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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참여는 주체들이 협력하여 다차원적인 사회적 건강결정요인을 

통제하고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이다. 또한 보편적인 건강 보장 [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이다. 세계화로  

건강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참여 주체의 범위가 시민으로 

확대되었고, 이에 보건분야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협력 및 연계 

중심의 '조직화' 과정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참여는 사회적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고, 주체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을 지님에 따라 1)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따른 시민참여 변화과정을 파악하고 2) 지역사회 

구성원간 어떻게 상호작용 하면서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는지 2) 이러한 

실천의 결과가 실제로 공동체 구성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하였으며,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해당 사업의 도입 배경을 통해 지역사회의 맥락을 파악하고, 

사업 개발 및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참여의 특성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후 연구 결과와 보건분야 참여사업 영향요인을 

비교하고 보건학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일개 

지역사회를 선정하여 기존 문헌 검토를 토대로 연구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이어 주민 및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FGD)와 개인심층면접조사(IDI)를 수행한 후 주제분석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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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도출하였으며, 후반부에는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분야에 시사할 

점을 언급하였다.  

보건분야 참여와의 차이점으로는 보건분야에서 주로 참여하는 주민 

리더(통장, 건강리더 등)와 다른 특성을 지닌 주민 리더가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이들이 참여 사업에 진입할 때 마을에 대한 태도를 

재형성하는 점이 발견되었다. 사업 전개 과정에서는 자율적인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상향식(Bottom-up) 활동이 

전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였다. 타 분야 참여 정책 사업이었지만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추구하는 주민들이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거하여, 보건분야의 참여사업을 기획할 시 

사업기획자 또는 실무자들은 다양한 특성의 리더십을 지닌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의 자율성이 높게 발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화된 숙의구조를 구축하여 주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와 욕구를 실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참여의 

내재적 가치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추구 및 실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표제어: 시민참여, 협력, 공동체 연계, Capacity building, 

Empowerment,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on, Community 

engagement 

학번: 2017-2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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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보건분야에서 시민 참여는 시민이 다양한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통제력을 갖고 건강을 개선하는 과정으로 역량강화의 과정이다(WHO, 1986; 

허현희, 2018). World Health Organization[WHO] 유럽지역사무소(1999)는 

개인차원에서의 참여 뿐만 아니라 집단, 공동체 수준에서의 참여를 

강조하였으며, WHO(2011)는 공동체 및 시민 사회가 공공정책 기획,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 내 참여함으로써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언급하였다.  

시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WHO, 2011). 참여 문화는 주요 행위자인 정부, 

공동체 및 시민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여기에 참여가 

발생하는 구조(Structure) 또는 공간(Space), 이해관계자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자원(Resource), 참여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참여 실천 

경험(Experience)과 같은 주요 요소들의 존재를 전제되어야 한다. 각 

요소들을 기반으로 공동체와 시민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제를 

제안하고 추구하면, 정부가 이를 인지하고 대처 및 해결함으로써 

참여문화가 형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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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및 요소(WHO, 2011) 

 

초기 한국의 보건의료분야에서 시민 참여는 정부 주도하에 지역사회 

주민들을 동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임종한, 2000). 전문가 및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보건의료정책 및 사업을 운용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김용익, 

1992; 권순만, 2012). 결국 주민의 참여범위는 제한되었고 주민은 수동적인 

참여주체가 되었다. 

이후 제도, 정책적으로 주민 조직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나 주민조직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거나 없어졌다(정백근, 2016). 보건소 담당 공무원은 주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부족하였으며(허현희, 2018), 주민의 

역할은 이미 기관에서 정한 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한정되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201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 기준 

및 절차의 부재, 불충분한 사전 정보제공 등이 참여수준의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한주성, 2017).  

본 연구에서는 보건분야의 참여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타 분야의 사례를 다루고자 한다. 서울시의 경우 시민이 주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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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이민영, 

2018). 민간협치 기본조례 제정, 시민참여예산제 수립과 같은 제도적 기반 

조성, 서울협치협의회, 협치서울추진단과 같은 기구/조직 설립,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협치사업, 시민협력플랫폼 사업 등 활동 및 사업(프로젝트) 

수행이 있다(정병순, 2016). 특히 서울시 협치 사업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자치’를 이루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해온 사례이다. 

대표적인 10 대 협치 사업 영역으로는 도시주거재생, 마을공동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사회적 경제, 녹색 에너지, 공원녹지 조성 및 운영, 

청년지원, 생활안전, 다문화가정지원이 있다. 이 중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주민이 계획 및 실행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김성균 

외, 2017), 인터넷을 활용한 참여방법, 주민공모사업, 워크샵, 

도시디자인게임 등 제도적/비제도적인 범위내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기법을 

적용하여 시도하고 있다(전철민, 2016). 이에 해당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사례연구방법을 통해 보건분야 참여사업에 시사점을 

가져오고자 한다. 

 

1. 주민참여형 공모사업 도입 배경 및 개발 과정 

1.1.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이 발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2.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을 개발하는데 있어 계기 혹은 주안점이 

무엇이었는가? 

 

2.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의 진행 과정 

2.1.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어떤 경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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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 

2.2.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에서 나타나는 참여주체의 인식 및 태도는 

무엇인가? 

2.3.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 내 나타나는 각 주체별 참여의 특징은 

무엇인가? 

