 취지와 불일치하다면서 성북구 예산을 3억에

서 2억원으로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재

건축으로 대상지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하구요.” (김은희

2013, 20)

“문제는 주민협의체에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

는 점입니다. 강북과 성북간의 예산이 불균등한 이유는 뭔지, 왜

협의체와 사전 논의 없이 빙빙 돌아서 이야기가 들려오는지 등

입니다. 주민협의체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논의에 협의체는 배제되었습니다.” (김은희 2013, 24)

주민협의체가 예산 삭감과 사업에 대한 행정체계의 변경에 대해 결

정하는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니

고 있는 비민주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지역 주민조직과 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주민을 주요

한 거버넌스의 주체로 등장시킨다. 여기서 참여와 협력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정당화하는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거버넌스

가 실천되는 마을 현장에서는 정부 행위자가 다른 거버넌스 행위자보다

우위의 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관 주도의 사업을 이끌어가는 양상이 나

타난다.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다른 행위자에 대해 정부 행위자가 우위

의 권한을 행사하며, 시민의 참여보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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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통이 나타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건강마을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주체로 등장

한 삼태기마을의 주민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 계획의 과정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였을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행정 지원 체제에 대한 결정 과정

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역할분담이 분명해져야 하는데, 지원

단으로서, 사업단으로서, 행정은 어떻게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이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합의가 없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역할분담이 안되다 보니까 불신이 생

긴 것 같아요, ‘쟤들은 왜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사업에서 온 거

야’ 하는 생각들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즉 역할과 사업

자체가 모호하다보니깐 신뢰관계 구축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합니

다.” (도시연대 2013, 36)

거버넌스를 이루는 주체들 간의 동등한 권한이 행사되지 못한 것은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가진 모호한 역할 분담과 책임성의 한계에도 기인

해 있다. 네트워크에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나누게 되고, 이는 정책 실행에 대한 책임성도 분산되는 결과를

낳는다.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모호하게 규정된 의사결정체제

하에서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이는 결국 거버넌스 주체 중

어느 누구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주민이 아닌 행정으로 의

사결정권한이 수렴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의 참여와 협의, 대화를 통한

대등한 의사결정 등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되었으나, 그것이 위로부터

제도화되어 현장에서 실천되는 과정에서 주민을 비롯한 거버넌스 주체

들간의 협력적 관계를 위협하는 일종의 위기적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

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지닌 한계가 각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실천 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양태로 발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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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당시 지역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사업 과정을 통해 점차 행

정에 주도적인 거버넌스 주체로 등장한 주민들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간의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이 불평등하게 주어진다는 것

이 드러나자 이러한 사태에 대해 주민은 의문을 던졌다.

“기존에 주관부서도 건강보건소하고 주민들이 같이 협의를 진

행해서 사업을 진행해왔던 건데, 저희 과가 주관이 되고 보건소

쪽은 협력은 같이 하지만 총괄부서가 바뀌다보니까 주민들이 거

부감도 있었고. 복지관이 기존에 참여를 안 하고 있었다가 복지

관이 새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위기감이 있었

던 거에요. 자기들은 보건소하고 관계가 좋고 잘 진행되고 있는

데 행정청에서(서울시에서) 이렇게 주민들의 사업 의견 수렴 없

이 일방적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꿨다는 것에 거부감이 있으셨는

데 (…)” –삼태기마을 담당 성북구청 공무원 A

“동네에서도 말이 많았죠. 이래서 어떻게 (정부를) 신뢰를 하

겠느냐, (사업을) 때려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죠. 여

기도 일종의 집단체니까 강경파도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는 긍

정파, 반대파, 무관심파도 있는 거죠. 그래도 여기 임원진들의 의

견을 주민들이 따라주는 거죠. (…) 우리 임원들이 먼저 접으려

고 했어요, 회원들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부회장님과

몇몇 분들이 가다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가는 데 까지

가보자 하는 게 지금(까지 왔죠).”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B

일방적인 행정의 결정에 대해 주민협의체 위원들은 사업을 통해 확장

하였던 주민주도성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해석을 하는 한편, 정

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거버넌스 위기 상황에 대한

당시 주민 주체의 해석은 주민에 대한 행정의 우위의 권력 행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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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의식에 기초해 있었다. 행정의 결정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바탕으

로 지역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끌 주민 활동을 조직한다.

(4)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행정과 주민의 갈등이 고조되었을 당시, 주민

협의체는 주민의 대표조직으로서 삼태기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다. 삼태기마을의 주민협의체는 30여 명

의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다. 주민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 총무, 감사

2명 등 일반 회원에 의해 선출된 9명의 임원단과 일반 회원으로 구성된

다. 임원단은 1주일에 한 번씩 주관회의를 통해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

고 월례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한다. 주관회의에서 다뤄진 안건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월례회의를 통해 논의된다. 건강마을사업을 통

해 주민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주민협의체는 꾸준히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였고 협의체 회원은 높은 회의 참석률을 보였다. 이렇게 대화와

참여의 기회와 공간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예산 삭감이나 사업 관련한

행정 체제의 재편과 같은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목소리를 모을 수 있

는 역량을 길렀다.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과 그에 따른 위기 상황이 사

업의 중단이나 거버넌스의 해체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주민협의체가 위

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업을 지속시켜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

기 때문이다.

“주민분들이 회의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이런 저런

성토하고 한 2개월 가까이 토론을 했다가 결론을 내린 게,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사업을 받기로 하자, 대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자). 위탁기관이 복지관으로

바뀌지만 복지관이 사업에 개입을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사업

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걸 전제조건으로 하자고 하였

죠.” -삼태기마을 사업지원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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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사업 예산 삭감과 소관 부처 변경에 대한 기존

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은 삼태기

마을 거버넌스 변화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지역 주민들은 사업 참여를

지속하는 대신 주민 주도성을 행정에 요구하였고, 이는 이후 삼태기마

을 거버넌스의 핵심적 지향점이 되었다. 더불어, 삼태기마을 주민들은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를 구체적인 집합적 행동으로 실천하기 시작하였

다. 마을 주민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지

역의 활동을 행정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지닌 위험성을

체감하였다. 특히, 건강사랑방의 운영에 대한 행정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한 주민들은 운영비 마련을 위한 공동체

기금 조성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이 분들이 (건강사랑방) 운영비가 계속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데 리모델링하고 나니까 이 조그만 공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걸 알게 되고, 누가 답사를 와도 (대접을) 할 수도 있고, 물건을 전

시하고 판매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에요. 이걸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서울시가 건강마을 끝나니까 계속 돈

을 주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 (…)임원 회의를 하다가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도 적고, 행정을 믿을 수 없으니 우

리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 거기서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다가, 그러면 직접 우리끼리 해보자고 결정이 된 거죠.

(…) 그래서 이 분들이 김이라도 팔아볼까, 그런데 그 동네에 멀쩡

한 슈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이 뭐 하나라도 팔아보기 시작

한 거죠. 그 공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거에요.” -삼

태기마을 사업지원단 A

여관현(2015)은 성북구 장수마을의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의 추진 단

계를 초기단계, 성숙단계, 발전단계로 나눈다. 각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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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마을활동 양상을 보인다. 초기단계에서는 마을의 현안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주민설명회, 주민총회, 주민워크숍 등의 주민자치활동이 일

어난다. 성숙단계에서는 마을잔치, 주민 소모임 등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한다. 발전단계에 이르러서

는 주민총회, 주민협정, 마을기금조성 들의 주민자치활동으로 발전한다.

주민대표조직을 중심으로 마을의 중요한 현안을 마을주민과 함께 논의하

면서 주민 자치적으로 결정한다. 특히, 마을기금은 지속가능한 마을의 주

민자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역 공동체의 재정적 자원을 마련하는 행동

이다. 마을기금모금은 초기단계와 성숙단계를 거치면서 강화된 주민자치

역량을 통해 행정의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지역공동체의 자율성을 확보하

고자 하는 시도이다.

마을만들기의 추진 단계가 발전할수록 주민자치활동은 더 많은 주민의

참여와 높은 자발성을 요한다. 사업 초기에 성북구청과 보건소가 세워놓은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재수립하는 회의는 주민들에게 다소 낮은 단계의

참여를 요한다면, 물품 판매를 통해 공동체의 기금을 모으는 행위는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높은 참여와 주도성을 요한다. 삼태기마을

의 마을기금조성은 그동안 거버넌스 주체로서 역량을 강화해 온 주민들이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원리를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에는 행정 쪽에서 먼저 자기네 요구사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실적을 사업적인 부분에서 올려야 하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게 먼저 들어왔고, 우리는 시작점에서는 몰랐잖

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처음이었으니까. 그런 걸 맞춰주지만 그

래도 이 분들이 자기의 의견을 잘 표출했기 때문에 그게 먹혔고,

그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쌓아왔던 게 지금까지 자리잡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무작정 따라가면 그냥 공무원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꼭두각시 그런 역할 밖에 못했을 것 같은데, 거기

에 반박해서 이건 이렇게 해줘야한다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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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기마을 사업지원단 A

마을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물품 판매를 한 결과, 삼태기마을은

약 2천여만원의 공동체 기금을 조성하였다.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행정의

재정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받았던 과거에는 주민협의체가 동등한 거버넌

스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기 힘들었다. 그러나 마을기금조성과 같은 주민자

치 활동을 통해 삼태기마을의 주민은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다른 거버넌

스 주체의 권한에 종속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자치활동의 공간을 확장시키

는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변화시켰다.

주민주도형 거버넌스로의 변화를 위해 삼태기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는 다른 지역 거버넌스와의 민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확장하고

있다. 일례로, 마을 기금 마련을 위해 물품 판매를 하던 삼태기마을 주민협

의체는 마을 내에 제한되어 있는 수익 구조를 확장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조직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삼태기마을은 2015년

서울시의 ‘마을계획 활성화를 위한 의제발굴형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통

해 성북마을기금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성북마을기금협의회는 삼태기마을

과 삼선동의 장수마을, 그리고 월곡2동의 새마을문고가 컨소시엄을 이루

어 마을기금 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모색하고자 하는 지역 협

의체이다. 성북마을기금협의회는 지역 주민들이 더 활발하게 마을기금활

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기금축제를 추진하고, 마을 간 자원을 연결하

여 마을공동체 자립을 위한 민간 주체간의 상호 협력과 마을자립이 가능

한 환경을 조성하는 실험적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16)

삼태기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는 주민의 참여와 주도성을 제한하는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비민주적 속성이 실제 거버넌스가 실천되는

마을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거버넌

스의 주요 행위자인 삼태기마을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바

탕으로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조직했고 삼태기마

16)성북마을기금협의회와 관련한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참조함.

https://www.facebook.com/sbvillagefu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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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주민참여형 거버넌스로 점차 변화시켜 나갔

다.

제 3 절 성북구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사례

3.3.1. 사업 개괄

성북구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12

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이다. 성북구 길음동

에 위치한 소리마을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존치구역이다. 사업의 대상은 길음동 117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총 453

가구의 지역 주민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총 사업 예산은 32억원이

었는데, 이 중 20억원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길음소리마을센터 건립에

사용되었고, 12억원은 CCTV 설치, 노후계단 개선, 공공공지 조성 등 가

로환경을 개선하는 목적의 사업에 사용되었다.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는

데, 사업의 성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주민참

여형 재생사업을 추진한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철거형 재개발식으로 진행되던 뉴타운사업은 다양한 주택형태

로 이루어진 주거문화와 지역의 전통성 훼손, 커뮤니티의 해체 등의 문

제를 양산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의 뉴타운사업 대상지와 노후한 저

층주거지 밀집 대상지를 중심으로 휴먼타운 조성을 계획하였다. 휴먼타

운 조성사업은 무분별한 주거지 개발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주거형태에

대한 요구로 지역특성을 살린 주거지 재생을 기획한다. 기존의 뉴타운

사업이 초점을 맞춘 물리적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커뮤니티와 주민들의

사회, 경제, 문화적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주거지 관리를 시도하는 것이

휴먼타운 조성사업의 기본 취지이다. 휴먼타운 사업은 '2차 서울휴먼타

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다가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의 취임 이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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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목적과 방향성은 그대로 간직한 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법제화되

고 사업명이 변경되어 진행되었다(김미경 2013).17)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을 “전면 철거

정비사업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독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정비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적 주거환경의 개선

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념화한다(서울시 2013a 2013c). 즉,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

의 질을 향상하는 것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것이

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의 유형 중 하나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핵심이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참여의 가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

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주민이 마을에 대한 희망을 갖고, 주민의 제안으로

물리적 환경과 함께 마을 공동체의 재생을 도모하는 마을단위 맞춤형 계

획’으로 개념화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마을만들기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

러낸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서울시

2013b). 첫째, 마을정체성을 보존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저층주거지를

보전함으로써 주거지유형의 다양화를 실현한다. 둘째, 삶의 터전으로서

주거지를 '살고싶은마을'로 재형성한다. 셋째, 지속적인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를 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의 정책 시스템의 변화는 행정

이 주도하는 주거정비사업에서 주민참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정

책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사업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다양

한 공동프로그램과 계획을 도입하여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활성화할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물리적 주거환

경을 개선하는 지구단위계획과 마을공동체사업을 결합한 사업이다(이주

원·김우성 2013).