 

3. 보건분야 참여 특성 및 영향 요인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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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문헌 고찰 

 

제 1 절 시민 참여 

시민 참여는 제도적 범위를 넘어 시민이 주체로서 다양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이다. 시민 참여는 우선순위 설정, 정책 결정, 

자원할당, 공공재화 및 서비스 접근 등 시민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하여 통제력을 갖는 방법이다(Devas et 

al., 2003; Tikare et al., 2001). 특히 공권력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급에게 권력을 

재분배함으로써 이들이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게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Vera, 1967). Huntington & Nelson(1976)은 참여 

대상의 조직화 단위(개인, 집단, 조직 등), 기간(일시성, 지속성), 

방식(수용성, 투쟁성), 합법성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광의적인 차원에서 시민참여는 비제도권에서의 참여활동으로, 공공성을 

지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분배에 영향력을 끼치는 활동을 

의미한다(Booth and Seligson, 1978; 김혜정, 2012) 

참여 주체로서 시민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 범위를 넘는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근대 유럽 국가들의 “시민권(Citizenship)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 맥락에서 나온 개념으로, 현대에는 다원주의적 

가치가 내포된 다문화공동체(Multiple cultural communities)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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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으로 국가마다 시민의 개념을 다양한 범위, 수준에서 다루고 있다.  

시민 참여는 주체간 관계 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Arnestein(1969)은 참여를 시민이 권력을 

획득하는 연속적(Continuum) 과정으로 보았다. 크게 3 가지 범주(비참여, 

형식적 참여, 주민 권력)로 분류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조작, 치료, 

정보제공, 상담, 회유, 협동관계, 권한위임, 주민통제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Sharp(1990)는 정부와 주민간 상대적인 영향력 비중에 따라 참여를 

분류하였다. 반응적 참여로는 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서 정부가 

주도권을 갖게 되고 시민(주민)은 제도적 절차를 수용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민원이 포함된다. 교호적 참여는 

정부와 주민간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공청회, 자문위원회 등이 

있다. 통제적 참여는 주민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민주정치의 

이상적인 형태로 여겼다. S.White(1996)의 경우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발현되는 공동체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를 중심으로 참여 유형을 

나누었다. 규범적 참여(Nominal participation)는 계획에 합법성을 부여할 

때 더 권력이 강한 행위자가 주도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은 계획에 속하기 위한 열망을 갖고 있어 활동에 

개입한다. 보여주기 그 이상이지만 결코 변화를 이뤄내지는 않는다. 

도구적 참여(Instrumental participation)는 공동체 참여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형태이다.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수행에 있어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식 또는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이 강조된다.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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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Representative participation)는 공동체 구성원이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및 

실행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은 대표성을 갖기 위해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변혁적/체제 전환적(Transformative) 참여는 

개입된(involved) 시민들이 임파워먼트된 결과이며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구조 또는 제도, 관습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시민의 역량은 공동체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요소로,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Chaskin, 1999).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는 역량을 특정 프로그램 또는 제도와 연관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기술, 자원, 실천으로 보며, 각 공동체 구성원이 관계 구축, 공동체 

계획, 의사 결정, 실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참여는 협력적인 활동 

과정으로, 비저닝(Visioning), 계획(Planning), 실행, 관찰 그리고 

반영(Reflection)의 순환적인 구조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정부는 규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을 지원(support)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변화의 촉매제이자 파트너로 여겨진다(Cuthil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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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협력적 지역 활동 모델(Cuthill, 2005) 

 

임파워먼트 시각에서는 참여 역량을 지식, 기술, 동기를 보유한 

공동체(Chaskin, 2001)가 스스로 정한 목적과 행동 방침을 추구하는 

능력으로 여긴다. Zimmerman(2000)의 임파워먼트 이론에서는 

임파워먼트를 역량의 변화 과정이자 결과(Empowering-Empowered)로 

보았다. 개인적 수준에서는 주체가 의사결정 기술을 습득하고 자원을 

관리하고 협업함으로서 시민은 자기통제력, 비판적 인식, 참여에 호의적인 

행동을 얻는다. 그리고 조직적 수준에서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 

공유된 책임감, 공유된 리더십을 통해 효과적인 자원 획득 역량 확보, 타 

조직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는 자원에 대한 접근, 열린 정부 구조,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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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시민은 조직적 협의체, 다원적 리더십, 시민 참여 기술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임파워먼트 과정에서 시민은 공동체 차원에서 연계하여, 

지역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주고(Bennet, 2002), 지지 또는 옹호를 통해 

사회 및 정책에 영향력을 미친다(Laverack, 2005). 

임파워먼트는 연속선상에서의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Laverack, 

2013). 주어진 사건(issue)에 대해 개인적인 걱정이나 우려에서 

임파워먼트가 나타나는데, 이 단계에서는 작은 규모의 자조집단이 

등장하게 된다. 이어 공동체 조직, 파트너십의 형태로 나타하며, 

궁극적으로는 자원과 권력의 재분배로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활동 집단이 출현하게 된다. 그러나 순차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양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3. 연속체로서의 임파워먼트(Laverack, 2013) 

 

M. Minkler(2005)는 역량구축(Capacity Building) 참여와 

임파워먼트(Empowerment) 참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구조와 합의 구조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갈등 및 합의구조는 환경 변화로 인한 영향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과정을 통해 공공 관심사에 대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각 주체가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여 제도적 응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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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다.  

 

그림 4. 공동체 조직 및 역량 구축 유형 (M. Minkler, 2005) 

 

참여의 결과는 추구하는 지향점(도구적 목표 및 내재적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도구적 목표는 측정 가능한 목표에 대한 달성여부를 

뜻하며, 지역사회의 자원 활용을 통해 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성에 우선순

위를 둔다. 반면 참여의 내재적 가치는 민주주의 심화, 사회적 책무 강

화, 시민운동과 시민 권력 강화 등을 의미한다. 정책과정에 반응하여 시

민이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으로, 참여 과정을 통해 시민

은 정책 기획 및 설계와 관련하여 지식 및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그리



 

 
11 

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하거나 지지하도록 하는 ‘수단적 효과’, 민주적

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얻는 ‘규범적 효과’를 획득할 수 있다(강인성, 

2008). 나아가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선을 탐색하고 확인함으로써 시민들

이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유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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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보건학에서의 시민 참여 

1. 보건학에서의 시민참여 중요성 

보건학 및 건강증진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요한 실천(practice) 전략 중 

하나이다. 우선, 참여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해결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동체 구성원은 참여를 통해 당뇨, 고혈압 관리와 

같이 질병을 관리하거나 신체활동 증진 등 직접적으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요인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공식/비공식 모임, 문화 활동 

등과 같이 사회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강화함으로써 관계를 

구축하면서 금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최은진 외, 2012). 마지막으로 

주민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지역(local/indigenous) 중심의 고용 서비스가 

창출되어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문제를 해결한 사례도 있었다. 

시민 참여는 건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을 달성하는데 주요 

원리로 여겨진다. Alma-ata(1978) 선언에서는 참여가 일차의료의 

근본적인 요소임을 강조하였으며 일차보건의료를 계획, 조직, 운영, 

통제하는데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자립과 참여를 최대한 

요구하고, 촉진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모든 주민이 양질의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관리에 참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보편적인 건강 보장을 달성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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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 활성화 방안: 주체간 협력과 공동체 연계, 임파워먼트를 

통한 실천적 접근  

개인수준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보건학에서는 집단수준에서의 개입을 

전제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및 집단 수준에서 각 주체간 

'협력'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세계화로 인해 건강 

문제가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기존의 보건분야 참여 형태가 실질적인 

실천(practices)과 괴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리고 부문간 시스템 내에서의 협력적 행동이 요구되었다(A. 

Odaugleh-Kolev, 2018). 협력(collaboration)이란 ‘다양한 특성을 지닌 

행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문제를 다루거나 활동을 수행하고,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는 유동적인 과정’을 뜻한다(Rosenthal, 1998).  WHO 는 

지역 거버넌스 차원에서 부문간 협력을 중시하고 있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등하게 참여하여 복합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UHC 가 다양한 국가의 건강개혁의 주요 목표이자 WHO 의 

우선순위로 여겨지면서, 어떻게 높은 수준의 합의를 통해 의미있는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지역사회)공동체 

연계(Community Engagement)"는 시민이나 공동체가 건강 서비스 

디자인, 기획, 전달 내 개입하는 행동으로, 어떻게 건강 관리 자원이 

쓰이는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거나 제공되는 치료 

및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WHO, 2015).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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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P. Allotey et al., 2019) 보건분야에서 실질적인 참여방안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Integrated People-Centered Health 

Services(2016)에서는 건강 서비스 대상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연계(engagement) 및 임파워먼트를 주요 전략으로 여겼다. 2013-2016 년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당시, 사회 동원(social mobilization)과 행동 변화 

개입(behavior change intervention) 보다 지역사회와의 연계 능력 및 

책임감 있는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건연구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의 원리 또한 모든 과정에 공동체를 연계하고 공동체 

구성원이 관여하는 것을 강조한다.  

보건분야에서 임파워먼트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힘(Power)을 발휘하는 과정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연계와 더불어 

중요한 원리로 여겨진다. 오타와 헌장(1986)에서는 더 나은 건강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이 우선순위 설정, 건강 결정, 계획 전략 및 실행에 

참여해야 하며, 이는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공동체 행동을 통해 작동된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행동의 중심에는 시민이 목표에 대한 주인의식 뿐만 

아니라 공동체 수준에서 통제력을 갖고 개선하고자 하는 임파워먼트를 

실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방콕 헌장(2005)에서는 임파워된(Empowered) 

공동체는 그들의 건강을 결정하는데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건강 정책과 

건강 결과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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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3. 국내외 시민참여 실천현황  

건강도시에서는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며, 각 나라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유럽 건강 네트워크의 경우 

5 년마다 1 번씩 유럽도시계획을 수립하며,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공동체 

참여와 임파워먼트를 주요 가치로 두고 있다(Dooris & Heritage, 2013). 

Phase III(1998-2002)에서는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임파워먼트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Phase IV(2003-2008)에서는 참여적 그리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Phase V(2009-2013)에서는 리더십과, 참여적 거버넌스에 

중점을 두었는데. 여기에서 언급한 리더십은 개인차원의 리더십이 아닌 

제도적, 협력적, 공동체 중심의 리더십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보건 

전문가에서 지자체,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 CSO), 국회의원, 민간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actor)가 

공동체를 이루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뜻한다. Phase VI(2014-

2018)에서는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을 전략적 틀로 

하며, 부문간 파트너십 및 건강을 위한 지방 거버넌스 강화를 강조하였다.  

미국은 토지이용, 교통환경, 도시디자인 등 건조환경에 주목하였는데 

뉴욕시의 Active design 에서는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체활동을 

위한 공간사업에 중점을 두었다. 여기에서 협업은 활동적 디자인의 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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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건강한 공공 공간으로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지역사회 조직에 주인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고, 시민이 보다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용량을 늘림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데 의의가 있다.  

국내의 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사회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기획, 

수행, 평가, 환류의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전반의 사회 

환경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유승현, 2012). 특히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된 이후로 마을공동체 사업과 연관된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의 형태가 나타났다. ‘지역사회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형 개발 

시범사업’,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사업’ 등 지역 

주민 조직 및 단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허현희, 2018).  

이처럼 보건분야에서는 이론과 실천 면에서 공동체의 개입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참여 구조 및 실천방안 마련에 있어 

여전히 도전과제로 남아있다(V. Hhaldane, 2019). 보건분야 참여 사업에서 

는 참여 주민을 모집할 때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사회 리더(통장, 부녀회장 

등)이나 보건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통해 수료증이 지급된 주민을 

위주로 모집하고 있었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주요 위험요인(영양, 흡연, 

음주, 신체활동, 비만)이나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3 차예방에 해당하는 

행동 개선 위주로 참여사업이 진행되고, 연구 또한 이러한 결과 위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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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발견되지 않았다. 단시간 안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회의 

주제 및 내용이 주로 기관에 의해 결정되고 진행되고 있어 주민이 참여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아이디어나 개선방안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주민들은 회의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다.  