17)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6조 5항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1년에는 서울시 7개 지역에서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14개 지역, 2013년 22개 지역, 2014년 12개 지역에

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2015년 1월 기준, 서울시 홈페이지

참조(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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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대상 지역인 소리마을은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서 재건축 아파트로 주변이 둘러싸인 독특한 지리

적·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지역과의 정주환경의 격

차가 커지고 슬럼화가 시작되고 있어 서울시는 소리마을 지역의 주거환

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인식했다. 또한, 노후시설과 협소한 도로 등 주거

환경개선의 필요도 있었다(서울시 2012). 이에 서울시는 소리마을에 주

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를 형성하였다.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주요 진행

과정은 [표 3-2]과 같다.

[표 3-2] 소리마을만들기 거버넌스사업 주요 진행 과정

기간(일시) 추진 내용

2011.02.17 길음뉴타운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대상지 선정(시->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2012.08.10
소리마을센터 운영 업무협약 체결(소리마을협의회, 성북

구청, 마을만들기지원센터)

2013.08.10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소리마을센터 운영업

무 협약체결(소리마을협동조합,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길

음사회복지관)

2013.11.22 소리마을센터 개관

2013.11~2014.10 서울시 주민제안사업 선정 및 운영(예산: 약 5천만원)

2014.12 운영 사업자금 고갈로 운영불가. 협동조합 해체 의결

2015.02. ~ 03 센터 정상화 운영을 위한 대책 논의

2015.03.30 소리마을센터 주민운영회 구성

2015.06. ~ 현재 소리마을센터 재개소식 및 정상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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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거버넌스 구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위해 형성된 소리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구조

는 [그림 3-3]과 같다.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한 주체

는 크게 주민·전문가·행정 군(群)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주민운영위원회

를 비롯한 주민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주도하며, 마을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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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전문가는 마을계획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총괄역할을 수행

하는 총괄계획가(MP)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절차 이행·계획을 진행하

는 기술용역사로 구성되어 있다. 소리마을의 경우 행정에서 선정한 기술

용역사가 파견되었다. 행정 그룹은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주거환경과와

성북구의 도시재생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업 진행과 더불어 기타 마을

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와 예산을 지원한다. 그 외에 기술

용역사가 센터 건축 이후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중간지원조직(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거버넌스의 주체로 결합하게 되는데, 주민자치조

직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마을 활동과 센터 운

영 방식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하였다(서울시 2013b).

3.3.2. 소리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

(1) 사업의 시작, 주민운영위원회의 구성

2011년 2월, 소리마을은 길음뉴타운 서울휴먼타운 시범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다. 약 한 달에 걸쳐 지역 거주민에 대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찬

성과 반대 의견을 수렴하였고, 전체 주민 중 50% 이상의 찬성으로 사업

을 시행하기로 결정한다.18)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총 6차에

걸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2011년 9월에는 주

18) 주거참여형 재생사업의 '주민약속(협정)에 관한 결정조서'에 따르면 '토지등소유

자의 1/2이상과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 세대수의 2/3이상 동의 후 효력 발생'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서울시 2012, 121). 따라서 협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과

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때의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사업에 대한 소리마을 지역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실질적인 찬성

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우선, 사업에 대한 동의가 토지등소유자로 한

정되어 있어 세입자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제 거주민 전체의 의견이 포괄적

으로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사업에 대한 동의의 절차는 사업에 대해 간

략히 기술한 문서에 대한 서명의 형태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동의에 그쳤을 가능성

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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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표를 선출하여 6회의 주민대표 회의를 가졌다.

주민대표 회의에는 총괄 MP와 기술용역사, 성북구청 관계자가 주민

합의과정을 통해 참석하여 향후 사업 진행 방향과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자 하였다(서울시 2012).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한 이후

관과 주민, 전문가 집단은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총 13회에 걸친

공식 워크숍과 주민대표회의 통해 사업 계획을 협의하였다. 행정기관과

주민, 전문가들은 공식적인 워크숍 이외에도 비공식적 만남을 가졌는데

이러한 반복적인 면대면 대화를 통해 거버넌스 주체들이 공동으로 지니

고 있는 사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최문형 외

2014). 주민과 행정, 전문가 그룹이 ‘길음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기본 방

향’을 논의한 결과, 주민커뮤니티시설의 부족,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거환

경개선, 어린이 안전사고에 따른 안전시스템 정비 등의 다양한 주민 의

견이 개진되었다. 이에 따라, 가로환경개선사업(경관개선, 특화가로조성),

커뮤니티조성사업(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공지조성), 기타사업(안전·방범강

화사업)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작성하였

다. 이 과정에서 행정은 주민 워크숍과 주민 대표회의를 통해 지역주민

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2011년 7월). 워크숍이나 주민대표회의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으로 일부의 지역 주민들만 참여하여 포괄적인 의견 수렴에 한계가 있었

다. 이에 따라, 행정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재생사

업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

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의 정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30억이 지정이 되었잖아요, 지정이 되었는데 그걸 관에서는

겉보기 좋게 하려면 도로포장하고 거리 색칠하고 그걸 원하지만,

그건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요새 티비 보니까 벽화도 그리고 하

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돈 쓰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거에

요. 그래서 다른 동네하고 같은 길음동인데도 차이가 있는 것 아

니에요. 주민들이 그러면 그 돈으로 센터를 해달라, 거기서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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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같이 건강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문화생활하겠다. 그리고 2,3

층에 학생들, 청소년들 도서관 활동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에요.”-소리마을 지역주민 C

실제 초기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하였던 마을 주민들은 사업 계획의 수

립 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주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평가하였

다. 당시, 소리마을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시설이

있었으나, 소리마을 지역 주민들의 복지·문화 활동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은

전무하였다. 따라서 지역 주민들은 문화생활과 지역 인근 아동·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역적 필요를 갖고 있었다. 이에 소리마을

주민들은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필요와 큰 관련이 없는 전

시성 사업은 지양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과 주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조정되어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을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

다.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은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지역의

마을공동체회복을 추구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는 미

션이었다.

그러나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과

전문가 지역 주민 간의 사업 협의 과정을 여러 차례 가졌음에도, 사업추진

협의체에 참석하는 주민들은 초기단계에서 거버넌스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나라에서 이걸 해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집 가

진 사람들은 동네가 깨끗해지면 내 집 값이 십 원이라도 오르잖

아요, 처음에 휴먼타운 해준다 했을 때는, 아파트같이 깨끗해 잘

돼? 그러면 우리 집값도 오르고 해서 좋겠다 그래서 모인 거에

요.”-소리마을 지역주민 C

“비슷한 일을 한다거나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다거

나 이 동네를 어떻게 변모시켜야 겠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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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 그 때 초반에는(협의회 조직). 그러

면 당연히 이런 시작들이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강한 기대수치보

다 일종의 소일거리 성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소리마을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없었

어요. 그런데 (사업이) 들어가면서 공동체를 만든 거에요. (…)

소리마을이라는 이름도 성북구청에서 지은 거에요. (마을 공동체

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없는 상태에서 인위적, 작위적으로 소리

마을이 된 거죠.” -성북구청 공무원 C

초기에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기존의 뉴타운식의 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목적과 내용을 지님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마

을공동체’나 ‘공동체성’에 대한 참여 주민들의 인식은 그리 크지 않았다.

초기 사업계획 과정에 일부 주민들이 대표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그러한 바람은 마을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인식한 데에 기

인한다기 보다는 ‘우리 집값이 오른다.’거나,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통해서

복지·문화 서비스를 더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겠다는 개인적 이익과 더 관

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전에 마을공동체 단위

의 활동을 조직해본 경험이 없던 소리마을 주민들은 마을공동체의 경계룰

주민 개인이나 기존에 인적 교류를 하던 친밀한 이웃사촌 등의 협소한 범

위로 한정되어 인식하였다.

주민워크숍을 통해 사업 계획안이 확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

체를 운영할 수 있는 주민대표조직으로서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이하 주

민운영위)가 기존의 사업추진협의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주민운영위가 맡은 역할은 다양하다.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도서관,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이후의 소리마을센터)의 운영 및 관리, 더 나아가 시설 관리

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까지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확보하여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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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서울시 2013b). 이

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마을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단계별로 제시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기 전인 1단계에서는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하

고 지역 주민이 다양한 마을만들기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 때, 지역 주민들은 시설을 비롯해 마을활동에 필요한 마을운영비 기금

을 마련할 것 또한 권장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된 후인 2단계에서

는 본격적으로 시설 활용함에 따르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

해야 하며, 공동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3단계는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 단계로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 보다 다양화되고,

마을공동체 운영의 확대와 마을 내의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

해 구성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한다(서울시 2012). 서울시가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한 마을운영 프로세스는 대체로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계별 미션으

로 구성되어 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역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고 관리

한다는 원칙은 “주민 스스로 세운 마을계획을 실현한 경험을 통해 주민공

동체 의식과 주민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주민자치의 원칙에 의해 뒷받침 된다(서울시 2013b, 38).

“미온적으로는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센터를 우리가 운영은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 일

이라는 게 건물이 언제 준공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저것이 형상

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대책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전에는 머리

속에 정리되거나 정립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금방

온다고 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나 라는

반신반의가 있고. 그러면 관리 어떻게 해, 돈 어떻게 내, 구청에

서 우리에게 알고 이야기하는 건가? 우리도 막 물어봐, 그러면

관리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서도 명쾌하게 대답하는 게 아

니라 그건 더 논의해 나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책임에 대한 여

지를 계속 남기는 거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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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의 최종 운영 책임이 지역 주민에게 있다는 점은 사

업의 초기 단계부터 주민들에게 안내되거나 센터 운영에 대한 구두 약속

차원에서 합의되었다19). 그러나 사업 진행 당시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온적

으로’ 인식하였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외에 시설 운영·

관리의 책임 소재와 역할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

한 재정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기에 주민들의 역량은 충분하지 않았

다.

(2) 소리마을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소리마을센터’(이하 센터)가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

서 행정은 센터를 운영할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제안한다. 센터를 주민이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체가 법인의 형

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협동조합은 주민조직체에게 그러

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외부법인에 대한 위탁 형식

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주민 스스로 법인의 주체가 되어 정부와 협력

하는 대등한 관계를 맺자는 것이 행정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을 제안한

기본 취지이다. 기존의 사업계획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이 명시되어 있

지는 않았지만, 센터가 건립되기 이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은 주민운

영위의 회의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공식적인 어젠다가 되었다.20)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도 모르고 아

19)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성북구청 내부 보고서에 따른 내용임.

20) 일례로 2013년 5월 동안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주도 하에 총 6차례 진행

된 '찾아가는 마을학교'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면서 센터 운영에

적합한 조직체로 협동조합을 탐색하는 데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2013 찾아가

는 마을학교 2강 주제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주민조합으로서의 협동조합 탐

색.” “공간·사업체를 주민 협동조합으로 설립·운영한 사례 발표”였으며, 3강 주제

는 “주민대표 조합, 어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우리가 꿈꾸는 주

민조합 정하기 워크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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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민들이 그냥 나라에서 이거 지어준다니까

고맙다, 한마디로 우리 마을이 다른 데보다 혜택 받은 거잖아요.

몇 십억 갖다 주니까. (…) 그런데 구나 관에서는 주민협의체가 민

간단체 아니에요. 그거 갖고는 협정을 못하니까, 공권력있게 사회

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라, 그래서 협약을 하자 그렇

게 만들게 된 거에요. (사회적협동조합과) 협정을 해야만 무료사용

을 주민들에게 주니까. 건물 지어놓고 너희들에게 그냥 해라 주지

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30억 들여서 지었는데. 뭔가가

체계적으로, 믿음이 가야 하니까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렇게 한

거에요.” -소리마을 지역주민 C

“2013년 11월에 소리마을센터가 생기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운

영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임의적 조직으로만 가지말고 최근에 유

행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을 이미 하고 있

었어요 그 전부터. (...)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스스로가

우리 조직의 변신단계를 협동조합으로 가야 한다는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공공기관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지면 무엇이

더 좋은가하는 교육과 홍보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듣다 보니까 괜

찮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뭔가 괜찮아, 그리

고 트렌드이기도 해.”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사회적협동조합은 일반협동조합보다 설립 절차가 더 까다로우며 조직

운영에서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운영방식

이 복잡하다.21)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의 목적과 운영

21)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서 시·도지사 신고를 통해 설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반협동조합보다 까다로운 설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일반협동조합은 업종

및 분야에 제한이 없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공익사업(지역사회 재생, 주민 권익

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등)을 40% 이상 수행해야 하는 의무

가 있다. (성북구청 홈페이지,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참조,

http://www.seongbuk.go.kr/social/cooperative/comparison/comparison.jsp)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일반협동조합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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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대한 구성원(조합원)들 간의 높은 이해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

다. 그러나 소리마을의 경우, 행정은 센터 운영을 위해 보다 ‘공권력 있

고’, 최근에 주목받는 형태의 사회적협동조합을 조직할 것을 주민에게 유

도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사전 지식이 거의 없던 지역

주민들은 대안적 주민대표조직체 형태로 사회적협동조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 주민들은 내부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초기 설립

과정에서 주민의 자발성은 행정의 추진력에 비해 크지 않았다.

“법인의 형태가 달라서 행정 처리가 훨씬 더 난해한 측면이

있죠. 그 건물이 일반 협동조합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

해서 수탁을 받으면 명분이 훨씬 더, 이 명분은 공공의 명분이에

요. 주민의 명분은 그렇게까지 가는 건 아니죠.” -소리마을 지역

주민 E

“그냥 단순히 협동조합 우리가 공익사업으로 해서 실적으로

내기에 보기 좋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구상하기보다는, 사

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동네에서 하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하

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은 하죠).” -소리마을 담

당 성북구청 공무원 B

행정이 지역 주민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을 권유했던 것은 지역 주민의

필요를 고려한 판단이라기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조직적 성격이 갖는

공익적 성격과 그것이 주는 ‘공공의 명분’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행정과

의 협력 경험이 거의 없었던 소리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사회적협동조합

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갖은 행정 절차의 처리에 어려움을 느꼈다. 당

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실적으로 내기에 보기 좋은’ 사회적협동조

당을 통한 조합원의 수익 배분이 가능하나, 비영리법인격을 지닌 사회적협동조합

은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배당이 금지되며 인가를 받은 행정기관의 감독의 대상

이 된다는 것이다(이대중 20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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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보다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역량에 맞는 조직 형태가 더 적절했을 것

이라고 평가한다. 결론적으로,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은

공공으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위한 행정의 기획의 측면이 컸으며, 이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지역 주민의 주도성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이었다.

소리마을 주민운영위는 2013년 6월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 준비위

원회’를 수립한 후, 2013년 8월 10일에 ‘소리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소리마을협동조합)을 창립하기로 한다. 동시에, 소리마을협동조합과 성북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길음사회복지관은 소리마을센터의 운영에 대한 업

무협약을 체결한다. 소리마을협동조합은 조합원 104명, 출자총액 4,030천

원, 임원진 14명의 구성으로 출범하였다. 참여한 조합원은 주민운영위가

확장된 형태로서, 소수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던 주민운영위보다

더 많은 범위의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

과를 거두었다.

2013년 11월 길음동소리마을센터가 개관하고, 서울시는 센터에 대한 관

리위임을 곧바로 소리마을협동조합에게 넘기기 전에 성북구에 위임하기로

결정한다. 여기에는 센터를 운영하기에 주민자치조직의 역량이 충분히 성

장하지 않았다는 행정의 판단이 깔려있다.

“센터 관리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시 입장에서도 쉬운

일이 아니죠. (…) (구청에게) 센터 관리까지 맡기는 거죠. 그런

데 처음에 얘기될 당시에는 구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민에

게 주겠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었었어요. 뭐하고 싶냐, 뭘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런 걸 다 주민하고 얘기가 된 거에요. 그러고나서

주민에게 주는 건 맞는데 불안한거죠. 서울시 입장에서는. 비싼

건물을 딱 주민에게 주면 주민이 알아서 운영할 거라고 생각되

지는 않으니까 구에 관리위임을 줬어요.” –소리마을 담당 성북

구청 공무원 B

성북구가 센터에 대한 관리위임을 맡았지만, 실질적인 센터의 운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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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을협동조합에게 맡겨졌다. 서울시 주민제안사업으로 약 4,800만원의

센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소리마을협동조합은 1년 동안 센터의 운영을 맡

는다. 서울시에서 받은 지원금은 내부 상근자의 인건비로 일부 사용되거나

건물 자재 확충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당시 소리마을협동조합이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센터 내에서 운영하던 문화프로그램 비용이나 임대주택 임대

료 등이었으나, 센터관리자 인건비, 문화·교육 프로그램 강사비, 각종 공과

금을 충당하기에는 수익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1년 간의 운영 결과 센터

운영은 적자 상태에 처해 있었다.

“결국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건물을 맡자마자 이 관리를 누가

하냐, 이게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있는데, 계획서는 뻔지르르

하게 잘 냈는데. 물적 기반, 운영적 기반은 누가 만들 것이냐, 상근

을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게 해결이 하나도 안 된거죠. (...) 막상 센

터 운영을 맡았는데, 지도부, 회장 부회장 이런 사람들이 당장 다

음 달부터 들어갈 전기료와 수도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에 대

해서 누구도 책임감 있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 눈치

를 보게 되고, 너희 뭐하고 있어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당황하

는 것이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행정은 두 달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고해라,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보고를 해달라, 이

런 행정적인 사항이 눈앞에 이만큼 쌓이는 거죠. 특히나 사회적 협

동조합의 상시적 관리는 기획재정부에서 하지만, 성북구청도 법인

이 구청의 건물을 수탁 받았기 때문에 법인의 관리는 또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법인의 재정사항이나 인적 사항을 낱낱이 알고 있

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관점이라는 거고. 주민들은 아니 왜이렇

게 자꾸 신경쓰냐, 돈 줘 뭐줘, 운영비 줘 뭐 해줄거야, 그냥 빌려

준 거잖아.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빌려달라고 했어?

너희가 의도한 것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따라가고 있잖아,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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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된 거죠.”-소리마을 지역주민 E

전술하였듯이, 센터 운영에 대한 책임이 주민 주체에게 있으며, 센터 운

영에 필요한 재정 자원을 위한 수익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은 사업 초

기단계부터 거버넌스 주체 간에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주민과 행정 간의

모호한 형태의 구두 계약은 실제적인 책임과 수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

적인 행위를 담보하지 않았다. 센터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는 비단 소

리마을협동조합 내부 임원진 중 '누구도 책임감 있게' 주도하지 않은 데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파생한 미션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느 한 거버넌스 주체에게 명확히 귀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업의 과제는 실제로 센터를 운영해야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조

합원과 임원진 뿐만 아니라 행정을 포함해 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거버

넌스 주체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이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다양한 행

위자가 참여하며 그들의 관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거버

넌스의 책임 소재는 어느 한 주체에게 속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왔

으며, 결과적으로 행위에 대한 책임성이 취약한 구조를 형성하였다.

한편, 소리마을협동조합은 센터 운영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행정에게 지

속적으로 재정사항이나 조직의 인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해야 했다. 행정

은 센터 운영의 책임을 주민 조직에게 맡겼으나, 사업의 계획에 맞는 성과

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통제를 주민조직에게 행사해 왔다.

주민 자치를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은 오히려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기

록하기 위한 복잡한 행정적 절차를 수반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행정의 규제와 통제 하에 놓이게 하였다.

센터 운영이 지속적인 적자 상태에 놓이자, 소리마을협동조합은 서울

시를 상대로 추가적인 운영경비 지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

울시는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산지원 없이 스스로 자

생력을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예산지원을 거부하였다. 결국, 소

리마을협동조합은 센터 운영에 대한 사업자금 고갈로 소리마을센터 개관

1년 만인 2014년 12월부로 사업 추진 불가입장 및 조합해체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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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리마을거버넌스의 위기

센터 운영의 중단과 소리마을협동조합의 해체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에

대해 행정은 '주민제안사업비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이 선

순환되어 지속가능한 상태를 만들어야 하나 인건비 등의 소모성 경비로

소진되었다'고 평가한다22). 주민의 자체적인 운영비 조달 실패와 예산운영

의 미숙으로 초기 자본금이 고갈되었고 이것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

지 못한 이유라고 인식한 것이다. 2015년 2월, 센터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성북구청은 소리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외부단체의 입주에게 센터

를 위탁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한다. 이러한 결정은 센터 운영의 권한과 책

임을 마을 주민에게 맡기겠다는 기존의 사업 원칙을 번복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외부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일부 위탁하기로 한 결정과정에는 소

리마을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민주체의 의견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운영하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고, 구청에서 보기에

도 이거 허울만 좋다, 관리도 안되고, 목적성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하거죠. (...) 위탁 결정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순간에 주민들이

싹 다 배제된 거에요. 이제 당신들하고 일 못 하겠다 이렇게, 구청

차원에서. 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을 구청이 했다

구요.” -소리마을 지역주민 E

“하나 아쉬운 건 기다려줘야 한다는 얘기지. 안 기다려준거지. 1

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다 해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1년 딱 되니까 (센터 운영권이) 이리 왔다, 저리 갔

다 하는 상황. 어쨌든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지식을 자꾸 가르치고 해야 하는데, 지식이라는 게 한

두 해 갖고 되냐고. 1년 정책이 문제라는 거에요. 딱 지어주고 1년

22) 성북구 내부 보고서를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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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에 못해? 그러면 너희 안 돼.” -소리마을 지역주민 C

“지금까지 과정을 보건대, 행정이 기울였던 노력이 워딩 말고

뭐가 있냐. 주민들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이런 것 말고 행정적인

예산 지원이라던가 경영, 실무 지원, 하다못해 문 열고 닫을 사람

이 누구냐. 서류는 누가 정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으

로 실무적인 논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평

가의 주체로 등장해서 주민을 평가하고 끝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배신감을 어마어마하게 느낀 거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소리마을센터의 관리 권한을 맡은 성북구청은 소리마을협동조합이 센

터를 운영하기에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외부 단체에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였다. 행정은 거버넌스를 실제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관철시켰다. 이

는 주민자치와 주민주도로 정당화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민주적 원

칙에 위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의 결정과 이를 둘러싼 민관 행위자 간

의 갈등은 소리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그렇다면, 거버넌스의 중요한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였는가? 지역 주민들은 센터

운영에 주어진 1년의 사업 기간이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역

량을 기르고 발휘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기존에 마을공동체 활

동은 물론이고, 거버넌스 주체로서 행정과의 사업을 경험해보지 않은 주민

들이 1년 안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와 운영 체계를 갖추는 것은 당시 소리

마을 주민의 역량을 넘어서는 과제였다. 사업 초기에 마을 주민이 마을공

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되었던 마을학교

나 워크숍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센터 건립 이후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그러므로 당시 소리마을 주민들은 자율적으로 마을공동체활동을 지

속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동시에, 주민자치역량을 실제로 발휘하여 사

업을 수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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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주민들이 1년 동안 센터를 운영한 활동 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후, 보다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 단체에의 위탁 방식을 택

하였다. 센터의 위탁에 관한 결정 절차는 소리마을협동조합은 물론 소리마

을 주민운영위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결과적으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할 주민의 권한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제한한 사건이었다.

소리마을 주민들은 실질적인 주민의 역량 강화에 ‘행정이 무슨 노력을

기울였냐.’는 비판과 함께 ‘평가의 주체’로 등장한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을 배제한 의사결정과정이 지닌 비민주성에

대해 의문을 보이며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드러난 기존의 관주도형

거버넌스의 전통에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4)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정책의 계획과 실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과 관이 동등한 거버넌스 주체로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자 한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통해 소리마을 주민은 거버넌스에 참여하

는 중요한 주체로서 호명된다. 소리마을에서 시행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또한, 행정 중심의 전면 철거형 정책에서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정책으

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실험이다. 그러나 소리마을에

서 거버넌스가 실천되는 일련의 과정은 여전히 기존의 행정주도적 거버넌

스의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주도형의 거버넌스 전통은

센터 운영권 등 주요한 정책 집행 결정에 대해 주민이 동등한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이 효과성과 효율성의 척도로 지

속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양상으로 드러난다. 기존의 비민주적 거버넌

스의 전통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정당화하는 주민자치의 원칙 간의 충

돌은 거버넌스의 위기를 촉발하였다.

이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실천 과정에서 참여의 주체로 호명 받은

민간 행위자는 행정주도적 거버넌스 전통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거버넌

스 위기 상황에 대한 민간 행위자의 아래로부터의 해석과 재인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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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는다.

“관에서는 이걸 놀리면 안 되니까 다른 팀을 다 갖다 집어넣

고. 그러면 주민은 이게 뭐냐고, 3-4년간 고생해서 교육 받아가

면서 겨우 해놨는데 1년도 안 돼서, 4,5개월 되었을 때부터 이게

안 되니까 벌써 다른 생각들을 하고. 그게 저도 너무 싫더라구

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주민들이 고생하고 교육받고 이렇게 했

는데 공중분해 된다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구요. 주민들도 생각하

는 사람들이 계속 해봐야지 이야기해서 다시 하게 된 거에요. 운

영위원회 다시 만들고.” -소리마을 지역주민 C

“우리 이제 열심히 천천히 해봅시다 하려고 하니까 건물 지어

주고 슬슬 하려고 하니까 시나 구에서 불안한거지, 못할 것 같은

거죠. 공과금도 못 낼거 같고 우리는 밀리지도 않았는데. 조금씩

기금 모으려고 하는데 우리를 못 믿는 거죠. (..) 주민의 자존심

을 건드린거죠. 못나가, 주민의 힘을 보여주지. 오기를 발동시키

고, 없었던 에너지가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더 뭉치게 되고.”