 

제 3 절.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참여 구조의 탐색 필요성 

보건분야의 경우 주민의 수동적인 참여형태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모색하고자 한다. 

구조화 이론(Giddens, 1987; 조철주, 2011)은 주체와 행위자 간의 

순환적인 인과관계를 설명하면서, 주체의 능동적인 반응으로 구조 자체도 

변화한다고 본다. 주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에 의해 행위와 

사고가 규정되지만, 구조 자체가 반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체의 힘에 

따라 재구성된다. 주체의 힘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생성되고 작용하며, 

주체간 권력관계로 형상화된다. 해당 관점으로 보았을 때 맥락의 개념은 

주체의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되고, 주체 또한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재구조화된다. 개인적인 자율성은 순환적인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 구조와 주체와의 순환적 상호작용을 통해 주체는 구조적인 힘을 

얻게 된다. 여기에서 규율 체계, 자원의 흐름, 의미 체계 등이 형상화된다.  

Rifkin(1986)은 참여 유형에 따라 참여 방식이 다양해질수록 (수동적 

참여-활동 참여-활동 수행-평가 및 모니터링-기획) 깊이와 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았다. 특히 시민이 상향식 기획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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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으로써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상승되고 기획에서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행하도록 영향을 준다(Brody,2008). 참여 구조는 참여자가 프로젝트를 

이해하고 관리 및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준다(Luyet et al., 

2012). Communities That Care 협의체의 경우 근거기반 프로그램을 기획, 

수행, 평가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기금운용, 리더십, 위원회의 효용성, 

지역사회와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에 일조하였다. 이들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CTC 참여구조(모형)을 통해 근거기반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게다가 참여 과정은 시민에게 

용이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지나친 요구로 작용해서는 

안된다(Pablo, 2018). 공간, 참여주민, 의제, 절차를 정하는 참여구조 및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시민 참여에 장애요인이 

된다(J. Gaventa, 1999) 

협력적 거버넌스는 구조화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개념으로 신공공관리론 도입 이후 한국의 전반적인 정책 기저에 자리잡고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자율성을 보유한 

다양한 행위자간 수평적인 협력, 조정 및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가치를 

창출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다(Kooiman, 2003).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에서는 구조, 제도적 규율, 참여관계, 협력과정, 결과 등이 

포함된다(조철주, 2011). Fung & Wright(2003)는 대항하는 권력이 

약하거나 존재력이 미미할 경우, 협력의 규정, 규범, 규칙은 기존에 

조직화된 이익에 고착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문가나 

권력 있는 이해관계자가 주축이 되는 '탑다운 방식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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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대안으로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사람 

중심성 또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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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제 1 절 연구설계 

본 연구에서는 주민공모사업이 참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업 도입과정 및 진행과정을 탐색하고, 향후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사업에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질적사례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자연스럽게 대상을 관찰하면서 의미를 통해 현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으로, 커뮤니케이션 주체의 행위의 맥락과 

속성을 발견할 수 있다(심준섭, 2008). 정책 사례연구방법은 "특정 정책 

또는 현상의 원인을 탐구하고 다양한 자료(언론, 인터넷 및 관찰문서, 

면담문서, 보고서, 이론 및 연구결과 등)를 근거로 독특한 특성을 가진 

프로그램, 정책과정, 제도 등을 심층적 및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강은숙, 2005). 사례연구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심층적, 

다차원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Orum et al, 1991)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현상에 대해 하나의 의미 있는 전체단위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사례연구는 비교적 소수 대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조사함에 따라 현상을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영철,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별심층면담(IDI) 및 

초점집단토의(FGD)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해당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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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에 맞게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5. 연구 설계 방법  

 

제 2 절 자료수집 

본 연구는 사업 도입배경, 개발과정, 활동 전개과정으로 나뉜다. 

도입배경에서는 기존의 관련 논문, 정책자료, 보고서 등 2 차자료 분석을 

진행하며, 개발과정의 경우, 사업 보고서 및 사업 담당자 인터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전개과정에 대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한 

서울시민, 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서울 시민의 

경우 초점집단토의(FGD)를 진행하였으며, 사업 담당자(활동가, 공무원)의 

경우 개별 심층 면접조사(IDI)를 수행하였다. 서울 시민에게는 과거 타 

정책사업 참여 경험, 주민공모사업 참여 경험과 인식 및 태도, 사업 개선 

및 발전방향을 조사하였고, 사업담당자에게 주민공모사업 도입배경, 

개발과정, 참여사업 대한 참여자별 인식과 태도, 참여현황과 경험, 인식 

및 태도, 사업 개선 및 발전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2차자료 수집 후

사업 도입배경, 

개발과정 분석

전개과정 관련

주민, 담당자 대상

1차자료 수집

주제 분석 및

분석결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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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및 모집 

개별 심층면접조사(IDI) 참여자(공무원, 활동가)의 경우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에게 1 차적으로 유선 전화 및 방문 면담을 통해 

연구의 목적 및 배경, 개요 등을 안내한 후 참여 동의 의사를 물어보고 

동의를 받았다. 참여자 모집과정에서 관련 경력이 1 년 미만인 경우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1 명의 공무원, 2 명의 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었으며, 시간은 인당 30 분 ~ 1 시간 이내 소요되었다. 