-소리마을 지역주민 D

센터 운영 중단과 소리마을협동조합의 해산 이후 센터 운영을 둘러싼

거버넌스 주체들 간의 갈등 구도가 지속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일부 개정(14.05.14)23)하여 주민공

23)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0조의 2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 기준 등) ①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을 말한다. 1. 주거환경을 보호 및 정비하고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일 것. 2. 복지, 의료, 환경 등의 분야에

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

의 질을 높이는 활동일 것. ②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주민공동체운영회’를 설정. “지역에서 요구되는 수익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수

익금 창출시 이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공익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투명하게

활용하여야 함. 시장은 마을기금의 적립, 사용 등에 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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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운영회구성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마을

주민들이 주민공동체운영회를 구성할 경우 센터를 무상사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법적 제

도로 지원하고자 하는 행정의 시도도 있었으나 소리마을 거버넌스의 위

기를 전환시킨 계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의 발현에 있다.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해 반발감을 갖던 주민들이 주민운영위의 재구성과

센터 운영에 관련한 행정과의 협력을 택한 것은 '그래도 해보자.'는 생각

에 따른 결정이었다. ‘주민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이 무산되는 데에 대

한 안타까움과 행정의 일방적인 결정에도 ‘주민의 (자발적인) 힘을 보여

주겠다.’는 의지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소리마을 거버넌스를 지속할 수 있

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한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에는 '내

집 값이 오를 것'을 기대하며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은 이제 주민운영

위 내부의 갈등과 행정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봐야겠다.'는 의

지를 발현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개인적 이익과 관련 없는

일일지라도, 거버넌스를 지속시켜야겠다는 자발적 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초기 단계부터 지속된 주민참여활동의 경험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한 데에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소리마을

주민들은 더욱 내부의 결속을 다지게 된다.

소리마을협동조합 해산 이후 센터 운영에 대한 결정권한을 박탈당했

던 지역주민들은 소리마을센터의 새로운 주민공동체운영회(이하 주민운

영회) 구성을 검토하고, 해산된 조합원 중 일부와 외부단체를 포함해 새

로운 주민운영위를 구성한다. 협의 과정을 통해 새롭게 개편된 주민운영

위는 소리마을 주민 7명과 외부단체 4명으로 구성되었다.

주민운영위의 재구성과 센터 재개관 이후에, 소리마을 지역 주민들은

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였다. 일

례로, 소리마을 주민운영위는 마을에 거주하는 지역 노년층 주민들과 지

역 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해 지역 아동을 위한 마을장학기금을 마련하는

장학 사업을 시작하였다. 더불어, 소리마을센터에서 주민들이 지역 주민

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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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소리마을작은도서관’을 개관했

다. 소리마을작은도서관은 방과후 아동들을 대상으로 독서돌봄교실을 운

영해 일종의 틈새돌봄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책 동아리 모임, 부모커뮤

니티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기능하

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센터 프로그램과 장학사업 등이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

로 한 결사체적 활동의 성격을 띠며 이전에는 마을 사업에 참여하지 않

던 주민들이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점차 결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마을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를 눈에 띄게

높였다. 실제로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하는 ‘국수데이’ 사업에 참여하는

봉사자 중에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에 참여하였던 주민보다 참여하지 않

았던 신규 주민들의 비율이 더 높다. 주민 활동의 참여 폭이 더 확장된

것이다. 이를 통해 소리마을 주민운영위가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홍보도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희가 올 3월부터 국수 사업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었어요. 그전에는 공짜로 뭐 주는 것도 없냐 이

런 식이었거든. 이거는 나라에서 하는 복지관이 아니라는 걸 주

민들이 알죠. 지금은 왠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 그러니까

이제 오셔서 내가 돈 내고 먹고 이 돈으로 우리 동네 장학금 준

대, 그런 이야기가 서슴없이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무료급식 해주는 거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조금씩 아

시는 거고, 이 센터가 나라에서 돈 줘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 스

스로가 모여서 하는 걸 이제 많이 인식이 된 거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C

“점진적으로 누구 도움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주민 스

스로 안 거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

는 게 뭔가, 왜냐하면 우리는 공모사업에 매달릴 수 없는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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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내서 우리 마을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 분들도

좋아하고 우리도 봉사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복

지관이고 누구 지원 받지 말고 우리 스스로 해보자 하고 있어요.

잘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해야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들

화합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리마을 지역주민 C

소리마을협동조합 해체와 주민운영위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 후에, 소리

마을 지역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주민이 행정과 동등한 거버

넌스 주체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다. 소리마을 주민들

은 행정이 일방적으로 부여한 사업 과제가 지역 공동체의 역량과 부합하

지 않을 경우 이것이 지역 공동체의 와해와 갈등을 낳을 것이라는 경험하

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주민이 다른 거버넌스 주체의 일방적인 지원 없

이 주민의 자율적인 활동 범위를 확보하는 거버넌스로의 재구성을 시도하

였다. 특히, 행정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이 오히려 주민 지역 활동의 자율성

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임을 자각한 주민은 '우리들끼리(지역 주민들끼리)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자발적인 형태의 주민자치활동은 과

거보다 지역공동체 전체로 더 확장하는 속성을 지닌다. 소리마을협동조합

이 센터 운영과 관리의 과제만 맡았던 시기에는 주민운영위의 활동이 협

동조합 내부에만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소리운영위의 재구성 이후, 주

민운영위는 소리마을 지역 주민들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활동을 시도하

였으며, 이러한 활동은 노년층 주민의 소액 기부나 지역 주민의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주민 참여를 가능케 하였다.

“예전에는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요즘에는 재미도 많이 느끼

시고. 지금 법인은 아니거든요, 그 전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구

성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자체적인 경영 논리도 세워야하고 자기

관리도 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었다면, 지금은 행정도 그걸 알

기 때문에 일정정도 서로 간에 허용 가능한 부분에서 자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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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는 거죠. 굳이 쓸데없이 이런 걸 보고해라 이런 행동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나치게 자기 회계에 대한

엄격성, 건물 관리에 대한 엄격성, 책임에 대한 큰 부담을 덜고

가는 형태로 가다보면 이 공간을 재밌어하고 책임감도 일정정도

느끼고, 내가 열심히 해서 사람들을 끌어와야겠다는 것을 그 전

보다는 많이 발현되었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전술했듯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은 주민을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

부의 관리 체계 하에 놓이게 함으로써 소리마을 거버넌스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주민운영위가 재구성된 후 시도

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들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

결과로서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부담스럽지 않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소리마을의 주민 주체에 의한 다양한 주민자치활동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드러났던 기존의 행정주도적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한계를 극

복하고 보다 참여민주주적인 방향으로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는 동력이 되

었다.

제 4 절 소결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은 각각 복지건강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형재생

사업이라는 상이한 유형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수행했지만, 유사한 패턴의

거버넌스 과정을 겪는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회복을 지향하며

마을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의 공간에 주민주체를 참여시킨다.

이를 통해 삼태기마을에는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가, 소리마을에는 주민

운영위원회와 소리마을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주민대표조직이 조직된다.

그러나 위로부터 조직된 주민자치조직은 주민대표성과 포괄성, 참여성을

담보하지 못하였고, 참여 주민은 수동적으로 정부의 사업 계획에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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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보였다. 본 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에서 여전히 기존의 행정중심적, 관주도형 거버넌스의 전통이 지속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태기마을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

감한 사건이나 소리마을의 사례에서 센터의 운영권을 주민과의 상의 없

이 외부 단체에게 위임한 사건은 기존의 정부 중심적 거버넌스 전통의

비민주성이 극대화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가치로 정당화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위기를 촉발시킨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주민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정의 방식과 한계에 대

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역 주민들은 거버넌스의 전통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해석을 통해 기존 거버넌스의 비민주적 한계에 도전하고 주민 간

의 결사체적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삼태

기마을에서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마을기금을 조성하거나 외부 지역

공동체로의 네트워크를 확장한 것, 소리마을에서 센터를 기점으로 장학

사업을 하거나 작은 도서관 개관 및 다양한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

동을 한 것은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민자치활동을 통해 재구성된 거버넌스는 관 주도로 위로부

터 형성된 거버넌스보다 주민의 참여의 폭을 넓히고 강화하며,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가능케 한다

는 점에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이상에

더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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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심층적 논의

제 1 절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위기: 지속하는 관

주도 거버넌스의 전통

본 절은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를 종합

적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의 한계와 변화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삼태

기마을과 소리마을에서 각각 추진된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가 기획하

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하향식 거버넌스의 형태로 시작한다. 콘월

(Cornwall 2004)은 거버넌스를 시민의 공적 참여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이해한다. 콘월은 거버넌스를 정부에 의해 지역 공동체와 시민

이 참여하도록 제도를 형성하는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s)’와 시민들

이 정부의 정책에 저항하며 자생적으로 창조한 ‘대중의 공간(popular

spaces)’으로 유형화한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초

대된 공간’에 해당한다. 콘월은 초대된 공간으로서의 거버넌스가 시민에

의해 아래로부터 자발적으로 형성한 공간은 아니지만, 심의와 의사소통

의 민주적 행위의 실천을 확장하며 국가-시민사회의 관계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고 본다. 두 마을에서 각각 진행된 복지건강공

동체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마을의 주민이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참여 주체로 등장하여 이러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 형

성된 거버넌스가 민·관의 수평적 협력관계를 지향하지만, 실제로 실천되

는 과정에서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우선시하는 한계를 보인다. 이로 인해,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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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넌스는 기존의 행정 주도적인 거버넌스의 전통과 참여 지향적인 민주

적 거버넌스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다.

유창복(2013b, 9)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행정이 자원을 위로

부터 지원하되(top-down), 그 결과는 주민주도적인(bottom-up) 성과를

내야하는 모순성을 갖는다고 본다. 정책의 방식(행정에 의한 위로부터의

제도화)와 결과(주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

에,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아슬아슬한 줄타기'와도 같은 과제를

앞두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스윙거도우(Swyngedouw 2005)는 거버넌스

가 전통적인 통치자(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약속하

지만, 실제로 거버넌스는 거버먼트(goverment; 정부 중심의 통치 양식)

와 거버넌스의 복합적인 혼합 양상으로서 다음의 긴장관계를 갖고 있다

고 본다. 거버넌스는 참여적 거버넌스를 통해 보다 강화된 민주화의 영

역 對 엘리트 중심의 기술관료제 영역(technocracy) 간의 긴장관계, 다양

한 이해당사자의 참여적 측면 對 권력관계에 입각한 이해관계의 조정적

측면 간의 긴장, 수평적이고 상호의존적인 네트워크 對 위계적인 주체들

간의 관계 , 책임성과 투명성의 영역 對 모호한 책임성의 영역 간의 긴

장관계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사례에서 거

버넌스 주체 간에 형성된 첨예한 갈등 구도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기

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전통과 참여민주주의 지향적인 거버넌스가 혼

재된 속성을 지니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본 절은 삼태기마을과 소리마

을 사례를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위기를 촉발시킨 기존의 거버넌

스 전통의 비민주적 속성을 (1) 주민참여를 소외시키는 형식적 거버넌스

(2) 정책 기획자(정부)과 정책 실행자(지역 주민)의 분리와 그로 인한 민

-관의 위계적인 거버넌스 구도 형성 (3) 정책에 대한 모호한 책임소재로

인한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발생 (4) 성과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거버넌

스 제도화의 한계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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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소외된 주민참여와 형식적 거버넌스

워렌(Warren 2014)에 의하면 거버넌스는 정책 형성자가 대의제 정치

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 개발과 실행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등장했기

때문에 엘리트 주도적인 성격이 크며 거버넌스의 어젠다 또한 엘리트 중

심적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워렌은 거버넌스 담론에서 시민의

공적 참여의 중요성이 광범위하게 다루어지지만, 사실상 거버넌스의 의

사결정 과정에 포함되는 시민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한다.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도 행정이 위로부터의 제도화를

통해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민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초기 단

계부터 제한하였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 모두 사업의 주요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사건을 겪었다. 삼태기마을의 경우, 사업 초기단계에는 주민협의체가 성

북구청과 보건소가 세운 사업계획에 대해 형식적인 동의만을 했을 뿐 지

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예산 삭

감에 대한 결정에 대해 주민협의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소리

마을의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사업 계획에 반영

되었으나, 전문가(용역사, MP)와 행정이 시설의 구체적인 설계나 규모,

시공에 대한 사안을 결정하였고 주민의 참여는 배제되었다. 또한, 주민운

영위의 센터 운영권을 외부 단체에게 위탁하기로 한 결정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 가진 주민자치의 기본 취지와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것이었따. 당시 센터 운영에 대한 논의의 장에 소리마을 주민은 이해당

사자로 참여하지 못했다.