초점집단토의(FGD)의 참여자(서울시민) 모집은 연구 참여에 동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되었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한 주민을 대상으로 유무선 연락을 통해 연구 참여 홍보 및 

안내를 수행하였다. 주민들이 참여를 수락할 시,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을 제외하고 총 12 명의 시민을 모집하였으며, 유사한 

공모사업 참여 경험을 보유한 주민들을 그룹화하여 총 5 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2. 초점집단토의 및 개별심층면접조사 진행 절차 

우선, 개별심층면접조사(IDI) 및 초점집단토의(FGD)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명문에 제시되어 있는 연구 개요, 목적 및 절차를 낭독한 후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이후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성별,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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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거주지역,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민공모사업 참여 

경험, 서울시 타 참여 정책 경험 등 9 개 항목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이 끝난 후 각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누락하지 

않았는지 검토한 다음, 준비된 질문 자료 내용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질문지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사업참여자(서울시민) 설문지 

[주민공모사업 도입 전(유경험자로 한정함)] 

 - 기존의 도시재생분야 주민참여사업 또는 타 주민참여 사업에서 주민은 

지역사회 현장에서 실제 어떠한 역할 및 활동을 수행했었으며 어떤 

마음가짐으로(적극적/소극적, 수동적/능동적 등)참여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공모사업 도입 후] 

- 주민공모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주민리더 = 대표제안자]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통해 

참여자를 모았습니까? (=참여 주민들과 협업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십시오.)   

- [모임참여자] 모임구성 주도자가 참여를 권유할 당시 참여하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 주민공모사업을 기획 시에 어떤 절차를 거쳐 완성하였으며 기획 의도는 

무엇이며 기획서 준비과정에서 주민간, 담당부서(중간지원조직)간 협업시 

어떠한 경험(도움) 또는 어려움(갈등 등)이 있었습니까? 

- 주민공모사업 수행시 어떠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하였으며 활동 사전에 

준비작업(서류 또는 협조과정 등)은 무엇이 있었으며 어떤 활동/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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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나요? 

- 주민공모사업 시 주민간, 담당부서(도시재생지원센터)간 논의 또는 의견조정 

과정 중에 어떠한 경험을 하셨나요? 

- 주민공모사업을 직접 기획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수행하면서 배운 점 또는 

얻은 점은 무엇인가요? 또는 사업 수행, 지원에 있어 편리한점, 어려운점, 

문제점, 개선점이 무엇인가요? 

- 기존에 사업 참여 전 혹은 기획 당시에 기대했던 바와 실제 참여내용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으면 왜 일치하지 않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모사업에서 주민의 기획, 실행, 평가, 예산운용 등의 역할 중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들)이 잘되거나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어떠한 역할(들)이 더욱 개선 또는 진전되어야 합니까? 

- 주민공모사업 종료 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다면 계속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현재의 참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등)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업 구조 또는 운영방식,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 

어떠한 점이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2 사업담당자(공무원) 대상 설문지 

[주민공모사업 도입 전] 

- 기존의 도시재생분야 사업에서 각 참여자(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 지역주민 

등)의 역할, 활동내역(활동명, 활동횟수, 활동유지기간 등) 및 

특징(수동적/능동적 또는 적극적/소극적 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특징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어떠한 필요성(개선점 혹은 보완점, 주안점)으로 인해 

도입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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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설계 배경을 아는 경우)주민참여에 있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사업수행구조를 설계하였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기획 의도). 

- 주민공모사업을 도입 및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공모사업 도입 후] 

- 도시재생분야에서 주민공모사업 도입 전과 도입 후 구청 담당자의 수행 역할 

혹은 업무 범위가 바뀌었다면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주민공모사업 도입 이후 주민참여 모습에 있어 기대했던 결과, 목표 또는 

지향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현재 그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응하지 못했다면 왜 부응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모사업에서 주민의 기획, 실행, 평가, 예산운용 등의 역할 중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들)이 잘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역할(들)이 더욱 개선 또는 진전되어야 합니까? 

- 현재의 참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등)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업 구조 또는 운영방식,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 

어떠한 점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3 사업담당자(활동가) 대상 질문지 

[주민공모사업 도입 전] 

- 당시 어떤 주민참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사업에서 어떠한 역할(심의, 의견제시)을 맡았고 지역에서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였으며 각 활동별로 주민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성별, 직업, 

연령)이었고, 어떤 특징(능동적/수동적, 적극적/소극적 등)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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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참여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주민공모사업과 운영방식 또는 

사업수행구조에 있어 차이점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주민참여에 어떠한 성과나 한계점이 나타났으며 

어떠한 계기로 인해 주민공모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현장에 적용되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모사업을 기획하거나 도입 및 적용하는 과정에 있어 주로 어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공모사업 도입 후] 

-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에서는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어떤 주민이 

주로 참여를 하고 어떠한 경로(홍보방식)를 통해 참여하였습니까? 

- 사업 준비단계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진행 계획 및 주민 역할, 

사업비 집행기준, 제출서류 등을 안내하면서 주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겪은 

경험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 사업 수행시 어떠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으며 지원하면서 자치구 주무관, 

주민, 센터 직원간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 사업 이행시 사업유형(기획, 실행, 평가에 있어 정해진 형식 등) 또는 

사업수행방식을 적용하는데 있어 어떤 점이 편리하였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도입 이후 주민참여 모습에 있어 기존에 기대했던 결과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기대에 부응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응하지 못했다면 

왜 부응하지 못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모사업에서 주민의 기획, 실행, 평가, 예산운용 등의 역할 중 어떤 

역할(들)이 중요하고 실제로는 어떠한 역할(들)이 잘되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역할(들)이 더욱 개선 또는 진전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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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으로 인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변화는 무엇입니까? 변화가 

없었을 경우 왜 없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주민과 업무지원 직원 인식 

및 태도, 지역사회 등 ) 

- 참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참여자(구청,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 등)들의 

역할은 무엇이며 사업 구조 또는 운영방식, 가이드라인 등에 있어 어떠한 점이 

달라져야 합니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인터뷰 자료 분석(주제분석) 방법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은 획득한 데이터의 패턴을 확인, 분석 

및 기술하는 방법으로, 데이터 내 패턴의 의미와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본 연구는 주제분석 절차인 '자료와 익숙해지기’, ‘기초코딩 

생성’, ‘주제찾기’, ‘주제들 간 일관성 및 타당성 검토’, ‘주제 정의 및 이름 

붙이기’, ‘글쓰기 단계’ (Braun & Clarke, 2006)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였다. 

서울 시민대상 초점집단토의(FGD)의 경우, 각 그룹별 전사본을 

만들어서 참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특성, 요인과 관련된 코드를 문장 

형태의 의미있는 단위로 표현하였다. 서울 시민의 초점집단토의(FGD)에서 

총 101 개의 코드와 11 개의 범주, 5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공무원과 

활동가 대상 개별심층면접조사(IDI)에서는 58 개의 코드 5 개의 범주, 4 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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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 

Meadow(2001)의 분석결과 검증과 확인, 타당도 검토 절차를 

따르고자 하였으며, 추가로 지도 교수의 지속적인 자문 및 검토하에 

진행하였다. 특히 연구자는 결과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참여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5. 연구윤리 

   본 연구는 2019 년 4 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IRB No. 1905/002-001)을 받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논문의 

연구주제에 맞게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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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 1절 연구사례 : 서울시 F구 G동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 

1. [맥락] 서울시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의 도입배경 

1960 년대 도시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었던 서울 강북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는 약 50%를 충족하였으며, 상수도, 도로, 교육시설 등과 같은 

제반시설 수용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강명구, 2015). 결국 1970 년대에 

이르러 정부는 서울시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개발 촉진 및 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잠실대교, 영동대교와 같이 

강남과 강북을 잇는 교량건설, 아파트 지구 제도 도입, 인프라 구축, 2 차 

관공서(대법원, 검찰청) 및 학교(경기고, 휘문고, 숙명여고 등) 이전, ‘한강 

이북지역 택지개발 금지조치’와 같은 강북지역 개발 억제책 

등이다(전강수,2012). 또한 1972 년 ‘특정지구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방지 규제를 완화한다. 결국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강남에 집중된 개발 촉진책으로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정운영 4 개년 계획(2002~2006 년)을 수립하여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한 '뉴타운 사업'을 

도입한다. 2003 년에 시 차원에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해결하려 하였으나 제도적 권한의 한계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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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에 법률적 권한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장남종, 2008). 뉴타운 사업절차 중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는 제한되었다. 은평, 장위 사업지구 사례연구 결과, 

주민들의 경험은 이미 결정된 개발 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찬반으로 나뉘는 갈등에 한정되었으며, 실제 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다양한 연령, 계층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기보다는 주택소유자, 일부 추진위원회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성주, 2005; 이세규 외, 2009) 사업 전반적으로 

추진 비용 부담이 주민에게 있었으며, 결국 주택가격이 오르고 기존의 

세입자가 다른 자치구 또는 경기도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결국 2011 년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뉴타운 지구 해제’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분별한 도시 재개발에서 역량을 보유한 공동체를 통한 

도시재생으로의 인식 전환을 하게 된다. 

도시재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다수의 

목표와 행동으로 장소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Turok, 2004) 으로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재활성화하기 위해 참여 주체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1950 년대 물리적 환경 개선 중심의 도시 재건을 시작으로 

60 년대 도시 회생, 70 년대 도시 재개발(renewal), 80 년대 도시 

재개발(redevelopement)관점으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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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게 되었다. 이후 90 년대 도시재생(regeneration)이라는 개념에 

이르러서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파트너십을 강조하게 된다(Peter 

Robert & Hugh Syker, 2000; 김혜천, 2013). 서울시는 기존의 뉴타운 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공동체, 마을만들기로의 전환을 시도하였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뉴타운 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공동체 형성, 

마을만들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도시재생 담론을 구체화하였다. 이후 

새누리당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공적 지원을 통해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사업 수행 단계로는 

준비단계(희망지사업), 계획단계, 실행단계, 자력재생단계로 나뉘며, 

2014 년 서울시 창신숭인 지역을 시작으로 총 12 개 지역이 1 단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서울시 도시재생분야의 주민공모사업은 서울형 마을만들기 사업에 

속하는 사업 중 하나이다.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시행'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6) 내 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로 

언급되어 있다. 해당 사업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운영방식의 경우 일본의 

마치즈쿠리(마을만들기)사업과 유사하다. 마치즈쿠리 사업은 1970 년도 

도쿄시 세타가야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주민의 주도적인 계획,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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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등을 포함하는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형태이다. 1960~70 년대 

국가주도의 개발정책 수행 당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확산되었고, 1970년대에는 주민들이 생활 

환경 개선, 환경 보호, 역사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면서 운동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을 배경으로 행정계획 내 주민 

참여 방법이 모색되기 시작하였다(김한수, 2008). 주민과 전문가(계획가 및 

건축가, 연구자)로 구성된 상설 조직이 설립되고, 지차제별 마치즈쿠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였으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1990 년대에는 

중간지원조직으로 주민과 구청을 연결하는 마치즈쿠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마치즈쿠리 펀드를 조성하였다(이창호 외, 2005). 마치즈쿠리 

펀드는 주민이 3 인이상 모여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활동을 기획하면 이에 

대한 실행예산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특히 정부와 기업, 

주민이 지급하는 기부금과 사업을 통해 얻는 수탁금의 형태로, 각 주체가 

함께 자원을 마련하고 있다. 기금을 위탁 운용하는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주민이 주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운동을 추진하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활동을 지원’하며, 중앙 미스이 신탁은행은 수탁자로 주민 주도 

활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박원순, 2006). 

서울시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초기 세타가야구의 주민 운동과 

유사하다. 성미산 공동체는 자립형 공동체로 명확한 의제(‘아파트단지 

개발’)에 대해 각 공동체들이 단합하여 운동 형태로 의견을 표출하였다. 