“진행과정은 새롭다, 그래 우리 의견을 반영하네. 그래서 우리

는 주민이 모여서 담소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주차장이 만들어졌

으면 좋겠다. (그런데) 행정은 변하지 않고 다 변하지 않으면서

이름은 변해놓고, 입찰할 때는 예전 과정을 다 거치고. 변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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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행정 속에 이름만 마을만들기야 그 밑에 구조는 똑같아 공

무원이 하는 건.” -소리마을 지역주민 D

“이러한 계획들을 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차근차근

가야 하는데 너무 포장만 하고 계획은 이만큼 세워놓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해요. 계획이 촘촘해질수록 주민들의 활동 영역은 더

좁아져요. 너무 가면 갈수록 서울시든, 성북구든 더 (제도를) 촘

촘하게 만들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은 확

보를 못해요.” -삼태기마을 마을사업단 B

공공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정부 행위자가 독점하였던 과거의 행정 체

계에 비하면 공공정책에 대한 주민의 참여도와 영역이 넓어지긴 하였지

만, 실제 사례에서 주민 주체는 정작 공동체의 필요와 직접적으로 관련

된 사안에 관한 논의의 장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한 인터뷰이는 주민

참여를 장려하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계획이 행정에 의해 더 세밀하게

체계화될수록, 주민의 참여 영역은 행정이 제도화해놓은 틀 안에 한정되

고 오히려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 것을 우려

하였다.

4.1.2. 정책 기획자와 정책 실행자의 분리, 민-관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 형성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사업 계획부터 실제 정책의 실행 단계까지 모

든 단계에 거버넌스 주체들이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

러나 실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정책의 기획과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구

조는 정부 행위자에 의해 계획된 반면, 사업 계획에 따른 정책의 실행은

지역 주민에게 맡겨진다. 주민은 정책의 기획 단계에서 행정과 대등하게

의견을 내거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마을만들기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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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 주체는 지역 주민이다. 이는 주민자치의

담론으로 정당화된다. 정책 기획 주체와 실행 주체 간의 분리가 가진 위

험성은 정책을 기획하는 주체가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의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과제를 설정하게 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한계는 실제 소리마을 거버넌스 사례에서 드러났다.

“다른 마을에서의 사업도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욕구도 있긴

하지만, 다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만큼 만들어줬어야 했는데 주

민들이 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줬으니 힘든 거죠. 건물 소유는

서울시이지만, 운영권은 주민들에게 주는 거에요. 운영비도 주민

이 부담해야 되요. 주민들이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을 만큼 지어

주고 운영해야 하지만, 초기에는 서울시가 빵 터뜨리기 위해서

너무 화려하게, 크게 짓다보니까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비용

부담이 안 되는 거에요.”-삼태기마을 사업단 B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분의 온전한 시간을 쏟는 거고 이 분이

다른 데 취업해서 돈을 벌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말 그

대로 봉사 이상의 희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도하

게 자발성, 주민자치라는 이름으로 몇몇 분들이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이게 되게 좋은 롤모델 이상향이라고 말은 했

지만 이게 주민들에게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지금의

구도는 약간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힘드니 단순인력

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니까 주민들

이 하셔야죠 라고 답변이 왔다는 거죠. (..) 그런데 이 마을에 거

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운영주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희

생을 해야 하는 건 자치라기보다는 희생이라고 보여져요.” -소리

마을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소리마을 주민들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통해 주민공동체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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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 소리마을 주민에게는 센터 운영을

위해 소리마을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마을 자체의 수익구조를 통해 센터

운영 기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그러나 주민공동체 활동의

경험이 없던 주민들이 커뮤니티 설립 이후 불과 1년 여 만에 이러한 결

과를 내는 것은 주민의 역량을 넘어서는 일이었다. ‘너무 화려하게 크게

짓다 보니까’, ‘주민들이 할 수 없는 형태’의 과도한 정책 목표가 과제로

부여된 것이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었지만,

주민이 스스로 운영하기에 버거운 규모의 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것은 행

정과 전문가 집단의 결정이었다. 센터 운영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소

리마을의 일부 주민들은 ‘과도하게 자발성’을 발휘해야했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을 왜 주민들에게 떠넘기느냐, 그 안에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을 하

는 것이니까. 그런데 전기료 이런 것을 왜 주민들이 내야 하냐,

내는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냐. 또 하나 이것은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삼태기마을 사업지원단 A

유창복(2013a)은 오늘날 행정이 위계적 통치문화를 지양하고 민-관

간에 외관상 수평적 계약관계를 맺고자 하지만, 사실상 관이 하청을 주

고 민간 행위자가 하청을 받는 불평등한 관행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한다.

테일러(Taylor 2007) 는 행정에 의한 하향식 거버넌스 구조가 복지나 공

공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아래로(시민사회의 민간 행위자에게로)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거버넌스라는 명목으로 행정에 참

여한 시민이 결국은 행정이 요구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이는 정부와 시민 간의 위계적인 거버넌스 구도로 귀결되는 경우

가 많다(유창복 20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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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민주적 책임성의 한계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가지

고 상호의존적인 협력 관계를 맺으며,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그

에 따른 책임을 갖는다. 그러나 거버넌스 네트워크의 주체 간의 상호의

존성은 동시에 거버넌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

음을 의미하기도 한다(Bevir 2010, 187). 스윙거도우(Swyngedouw 2005)

는 거버넌스가 전통적인 정부 중심의 통치 양식과 달리 이해당사자가 대

표성을 가지는데, 대표성이 불명확하고 분산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이해당사자가 갖는 책임성은 매우 모호한 성격을 지님을 지적한

다. 실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현장에서 거버넌스 주체 간에 모호하게

규정된 책임 소재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

다.

“제가 조직의 장이라면 되게 쉽게 이끌고 갈 수 있지만, 저는

담당자일 뿐이지, 행정사와 용역, 주민의 관계가 평등하기 때문

에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기 되게 힘들고. 저희는 주민과

의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등하게 가려고 막 하는 거

고. (...) 예를 들어서 말하면, 대표님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누구 자르시라고 할 수

는 없는 거잖아요.”-소리마을 담당 성북구청 공무원 A

“삼태기는 서울시가 건강마을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에요. 성북구는 이미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있는데, 다

른 구마다 지원센터 만들라고 하면서, 갑자기 컨설팅팀을 들어가

게 하고, 이 컨설팅팀이 단순히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건강

마을의 전반적인 주민참여까지 다 컨트롤 하라고 하니, 중간지원

센터가 ‘도대체 우리 동네 들어와서 뭐 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삼태기마을 사업지원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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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센터 운영에 대한 사안) 구청도 몰라. 구청이 몰랐던 것

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센터 관리운영권이 자기에게 올지

몰랐거든요. 여기도 당혹스러운 것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

려운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관리의 권한과 책임의 권한이 어떻

게 분배되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웠던 거죠.”-소리마을 지역주

민 E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에서 행위자 간의 분산된 책임성의 구

조가 지닌 한계는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 간 관계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리마을은 사업 추진 당시 주민 조직 내부의 의견합의가 어려

워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공식적 권위를 지닌 정부

행위자가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율해줄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사업

을 담당한 공무원은 주민과 행정의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업 구조

하에서 주민 간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자율성을 해칠 것

으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공무원을 비롯한

정부 행위자가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할 실질적인 책임이나 권한도 없었

다. 이러한 책임성의 문제는 정부-비정부 행위 주체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민간 행위자 간, 정부 행위자 간에도 일어났다. 삼태기마을은

사업 초기에 건강친화마을 사업지원단과 중간지원조직인 성북 마을만

들기지원센터 간에 주민협의체의 활동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명확히 구

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소리마을의 사례에서 서울

시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결정 권한을 성북구청에 갑

작스럽게 위임한다. 이전까지 센터운영에 대한 책임이 모호하게 주민

의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지만, 서울시의 결정에 의해 성북구는 갑작스

럽게 센터운영의 과제를 맡게 된 것이다. 이렇게 네트워크 거버넌스

하의 주체들은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

운’ 딜레마 상황에 처하였다.

거버넌스 주체 간에 모호하게 규정된 책임성의 문제는 중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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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정치적 권위를 가진 행정이 결정을 내리는 구조

로 귀결될 수 있다. 한편으로, 행정은 비정부 행위자들이 모호한 책임

구조 하에서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제적 조치를 더욱 강화

할 유인이 크다.

4.1.4. 성과주의와 효율성 중심의 제도화

비버(Bevir 2010)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하에서 국가는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효과적으로 감독·관리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하게 된다고 본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비국가 행위자들은 정책 실행과 그에 따른 공

공서비스 제공을 맡음으로써 국가의 역할범위를 축소하고 국가의 역할을

대체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정책 결과에 대한 책임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다. 따라서 정부 행위자는 정책 과정의 수행을 위임받은 민간 주체의

성과가 일정한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모니터하고자 한

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행정에 의해 기획된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형

성된 만큼, 주민자치활동이 일정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과에 대한 강조는 본래 민관 파트너십·협력 관계에 기

반한 거버넌스가 갖고 있는 정치적 속성을 탈정치화시키고, 참여를 정치

의 과정보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거버넌스의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한계를 지닌다(Taylor 2007).

“시나 구청은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공무원이잖아요. 그 분들

은 성과주의를 먼저 앞세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우리 주민들

은 현실주의고. 우리 동네 (현실에) 맞게 건의를 하는 사람들인

데, 거기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는 우리 중

심대로 해석하는 거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은 성과주의니까 하나

라도 성과 올려서 위에 보고해야 자기네들도 면이 서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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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위해서 자꾸 사업비만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접근

하면 안 되죠. 사람들이 사업비만 얘기하다보면 사업에만 주민들

이 끼워 맞추게 되는 거에요. 말 그대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

는데, 이 모임을 해서 커뮤니티에 대한 개념이 생기면 조금씩 성

장해야 하는데 사업비에 몰입하니까 여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촘촘하게 짜여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거죠.“ -삼태기마을 사업단 B

“우리 주민들은 봉사로서 소리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돈 있

는 사람은 조금씩 내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와서 즐기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바깥에서 볼 적에는

그게 아니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따오고 바깥에서 보

이게, 화려하게 그런 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주민

들이 과연 그렇게 되면, 짜놓은 것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소리

마을 지역주민 C

소리마을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의 운영권이 원칙적으로 주민에게 있지만, '과연 시설 관리를 맡을 담당

자가 없어도 될까'라는 염려를 내비쳤다. 민간 행위자에게 정책의 실행을

맡겼으나, 이에 대해 적당히 거리를 둔 (arm’s length regulation) 관리와

규제를 해야 할 필요성은 여전히 행정의 고민으로 남아있다. 비정부 행위

자의 정책 수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실제 거버넌스 현장에서 객관적

이고, 수치화된 평가·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안민영

(2014)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의 평가제도가 주민들의 마을활동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강되었다고 분석한다. 일례로, 서울시 마을공동체지

원센터의 '주민제안사업 사업계획' 평가표를 보면 주민모임 인원수와 모

임 빈도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수치화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이 (관이) 짜놓은 것에 들어가는’ 결과를 낳고, 개인의 활동을 국가

의 통제 안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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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거

버넌스가 행정의 성과·보고 체계를 중심으로 평가될 경우, 민간 거버넌스

주체의 자발성이 약화되며 주민의 참여 양상은 행정이 조직한 체제 하에

‘끼워 맞추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보인다.

“몇 년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발성 외에는 평가

받을 수 없는, 자발성만 놓고 보면 매우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공공의 평가선상에 올라가면 안 되요. (…) 공

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의 여가와 시간을 헌신했던

사람으로서 평가받아야 하지, 마치 사업이 실패했으니까 주민이

이기적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하고는 일을 못하는 거죠.” -

소리마을 지역주민 E

행정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에서 사업의 성과 수치로 거버넌스

의 성과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이 거버넌스를 공공서비스

를 효과적·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네

트워크 거버넌스 전통은 정책 행위자의 행위나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와

데이터로 비교·평가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으로 정책의 성과를 내는 표준

적인 방법을 찾고자 한다. 어떠한 요인에서건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낸

마을만들기 사례는 하나의 '성공사례'로 채택되어 다른 마을공동체 정책

과정에 적용된다. 이러한 벤치마킹의 방식을 통해 행정은 거버넌스 과정

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 정

책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Bevir 2010, 191-193).

“어쩌면 행정에서는 마포의 성미산 이런 사례를 보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간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주민위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예를 들어 성미산, 삼각산 그 이외에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건물을 운영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을 하고 이 안에서 수익금, 기금 같은 것도 모으고 활동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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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마을에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

고 이런 이상향으로서는 맞는데, 소리마을 센터를 봤을 때 이게 과

연 좋았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소리마을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동네에 맞는 성과를 내야지, 공무원 입에 맞는 성과를 내는

게 아니라. 삼태기는 삼태기만의 성과가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

만의 성과가 있는 건데 다 똑같은 성미산 마을을 만들라고 하니

문제죠.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사람을 집어넣는 거죠. 주민은 그걸

원한게 아닌데.” -소리마을 지역주민 D

인터뷰이들은 소리마을과 성미산마을은 다른 지역적 역사와 사회·문

화적 맥락을 갖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은 서울의 성공적

인 마을공동체사례로 꼽히는 성미산마을을 성공사례로 모델링하여 소리

마을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 정책은 '삼태기마을다운 삼태기마을', '소리마을 다운 소리

마을'이 아니라, '성미산마을 같은 삼태기·소리마을’을 만드는 것을 중요

한 정책의 성과로 본다. 그러나 성공사례를 본따서 만든 거버넌스의 모

델링은 지역 공동체의 고유한 맥락을 간과할 뿐 아니라, 마을 현장에서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구성해 나가는 행위자의 역할을 축소한다. 마을만

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함으로써 마을공동체의 새로운 전통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자의 창조성은 발휘되기 어려우며, 지역주민은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메커니즘'을 그대로 실행하는 행위자로 전락한다. 이때의 마을만

들기 거버넌스와 일련의 정책 과정은 사회공학(social engineering)의 메

커니즘에 가깝다(Bevir 2010).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의 마을만들기 거버넌

스에는 관 주도적이고 국가 중심적인 통치 양식으로서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주민 주체의 참여와 거버넌스 과정을 통한 주민자치의 실현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의 실행과 이를 위한 위로부터의 제도화에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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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인 속성을 갖는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원칙을 실천할 것을 표방하고 그러한

원칙에 기대어 스스로를 정당화하나 현장에서의 실천 과정에서 비민주적

거버넌스 전통은 다양한 딜레마를 낳는다.

제 2 절 민주적 거버넌스의 재구성: 사회적 자본과

다양한 지역적 전통의 형성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사례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지속하는 기

존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전통이 거버넌스의 위기적 상황을 만들지만, 이

것이 모두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기존의 거버

넌스 전통이 참여 민주적인 방향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것은 거버넌스

행위자에 의한 해석과 재인식, 실천의 과정 때문이다.

콘월(Cornwall 2014)의 논의를 상기시켜보면, 행정에 의해 위로부터

추진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이 정부에 의해 ‘초대된 공간(invited

place)’을 의미하지만, 이 공간은 주민이 시민으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

의 공간’이기도 하다. 워렌(Warren 2014)은 거버넌스에 의한 민주화가

엘리트 주도의 거버넌스로서 내재적 한계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민주주

의에 다음의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한다고 본다. 먼저, 거버넌스는 인민

(people)의 경계를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에서 집합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로 확장한다. 또한, 거버넌스는 직접 참여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참여자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정책의 영향과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열린 형태의 대표를 지향하며, 공적 문

제를 해결하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한다. 워렌의 관점을 빌리자면, 마

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원칙적으로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의 실현

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지역주민이 시민으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

의 공간임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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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는

공식적인 제도나 행정적 절차·과정으로 객관화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

다. 거버넌스 행위자에 의해 실천되는 협력의 조정양식이기 때문에 행위

자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양한 거버넌스 주체들이 그들의 신념에

따라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이 지닌 한계를 위기로 해석하고 이에 대응하

는 과정에서 거버넌스는 새롭게 재구성된다.

쿠이만은 거버넌스의 유형을 계층적 거버넌스, 자율 거버넌스, 그리고

공동거버넌스로 구분한다. 계층적 거버넌스(hierarchical governance)는

중앙의 통치자, 즉 국가가 집합체 형성과 대표의 과정을 지배하는 하향

식 거버넌스이다. 자율거버넌스(self-governance)는 참여 구성원들이 스

스로 집합체를 형성하고 대표하는 상향식 거버넌스이다. 공동 거버넌스

(co-governance)는 하나의 집합체가 다른 집합체, 즉 정부 행위자와 민

간 행위자가 협력하는 거버넌스이다(Kooiman 2003; Kooiman et al.

2005).

쿠이만의 거버넌스 유형에 따르면,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정부 주도의 계층적 거버넌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공동체에

의해 재구성된 거버넌스는 정부와 비정부 행위자가 협력적 지위를 형성

해가는 공동 거버넌스에 가깝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행정이 주도하는

협력 형태를 보였으나 점진적으로 정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공의사결정

에 참여하는 시민의 모습이 나타난다. 곽현근(2012)은 정부와의 관계에

서 대등한 위치에 서기 위해 자율공간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공동거버넌스가 자율거버넌스를 전제로 하며,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공동거버넌스를 지향하는 로컬거버넌스는 자율거버넌스를 동시

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로컬거버넌스에서 지역 주민이 행정과

대등한 거버넌스 주체로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독립된 지역 주민

간의 자율적인 활동 영역(자율거버넌스)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

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주민 주체들은 정부와의 사업을 통한 협력적 거버

넌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근린지역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한 자발적인 결

사체 활동을 통해 이러한 공동거버넌스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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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주민 주체들은 거버넌스의 위기적 상황 이

후에 각기 다른 반응과 대응양상을 보이며, 이를 통해 새롭게 재구성한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본 절은 두 마을공동체

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다른 거버넌스의 전통을 형성하였는지 분석한다.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 분석을 통해 본 절은 지역 공동체가 가진

전사(前史)와 공동체의 전통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두 거버넌스

의 차이를 만드는 변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공동체의 협력적 행위와 거버넌스를 분

석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이자 관점이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기존의 연

구들은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중

요한 공동체의 역량임을 밝힌다(배응환 2002; 하민철·진재구 2009). 사회

적 자본에 관한 논의들은 대체로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정의에 주목하는

데, 퍼트남(Putnam 1995b:664-5)은 사회적 자본을 행위자들이 공유된 목

적을 함께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규범, 신뢰 등 사회적 활동

의 요소(the features of social life-networks, norms, and trust- that

enable participants to act together more effectively to pursue shared

objectives)로 정의한다24). 이러한 개념은 사회적 자본이 한 공동체 내에

서, 혹은 공동체 간의 협력적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제이자 자원임

을 함축한다. 사회적 자본은 로컬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 간의

지속적이고, 양질의 협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및 마

을만들기 거버넌스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4.2.1. 삼태기마을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그렇다면,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서 사회적

자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거버넌스 주체 간의 양질의 협력을 가

24)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의 관점과 개념이 적용되는 사회 현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사회적 자본에 대한 다양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을 대체

로 사회적 관계, 호혜성, 신뢰, 규범, 네트워크를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본다

는 데에서 교집합을 갖는다.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할 것.

Putnam 1993: 2004; Nahapiet and Ghoshal 1998; Woolcock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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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게 하였는가?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두 마을 공동체가 다른 거버넌

스의 전통을 형성하는 데에 어떻게 기여하였는가? 퍼트남(Putnam 1993)

은 사회적 자본이 지역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지역 사회문제에 관련된이해

관계자들간의 상충되는 이익을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협력

을 촉진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와 유사하게, 배응환(2002)은 사회적 자본

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일컬어지는 거버넌스 주체 간의 신뢰와 상호성

규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해와 권력을 둘러싼 갈

등·대립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루게 한다고 보고, 사회적 자본을 지역공

동체에 유익한 정책을 산출하게 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통치자원으로 이

해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삼태기마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역 주민들의 평균 거주기간(13.06

년)이 높고, 30-40년 이상을 지역에 거주한 주민도 적지 않을 만큼 정주

성이 강한 지역이다. 따라서 삼태기마을은 건강친화마을만들기사업과 복

지건강공동체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미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었

다. 정부에 의해 마을만들기사업이 추진되기 이전에 삼태기마을에 거주

하는 지역 주민들은 과거부터 형성되어 온 지역적 전통을 공유하고 있었

다.

“70-80년대 도시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서울에 일자리를 위해

상경하신 분들이 모이게 된 게 월곡2동, 삼태기마을이 된 거에

요. 경북 출신, 화성출신, 다양한 곳에서 많이 오셨어요, 제 2의

고향이 된 거죠. (...) 비슷한 때에 비슷한 목적으로 서울에 왔으

니까. 일단 시골에 살았던 경험들 때문에 지역에 대한 연고성이

다른 동네에 비해 강하신 편이죠." 삼태기마을 사업단 B

“여기 동네 정서 자체가 도심 속의 농촌 마을 정서가 흐르고

있어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양순하다고 봐야죠. 도심은

경쟁 때문에 살기가 힘든데, 여기는 딴 동네랑 비교할 때 특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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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같아요. 오래 많이 사셨고, 보통 30,40년 사신 분들이에

요. 임원분들은 30,40년 마을에 거주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다보니

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흐르는 거고, 그런 데서 많이 플러스 요

인이 된다고 봐야죠.”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B

인터뷰를 가졌던 삼태기마을의 주민들은 삼태기마을이 도심 속에 위

치하였지만, 주민들 간에 농촌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족 같은'

유대감과 연고의식이 형성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지역 주민들 간의 약한 수준의 유대관계는 2000년 초반, 3개 통의 통

장들이 모여 마을공동체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보다 강화되었다. 이

들은 월곡2동의 3개 통을 묶어 삼태기마을이라는 명칭을 만들고 하나의

지역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삼태기마을은 2002년부

터 삼태기마을축제를 개최하여 5년간 마을축제를 꾸준히 지속하여왔다.

마을축제는 삼태기마을의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핵심적인 마을 행사

로서 지역 주민 간의 네트워크와 연대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기

제였다. 2007년에 행정구역 재편으로 인해 삼태기마을이 2개통으로 통폐

합되고 마을의 활동을 주도했던 통장들의 임기가 만려됨에 따라 마을축

제는 잠시 중단상태에 놓였다. 그러나 건강친화마을사업이 추진되기 이

전부터 이루어진 마을 단위의 공동체 활동은 강한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삼태기마을의 지역적 전통을 구성한다.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이후 추진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삼

태기마을의 지역적 전통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

형성 이후 지역 주민들은 건강실천 프로그램으로서 걷기 동아리와 같은

주민 소모임을 자체적으로 조직해서 활동하였다. 또한, 중단되었던 삼태

기마을축제를 부활시켜 매년 10월에 삼태기마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민협의체를 통해 삼태기마을축제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자발적으로 개진한 결과이다. 삼태기마을축제는 200여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와 더불어, 삼태기마을주

민협의체는 마을신문인 삼태기마을 소식지를 발행해 마을의 주요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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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지역 주민에게 꾸준히 알려왔다.

삼태기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이전부터 형성되어

온 지역의 전통을 활용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과정에서도 마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더욱 강화하였다. 더드윅 외(Dudwick et al. 2006)는 지역

공동체의 주민 간에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크게 네트워크

(groups and networks), 신뢰와 연대감(trust and solidarity), 집합행동과

협동(collective action and cooperation), 정보와 의사소통(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사회적 응집성과 포괄성(social cohesion and

inclusion), 권한과 정치활동(empowerment and political action)으로 분

석한다. 더드윅 외의 사회적 자본 구성요소에 따라 삼태기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한다면 삼태기마을은 각 구성요소에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삼태기마을의 지역 주민들은 건강동아리

등의 지역의 공식적·비공식적인 주민조직을 통해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견고히 하거나 확장하였고,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에 대해 마을기금

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집합 행동을 보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마

을소식지를 발행해 주민 간의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였고, 마을축제는

주민들 간의 응집력을 높이며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주민까지 참여하

도록 사회적 포괄성을 높였다.

전술하였듯이, 삼태기마을 주민협의체의 구성은 사업 추진을 위한 목

적성을 띠었기 때문에 포괄성과 대표성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 초기단계에 주민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주민들이 자의적인 예산 사용, 폐쇄적인 집단으로 오해를 사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물리적 환경의 개선, 주민활동 조직 등의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내고,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의 과정을

통해 점차 주민협의체 내외부의 주민들 간의 신뢰관계를 높여왔다.

“지금은 화목하게 잘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태기마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불만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 우리 회의 때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믿고 잘 따라와주는 상태에요. 불만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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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없어요. 처음에 2012년도 초창기에는 (불만이) 많았죠. 그때는

반대 세력도 있고. 서울시에서 3억 씩인가 돈을 내려준다는데,

조그마한 마을에 3억 내려준다니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

들이 오해로 인해서 이해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에 설득 안되요. 자기네들이

들어보고, 느끼는 것으로 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지, 누가 변명으

로 해결 못해요. 그런 거 할 적에 속은 많이 상했는데, 그래도

참고 가니까 다 해결이 되더라구요.”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A

“이 분들도 다 관심이 있고 일단 그냥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도 가끔씩 이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세요. 삼태기를 만약에 너도 나도 관심을 갖지 않고 한 사람씩

빠지게 되면, 동네 분들이잖아요, 거봐라 내가 니네 그럴 줄 알

았다, 안 될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는 걸 짐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열심히 하자 자꾸 독려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를. 그

리고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하다가 안 되게 한다고

발을 빼면 내가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만약 누가 사업을 그

만두게 되면) 더 이상 이 동네에서 살지 못하죠.” -삼태기마을

사업단 A

삼태기마을 사례의 인터뷰 대상자들은 공통적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

성해놓은 주민 간의 유대와 협력의 전사(pre-history)가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의 성과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마을

주민들 간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관계망이 지역 주민이 사업을 위해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동시에, 주민협의체가 활동을 지

속하게끔 강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일단 마을 활동에 참여하

게 된 주민들은 활동을 빠지고 싶은 상황에도 주민협의체 외부 주민의 '

내가 니네 그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는 시선을 의식해 쉽게 참

여의 공간에서 이탈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제를 바탕으로 주민협의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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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며 회원 간의 연대망을 결속시켜왔다.