2001 년 아파트 단지 건설을 통한 성미산 개발 계획에 대해 

마포두레생협을 중심으로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를 결성하였고 

저항하였다. 기존에 공동육아, 생활협동조합, 종교단체, 민간기관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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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었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성미산 생태조사, 배수지조사, 

한양재단의 토지 보유상의 문제 조사, 구청과 시에 제출할 성미산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수립, 주민홍보사업, 서명운동 등의 활동을 하게되면서 

이들이 연합하여 활동하게 되고 결국 2003 년 8 월 개발 계획을 

철회하였다(김의영 외, 2008; 위성남, 2013; 김철회 외, 2016). 곧이어 

주민들은 자신들의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서 자립적으로 활동을 

형성하고 유지했다.  

종합하면, 정부주도의 도시 개발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이에 대해 

주민이 의견을 표출하는 적극적인 사회운동으로 참여형태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제도권 내에서의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형태의 참여 제도 도입으로 주민과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주민이 제도권 내 참여 주체로 등장하면서 

정부와의 파트너십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2. [사업 구조 및 구성내용]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 운영방식1 

도시재생분야의 주민공모사업은 지역 내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자체 

단위로 운영되며, 다양한 주민 조직을 발굴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적인 도시재생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주민공모사업은 지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담당하며 분기별로 

                                       
1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설명서(2016)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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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다. 공모형태는 일반공모와 기획공모로 구분된다. 일반공모 대상은 

사업지역 거주민이나 생활권자로, 주민이 3 인 이상 조직을 형성하거나 

기존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 기획공모의 경우, 

마을기업, 협동조합, 도시재생 관련 비영리 단체, 주민 등이 참여 

가능하다. 기획 공모 분야로는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문화 컨텐츠, 

경제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과 관련되어야 한다. 

공모사업 확정 후 활동 수행 기간은 지역 및 사업 특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주요 협력주체의 경우, 사업선정주민,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현장지원센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 주거재생과, 

자치구 도시재생사업 담당부서(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등), 

가 있으며, 이외 부차적으로 해당자치구별 마을공동체 등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중간지원조직(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NPO 센터, 문화재단, 평생학습진흥원 등), 서울시 

지역 공동체과, 해당지역 자치구 마을공동체 전담 부서와 협력하고 있다. 

각 주체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기획, 

계획수립(자치구 협의),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며, 자치구의 

경우 협업체계 구축(마을부서, 중간지원조직 등), 사업실행 및 회계지원, 

정산을 담당한다. 중간지원조직의 경우 이웃만들기사업 시행, 사업추진 

협력(컨설팅단 참여 등)을 맡았으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과정별 

모니터링, 컨설팅단 구성 지원(시 중간지원조직 협업), 자치구,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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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단 교육을 수행한다. 특히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주민공모사업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때문에 공동체 자문기획관과 같은 공모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주민이 참여에 있어 매 절차마다 어려움을 겪을시 지원 및 상담,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공모사업의 수행절차의 경우, 다음과 

같다.  

표 4 주민공모사업 수행절차 

수행절차 내용 비고 

사업계획 

수립공고 

1)현장지원센터, 자치구 협의 

수립(실행계획안 참조) 

2) 공고(소식지, 센터홈페이지, 포스터, 

SNS 등) 

희망지 사업, 

이웃만들기 지원은 

운영주체 계획수립 

사전상담 

1) 신청자 및 발굴을 통해 공모사업 

상담 

2) 준비정도를 봐가며 사업제안 시기 

안내 

개략적인 사업계획 

확정시 공고이전 상담 

가능 

제안서 

접수 

1) 현장센터 접수(직접, 우편, 이메일 

등) 

2) 센터에서 서류확인 및 보완 조치 

 

심사선정 

1)심사계획수립 및 심사선정심의회 

구성 

2) 선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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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정결과 및 향후 추진일정 공고 

협약 

보조금 

교부 

1)선정자 워크샵 

2) 제안서 수정 및 검토 

3)협약 

4)보조금 교부 

 

사업실행 

1)지원사업 추진 

2) 컨설팅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 

평가 

1) 정산 및 결과보고 

2) 개별평가, 전문가 평가 

 

 

공모사업 공고기간은 최소 20 일 이상이며, 현장지원센터 주관하에 

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공모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지원 예정인 주민은 

사전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데 공고 이전에도 상담이 가능하다. 

공모사업 기획서 심사의 경우 최종선정 심의회의 주관하에 진행되는데, 총 

5 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주민협의체 임원이 2 명 

포함되어야 한다. 심사의견의 경우 전문가 30%, 주민협의체 20% 

비중으로 반영한다. 심사기준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5 주민공모사업 지원활동 심사기준 

심사항목 예시 내용 예시 

사업 

타당성 

사업 필요성 

-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성 

-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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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익성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공동체 형성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 현실성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효과를 파악 

-마을사업 수행 경험 및 사전 컨설팅 이행 여부 

자발적 주민 

참여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예산현실성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민관파트너십 

-지역자원과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공공부문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모임이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이후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지원센터 주관하에 

워크샵이 개최된다. 센터는 주민의 제안서 내용을 재검토하고, 월별 

보조금 집행계획 작성, 협약서 체결 등 사업 수행 전반의 과정에 대해 

안내를 진행한다. 공모사업 예산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금에서 

집행되는데, 예산집행 비목의 경우 활동비(사업지원조직 활동비, 공간운영 

활동비), 업무진행비(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임차료, 숙박비, 

여비, 식비, 활동비성경비, 기타), 시설비(시설공사비, 물품 취득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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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뉜다. 희망지 사업, 이웃만들기사업을 제외하고 보조금 신청액의 10%를 

공모사업 선정팀이 자부담해야 하며 활동 금액은 월별로 교부된다.  