“어느 단체든 이견이 발생할 수 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그 범

주를 탈피할 수 없는 거죠. 임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나오는

데, 다만 이 의견에 대해 감정을 갖지 말자. 다 발전적인 의견이

니 감정적으로 연결시키지 말자 이런 생각은 항상 갖고 있지. 그

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 소화하고 나름대로 올바른 길로 나가

고 있는 거죠.” -삼태기마을 지역주민 B

“여기는 연령대가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사셨잖아요, 서

로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싫은 소리, 그 사람 성격을 아니까

저 분은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해 이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

삼태기마을 사업단 A

삼태기마을의 지역주민 간에 형성되어 있단 신뢰와 연대 의식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 간의 의견·관점의 차이와 그로 인

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자원이 되었다. 심의의 핵

심은 과정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고정된 이해관계를 갖고 논의의 장에

들어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해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에 있다(Dryzek 2000,

정규호 2005). 삼태기마을의 주민협의체 회원들은 주민들 간의 두터운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다른 구성원이 내놓는 ‘발전적

인’ 의견에 대해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꾸준히 지켜왔다.

“기존에도 관계망 같은 경우 가까이 살고, 오래 사셨기 때문

에 그런 관계망들은 있으셨겠죠. 사업을 통해서 그런 결속의 기

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을축제를 보더라도 기존에 삼

태기마을축제가 있었어도 그게 정례화되고 매년 그 시기별로 10

월달에 자리 잡게 되고, 주민들이 이러한 마을에 대한 문제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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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을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인식들이 많이 성장해 나

가신 것 같아요. 기존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초반에 부정적인 분

들도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나가서 마을소식지도 만나서 직접

드리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가도 한 번씩 마실사랑방 오셔서

쉬시고, 진료도 하다 보니까 거점 공간을 통해서 주민들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삼태기마을 담당

성북구청 공무원 A

또한, 삼태기마을의 거버넌스 주체들은 공동체에 기존에 형성되어 있

던 사회적 자본이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가능케 했을 뿐 아니라, 마을만

들기 사업을 통해 삼태기마을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평가한다.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기존에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주민

간 소모임을 공식화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

도하고 기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은 '

주민들이 마을을 가꾸고 지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특히,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는 기존에 주민 간에 형성되어 있던 사회적

자본을 사업 추진에 결합·활용시키고 사업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

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결과적으로 삼태기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는 사업의 1차적 목표인 복지·건강 공공 서비스의 제공을 달성할 뿐

만 아니라 삼태기마을의 사회적 자본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하기도 하였다.

4.2.2. 소리마을 거버넌스와 사회적 자본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 이전에 지역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던 삼태기마을과 달리, 소리마을은 거주지 인근 주민들

끼리의 비공식적인 소모임만 존재하였을 뿐 마을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

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았다. 또한, 다수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마

을 전체차원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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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이 전체적으로 뭘 하는 건 없었고. 옛날에는 통장회, 반

장회만 있었고 따로는 없었죠. 우리 6블럭 중에 이 블록만. 그래

서 소리마을 사람들 중에 주민협의회에도 우리 사람들이 더 참

여율이 높죠. 활동이 아니고 그냥 이웃사촌들끼리 노는거죠, 이

블록이. (...) 지금 보면 주민협의회 11명 중에 4명이 우리 골목

사람들이에요. 원래 동네에서 재밌게, 김치 갖고 와서 삼겹살 구

워먹고 그런 시절에 있던 사람들.” -소리마을 지역주민 C

“기존에는 어느 정도 맹아가 있는 거죠. 같은 비슷한 공간에

살다 보니까 지역 커뮤니티가 스스로 있었고, 서로 간에 왕래가

있었고, 슈퍼를 중심으로 해서 단골 고객이 있고 대화를 하던 커

뮤니티가 있다가 (...) (서울시에 의해) 공공의 사업을 같이 고민

하는 커뮤니티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래서 주민협의체

가 생긴 것은 (주민 공동체의) 맹아는 있었어도 결국에는 목적성

은 시정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성은 적어도 80% 이상은 된다고

봐야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여기(주민운영위)에 모인 12명은 이 둘의 인적 바운더리 내

에 있는 사람,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 몇 명 들어오고

이 사람이 추천한 사람 몇 명이 들어오는 구조로 형성되다 보니

까 다양하게 여러 단위에서 추천된 게 아니라 많지 않은 단위에

서 추천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쪽에서는 늘 같이 밥 먹는 사

람들이 기본적으로 있고, 이 쪽에서는 늘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가 보니까 영역 대 영역의 대립으로 비화가 되어 버리

게 된 거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전에 지역 줌니들은 길음1동의 지역

적 공간을 하나의 마을 공동체로 거의 인식하지 않았으며, '소리마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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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집단적 정체성은 사업 이후에 행정에 의해 부여되었다. 따라서 마

을만들기 사업 이전의 소리마을에는 인근 지역 주민 간의 낮은 수준의

연대감만 형성되어 있었다. 더드윅 외(Dudwick et al. 2006)의 기준틀에

따라 소리마을의 사회적 자본을 분석해보면, 소리마을에는 거주지를 중

심으로 모인 소규모의 주민모임이나 일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의 '맹아'는 있었으나 이러한 점조직들이 마을 전체적인 네트워크로 연

결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소리마을은 '사회적 포괄성'의 요소에서 한

계를 보였다. 기존에 마을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는 네트워크가 부재하였

기 때문에 사업 이후에 형성된 주민운영위는 지역 내에서 특정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협소한 인적 관계망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이는 사업

후반부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적 관계망 간의 대립 구도로

발전하였고, 마을 공동체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지닌다.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중간에 센터를 중심으로 마을 축제가 몇 차례 개최되었

지만, 이마저도 다수의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아 '사회적 통합'을 이루

었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재생사업 초기에 3차례 '길음휴먼타운 소식지

'라는 마을신문이 발행되었으나, 이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의 진행사안

에 대한 정보전달의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따라서 마

을신문을 주민 간 주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기 힘들다.

“흔히 말하면. 이런 자발적인 조직들은 인사관리가 되는 조직

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의지거든요. 이 의지는 가변성이 크잖

아요, 유동성이 크고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해. 그러면 이 변화에

따라서 개인들은 선택을 하는 거죠.”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사실은 이득이 되는 일 보다는, 같이 이득이 되면 같이 주고

받고가 되는데 이건 좋은 일,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해보자, 공익

적인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이걸 지쳐버리는 거

죠. 그걸 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거죠.

(…)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분열만 생기고, 서로 마음 안 맞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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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마음 안 맞는 사람과 일할 이유

가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쉽게 관두고. 그런 걸 되게 많이 봤

어요.” -소리마을 담당 성북구청 공무원 B

삼태기마을은 주민들 간에 형성되어 있던 긴밀한 관계망이 주민이 참

여의 공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했다면, 반대로 소리마

을 지역 주민들은 약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안 맞

는 사람과 일할 이유가 없으면' 참여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삼태기마을은 주민들 간의 관계망이나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참여

를 지속하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상대적으로 사회적 자본이

낮은 소리마을은 지역 주민이 갈등을 인내하고 참여를 지속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소리마을은 센터 운영 초기 단계에서 주민운영위 내부의 의견

불일치와 그로 인해 촉발된 갈등 관계는 상당기간 지속되었다. 소리마을

주민운영위는 소수의 리더가 가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되어 주민

운영위 내에 상호배타적인 그룹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주민운영위 전

체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장애요인이 되었다. 구성원 간의 약한

신뢰감은 열린 공간에서의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한 의견에 대한 존중감

을 약화시켰고, 개인의 주장을 조정하기보다 몇몇 소수가 개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발현하자, 운영위에 참여한 전체 주민의 의견

이 번복되었다. 대화와 의사소통의 과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합의로

수렴되기보다, 오히려 기존 그룹 간의 경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회의 때 보통 하는 얘기는. 우리가 탁구대를 하나 살 건데 사

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사라,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

음날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탁구대를 굳이

살 필요도 없는데 왜 사냐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사려고 했던 사

람들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못사는 거에요. 그러니까 또 다음 회

의 때 진짜 사냐마냐하고, 진짜 사라해도 또 다음날 생각해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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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어디 누가 갖고 있다고 얻어오면 된다고. 분위기가 자꾸 이런

식이니까 저 사람하고는 일을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생기고. 주민

내부에서도 집단이 생기는 거에요.” -소리마을 담당 성북구청 공

무원 B

“내 옆 사람하고 충분히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일상적으로

도처에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가 상호 간에 정립할

수 있는 기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들이 행동 수칙을 정해서 일

일이 이렇게 하자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어르신들이다 보

니까 그걸 굳이 받아들이지도 않죠. 아쉬울 게 없으니까. (…) 일상

에서 오는 마찰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의사를 표현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

은 제한이 된다.” -소리마을 지역주민 E

소리마을 지역 주민과의 인터뷰 결과, 소리마을협동조합 설립 이후 초

기에 이루어진 의사소통 과정은 개개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협동조합의 본

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인의 의견을 조정해 나가는 심의의 과

정으로 보기 힘들었다. 심의의 과정이 지닌 성찰적 측면(relfective aspect)

은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심의의 과정에서 개인

의 선호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에 맞춰 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이젝(Dryzek 2000)은 심의가 다른 종류의 의사소통과 구별되는 ‘사회

적 과정’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심의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 참여자

(deliberator)는 그들의 판단이나 선호, 관점을 수정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은 강압이나 조작보다 설득의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리

마을 거버넌스 과정에서는 각기 다른 선호와 관점을 가진 주민 개개인이

심의와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각자의 관점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없었으

며, 오히려 구성원들이 기존의 판단을 강화하거나 관철하는 태도를 견지함

으로써 결국 주민조직 내의 파벌이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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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조직이건 조직을 이끌기 위한 기본적인 주도권에 대

한 인식이 생길 수 밖에 없고. 내 의견이 맞아, 아니야 나는 동

의 못해 서로 간에 싸우고. 여기서 합의가 잘 되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아. 결국에는 권한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

칠게 관철되다 보면 주도권과 비주도권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하는 거고, 복잡해지는 거에요 상황이.” -소리마을 지역주민 E

그러나 이러한 초기의 갈등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소리마을 주민들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과 일련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사회적

자본을 점차 형성하여 왔다.

“지금은 이참에 보니까 주민들끼리 합해져서 하니까 하고 나

면 성취감이나 서로의 고마움 표시,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주민위

원들이랑 봉사단에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사

람대로 회장님 같이 봉사하는 사람들 있으니까 고맙고, 서로가

고마움을 느끼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게 되고. (…) 그

래도 돈이 아깝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런 데서 누구 한 두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걸 보고 옆에서 저 사람도 저

렇게 하는구나 나도 해야지, 서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요.” -소리마을 지역주민 C

“돈 없어도 도서관 하니까 애들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을

이 아닌가요? 애들이 지나가다가 책 있으면 와서 보고, 집에 엄

마가 없을 때 잠깐 있다가 가고, 엄마가 퇴근이 늦으면 있다가

가고, 이게 마을의 품앗이고 마을의 사업인데.” -소리마을 지역

주민 D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진행 중에는) 인

내와 노력이 많이 필요했죠. 그래도 운영위원회 회장님이 솔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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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해서 다시 해보자는 의견이 있었고 지금은 국수데이로 주민들

의 호응이 좋아요. 주민 분들도 이전보다 더 많이 오시고. 사회

적협동조합 와해 이후에는 힘이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운영위

원회 재개 이후에는) 회의하기에 분위기도 괜찮아졌어요.” -소리

마을 지역주민 F

소리마을 거버넌스 진행 과정에서 센터 운영과 이를 둘러싼 행정과의

갈등적 사건은 오히려 지역 주민들이 내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주민주체에 의한 자치적인 센터 운영이 마을 공동체가 시급하

게 해결해야 할 마을의 현안으로 다뤄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

간의 자발적인 집합 행동을 이끌어내면서 이는 소리마을 지역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협력의 역사를 일구었다. 이러한 협력의 경험은 소리

마을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 주민운영위가 재구성

되고 난 후, 센터의 공간을 넘어선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도하면서 소리

마을은 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우여곡절’을 함께 겪은

지역 주민 간에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은 소리마을에 사회적 자본이

형성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으며 소리마을의 새로운 지역적 전통

을 구성하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삼태기마을 사례는 거버넌스 참여자 간의 협력의 전사(prehistory)는

또 다른 협력의 경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긍정적인 선행 조건(starting

conditions)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Ansell and Gash 2008). 반

대로, 소리마을 공동체는 약한 사회적 자본과 협력의 경험이 부족하여

지역 주민이 거버넌스 과정에 동참하거나 참여할 동기를 그만큼 적게 받

았고 초기 단계의 갈등적 상황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공동체의 약한 사

회적 자본은 주민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활동을 이끌어내기에 불리한 초

기 조건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통한 이후의 협력적 과정은

구성원 간의 신뢰와 상호이해, 헌신을 형성하면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버넌스에 참여하도록 하는 동인이 되었다(Emerson et al. 2012).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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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를 통해 소리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지역적 전통을 구성하여

나가고 있다.

제 3 절 소결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정부

가 위로부터 제도화한 정책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민주적 가치와 규

범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행정 주도의 위계적인

거버넌스 전통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존의 거버넌스 전

통의 비민주성은 일정한 제도적 틀 내에만 제한된 주민 참여와 그에 따

른 형식적 거버넌스, 정부가 정책을 기획하고 주민이 정책을 실행함으로

써 드러나는 과도한 자발성의 요구와 민-관의 위계적인 구조 형성, 다양

한 거버넌스 주체 간에 불명확하게 분산된 책임성의 한계, 성과주의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거버넌스의 양상을 보이며 거버넌스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나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거버넌스의 주민 주체들은 기존의 거

버넌스 전통이 지닌 비민주성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인식한다. 그리고

주민 참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마을공동체 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한

다. 거버넌스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재구성 양상은 삼

태기마을과 소리마을 공동체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두 마을공

동체는 마을공동체 사업 이전에 마을 전체 차원의 협동의 경험의 유무와

그러한 공동체의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사회적 자본의 정도에서 차이

를 보였기 때문이다. 사회적 자본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심의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원이 되는 반면, 사회적 자본이 낮은 마을공동체는 의사소통의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본 절은 사회적 자본의 유무가 주민 주체들 간의 심의

적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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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사업이 추진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삼태기마을과 소리마

을은 각 지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

한 거버넌스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삼태기마

을과 소리마을 사례 모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경험이 마을공동체가

겪는 새로운 협력의 전사가 되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기회이자 새로

운 마을의 전통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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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정리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

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1) 서울시의 마을공동

체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적 원칙에

따라 정책을 제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민주

성과 비민주성이 혼재된 양상으로 거버넌스가 실천되는 이유를 탐색하

고, 2)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행위자에 의해 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기존 연구는

거버넌스를 정책 제도나 객관적으로 고정된 체계로 제한하여 인식하기

때문에, 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참여와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정책화되었음에도 현실에서 비민주적 실천 양상으로 드러나는지를 설명

하지 못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를 국가의 통치 헤게모니 구조의

재생산으로 분석하는 구조중심적 접근은 어떻게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비민주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로 변화·재구성되는지를 설

명하지 못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

버넌스를 고찰할 것을 제안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은 거버넌

스를 정책 시스템이나 객관적인 체계로 고정하여 인식하지 않고,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의 해석·재인

식을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행위자의 적극적 해석과 행위를 통해 도전받으며,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며 재구성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기존의 거버

넌스 전통과 새로운 거버넌스 실천 간에 나타나는 간극, 이러한 거버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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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위기와 변화를 행위자의 능동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통해 성북구 월곡2동의 삼

태기마을과 성북구 길음1동의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마을에는 복지건강공동체사업과 주민참여형재생사

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의 실천을 목

표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형성되었다. 본 연구는 행위자에 의한 거버

넌스의 구체적인 실천 양상과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들의 해석과 인식

을 하나의 내러티브로 구성하기 위해 해석적 접근을 통해 사례를 분석한

다. 두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정·중간지원조직·외부전문가·주

민 행위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와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문헌자료조사를 바탕으로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의 거버넌스 실천

과정을 구성하였다.

삼태기마을의 복지건강공동체사업은 도심 속의 마을공동체 재생과 마

을을 통한 복지·건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수행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

이다. 사업 초기 단계는 성북구청과 보건소의 주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

였기 때문에,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는 사업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사업 1차년도 종료 후에, 서울시는 사업의 예산을 삭

감하고 사업 주관부처를 변경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고 정책의 주요

한 결정과정에 주민주체를 소외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를 보였다. 사업 초

기 단계에서 수동적 참여 양상을 보였던 삼태기마을주민협의체는 심의와

대화의 누적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점차 주민주체로서 역량을 강화

하였고, 행정의 비민주적인 거버넌스 실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다. 이

후에 삼태기마을주민들은 마을기금조성과 다양한 마을공동체활동, 외부

로의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주민참여

도를 높이고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갔다. 소리마을의 주민참여형 재생사

업은 주거지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

을 목표로 수행된 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이다. 소리마을의 마을만들기 거

버넌스는 사업기획단계부터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운영위원회를 참여시키

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민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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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행정은 주민조직인 소리마을협동조합

이 1년 안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체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못하자,

운영 불안정성과 운영 적자를 이유로 센터 운영권한을 외부 단체에 위임

하려고 한다. 행정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소리마을의 주민 행위자는

비판적 문제의식을 통해 거버넌스를 지속할 주민주체의 의지를 발현한

다. 소리마을 주민들은 주민 주체의 센터 운영을 요구하였고, 주민운영위

를 재구성해 자체적인 문화·교육 프로그램·마을도서관 운영·장학사업 등

의 마을공동체활동을 통해 다양한 마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실천하고

있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는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목표로 제도화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통과 그에 따른 비민주성의 한계가 지속되

고 있으며 이것이 실제 마을의 거버넌스 실천 과정에서 위기적 상황을

발생시킴을 보여준다. 기존의 거버넌스 전통은 주민참여를 소외한 행정

중심의 형식적 거버넌스, 정책 기획자와 정책 실행자의 분리로 인한 민

간의 위계적 거버넌스 구조, 다양한 거버넌스 행위자 간에 모호하게 규

정된 책임성의 한계, 성과주의와 효율성을 중심으로 제도화된 거버넌스

의 특징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 전통은 효율적·효과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을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의 가치보다 우위에 두고 효율적인

체계를 위로부터의 제도화를 거버넌스의 목표로 삼는다는 점에서 비민주

적 한계를 갖는다.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거버넌스 주체로 등장한 주

민 주체는 기존의 비민주적 거버넌스 전통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도전

하여 주민의 참여 영역을 확장시킨 민주적 거버넌스를 재구성한다. 주민

에 의한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변화는 주민자치조직을 중심으로 시도되는

다양한 결사체적 활동을 통해 가능했다.

주민 주체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거버넌스 재구성은 두 사례에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은 마을공동체 사업 이전에 형성

해 온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협력의 전사에 따라 다른 지역적 전통을 지

니고 이것이 이후 거버넌스 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지역적 맥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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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다. 두 사례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 유무가 주민 주체들 간의 원활

한 의사소통과 심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보여준

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기존의 행정

주도의 관리양식의 거버넌스 전통이 존속함에 따라 한계를 지니지만, 주

민 행위자의 아래로부터의 결사체적 활동을 통해 참여민주적 거버넌스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밝혀낸다.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는 학문적·실천적 영역에서 다음의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시대의 중요한 화두가 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얼

마나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을 시도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거버

넌스를 곧 민주적 거버넌스와 동일시하여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대답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이 강조하는 주민참여와 주민

자치의 수사에 경도되어 이를 지나치게 이상화한다면, 실제로 마을만들

기 거버넌스가 스스로를 정당화되는 이상과 실천 과정에서 보이는 괴리

를 포착하지 못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사업과 이를

통해 형성된 마을만들기 거버넌스가 실질적 민주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엄밀히 분석하고 그것의 한계를 짚어본다는 데에 함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근을 제안하고 실제 사례

를 통해 접근법의 타당성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거버넌스에 대한 학

문적 인식의 지평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행위자 중심의 거버넌스 접

근은 객관적인 제도나 정책 시스템으로 거버넌스를 접근하던 기존의 거

버넌스 접근을 지양하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그것이 거버넌스의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역동적인 정치과정으로

서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를 한층 심화시킨다.

또한, 기존의 거버넌스 연구는 주로 행정학에서 다뤄진 연구주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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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연구는 위로부터의 인센티브와 제도로서 정부의 역할에 다소 치

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민의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한 거버넌스의 재구성을 강조함으로써 거버넌스에서 시민 행위자의 역

할을 주목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정

책적 평가와 함의를 제공한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표준적인 거버넌스 모델의 제도화

에 치중한 나머지, 거버넌스가 일어나는 지역 공동체의 특성과 지역적

맥락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한다. 그러나 현재 성공적인 마을 만들기 사

례를 벤치마킹하여 모든 지역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식의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는 오히려 지역 공동체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자, 또

다른 마을 거버넌스의 실패 사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거버넌스 관련 정책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

를 달성하기 위한 표준적 모델의 개발보다,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영역의 확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

을 제안한다.

넷째, 본 연구는 미시적 단위의 마을 공동체에 주목함으로써 오늘날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풀뿌리민주주의는 민

초가 정치적 결정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보장해야 하는 민주주의의 본질

을 근본에서 되짚어보려는 노력이다(하승우 2014). 이에 오늘날 분권화

와 시민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으로 어떠한 공간을 기반으로 시민이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정치적

자율성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 보인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마을 공동체를 비롯한 일상의 생활공간에 주목하고, 삶의

공간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정치가 궁극적으로 능동적인 정치 주

체로서 시민의 성장과 풀뿌리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자 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중요한 정치적 영역의 의미를 갖는 생활공간

을 주목함으로써 정치학의 외연을 확장하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행위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가설이 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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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례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의 내러티브를 타당하게 분석할 수 있음

을 증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비교 사례 연구가 지

향하듯이 삼태기마을과 소리마을 사례의 차이를 설명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엄밀히 밝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또한, 마

을만들기 거버넌스에 참여한 행위자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수행한 데이

터에 기반하였으므로 내적 타당성의 측면에서 방법론적 한계가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이론과 가설은 향후 다양한 마을공동

체 사업 및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사례에 대한 비교 연구 수행을 통해 타

당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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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governance of Maeul

community building in terms of democratic governance.

After the inauguration of Park Won Soon as the mayor of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stitutionalized a new governance

system for community building called 'Maeul'.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Project and the governance system for Maeul community

building was created with the aim to improve the quality of

democracy in local communities by implementing bottom-up

participation and the practice of self-governing principles. However,

while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legitimized itself by



- 132 -

proclaiming a shift in the mode of governance to better embody

democratic values, the reality is that it still includes some profoundly

undemocratic characteristics in its governance practices. Despite this

democratic deficit, there have been simultaneous attempts to change

this governance through the creation of participatory spaces to better

facilitate the democratic practices of citizens in the Maeul community.

The current literature on governance is too policy-centered, and

has a system-centered view. The policy-centered view sees

governance as a fixed and objective social fact. While the formal

institutional measures are in place for the democratic practices of

governance, the reality is that it does not encourage civic

engagement. The structure-centered approach sees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Project as the hegemonic action of the

government and ignores the role of governance actors thereby failing

to explain how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can

change to accommodate more democratic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a theoretical conception of an "actor-centered

governance approach". In this approach, governance is conceptualized

as a set of practices that actors create and recreate by interacting

with other governance actors and by challenging the existing tradition

of governance based on their beliefs and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 Based on the actor centered governance approach, this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wo different Maeul Community

Building projects, implemented in the Samtaegi-Maeul and the

Sori-Maeul, respectively. Using an interpretive approach methodology,

this study tries to reconstruct the narrative of the governance process

and experiences of these two Maeul communities. The data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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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was collected through qualititative indepth interviews with

participants of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two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projects, Samtaegi-Maeul and Sori-Maeul, reveal that the

tradition of state-centered governance still continues in the Maeul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which results in a crisis of

governance. Specifically, some of the problems this traditional

state-centered governance has brought about are: limitations to

resident participation in the governance process, ambiguously defined

accountability between diverse actors leading to a problem with

democratic accountability, the hierarchical positioning of the central

government contra the citizens by contracting out public services to

non-state actors, emphasis on a performance-based system, and the

focus on efficiency over public engagement. Overall, this continuing

tradition of governance is characterized by the state's top-down

orientation of governing as the means to promot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However, this continuing tradition of governance is challenged by

residents, who have been empowered as they try and enlarge the

participatory space through community-based activities and the

strengthening of civic eng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while both

examples of community building governance reconstruct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associative activities, these two Maeul

communities produce different narratives of governanc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prehistory of cooperation between community

residents and soci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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