사용경비 보고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후 주민은 기획한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추가로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턴트단에게 평가를 받는다. 이는 추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김의영 외, 2008; 위성남, 2013; 김철회 외, 2016). 

 

3. [연구대상 지역의 특성] 서울시 F 구 G 동 개요 

서울시 동부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재정비/개발지구와 

밀접하여 인구 유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2017 년 F 구 G 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지 내 거주민 연령층 비율의 경우, 

50 대 이상이 23.1%로, 서울시 평균(21.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20 대 

인구비율(23.1%)의 경우, 서울시(21.9%) 그리고 해당 구의 전체 

평균(23.6%)보다 적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타 권역에 비해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아파트에 

비해 다세대 주택 비율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2011 년을 

기점으로 5 년간 기초생활 수급자(11.1%), 독거노인 증가율(29.3%)이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당 사례 지역은 2014 년도에 1 단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민공모사업의 경우 2015~2018 년까지 총 34 건(2015 년 



 

 
39 

3 건, 2016 년 5 건, 2017 년 15 건, 2018 년 11 건)을 수행하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주민조직을 발굴하고 활동해왔다. 주요 전담인력으로 공동체 

자문기획관을 두었으나, 소속 활동가들 또한 각각 약 3~4 개 조직을 

분담하여 주민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였다. 2017-2018 년도 F 구 G 동 

도시재생소식지에 따르면, 각 팀 별 일주일에 약 1~2 회 모임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공모사업팀 단위로 보행 안전 캠페인, 분리수거 캠페인, 공동체 

마당 새단장 등 지역사회 공공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F 구 

G 동 현장지원센터는 기존에 발굴한 주민조직과 함께 

도시재생기업(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 CRC), 지역 

생활밀착형 공동체 시설(Local Community Anchor Spaces)설립 및 운영 

등 후속사업을 진행하였다.  

 

4. [개발과정]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 준비과정 

2015-2016 년도 계획수립단계 당시, 지역주민은 해당 사업에 대해 

인식이 없었으며 공무원 또한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해 낯설어 하였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낯선 데다가 해당 사례 

지역은 기존에 뉴타운 정책에서 도시재생 정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분쟁, 갈등 경험이 있는 지역과 달리 사업이 먼저 도입된 경우였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이에 

현장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다. 먼저 주민들의 사업에 

용이하게 참여하도록 진입장벽을 낮추었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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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소수이고 주민 제안 사업이 빈약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였다. 

두번째로 한시적인 사업이다 보니,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업운용기금의 경우, 서울시 

보조금 운용방식을 준용하였다. 또한 주민을 모으기 위해 주민이 관심있어 

하는 주제와 도시재생을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이 낯설다 보니 이미 친숙한 개념과 함께 

결합하여 도시재생 개념을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ex) 도시재생과 환경, 

도시재생과 사진 등. 이후 해당지역을 포함한 1 단계 사업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2 단계 사업지에서 '희망지사업'이라는 단계를 도입 및 

적용하여 1 단계 사업지역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였다. 

2017-2018 년도 사업실행단계에서 센터는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취지를 두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주민이 참여의 주체로 등장하도록 하기 위해 현장지원센터는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주민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여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사업운용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시행착오 

경험이 해당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타 지역이나 차기사업에도 반영되어, 

지속적인 참여 구조를 개선하고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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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인터뷰 자료 주제분석 결과 

1. 주민공모사업 참여자(주민) 포커스그룹토의(FGD) 결과 

1.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주민들의 경우 총 12 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주민 중 남성은 3 명(25%) 

여성은 9 명(75%)으로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의 경우 30 대 

4 명(33%), 40 대 6 명(50%), 50 대 이상 2 명(17%)으로 40 대, 30 대, 50 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의 경우 대부분 활동지역(9 명, 75%)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거주기간은 활동지역의 경우 평균 14.46 년 이었다. 

주민공모사업 참여 횟수의 경우 1.5 회로 나타났으며 기간은 평균 1 년이 

안되었다. 타 참여사업에 있어 12 명 중 10 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횟수는 

주민 1 인당 평균 5.11 회였다.  

 

표 6 초점집단토의(FGD) 참여주민의 일반적 특성 

특성 계 

성별(합계/명) 

남성 3 명 

여성 9 명 

연령(합계/명) 

30 대 4 명 

40 대 6 명 

50 대 이상 2 명 

거주지역(합계/명) 활동지역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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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3 명 

거주기간(평균/년) 

활동지역 14.46 년 

인근지역 14.33 년 

주민공모사업 참여횟수(평균/회) 1.5 회 

주민공모사업 참여기간(평균/년) 0.8 년 

타 참여사업 참여유무(평균/명) 약 1 명(0.9) 

타 참여사업 참여횟수(평균/회) 5.11 회 

 

1.2. 참여 주민 대상 초점집단토의 결과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조직화 역량을 보유한 참여 핵심주체(주민리더)의 등장', ‘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 '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시스템 작동 한계 ', ' 참여 =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 ‘사업운영 개선방향’과 같이 5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7 참여주민대상 초점집단토의(FGD)분석 결과 

Theme(주민) Category Subcategory 

조직화 역량을 

보유한  

주민리더 : 사업과 유사한 

경험을 보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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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핵심주체(주민리

더)의 등장 
[주민리더] 유사한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역량을 실현하고자 함 

정책사업에서 기존의 노하우 

활용가능성 확인 

정책사업에서 사업을 통한 

자원의 활용가능성 확인 

자극/(심리,행동의)동기부여(Mot

ivation) 확인 

마을에 대한 태도(Attitude) 형성 

  

Capacity 

building 

구조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 

참여주민, 주민리더, 

현장지원센터간의 

상반되는 특성의 발견 

참여주민들의 다양성 

주민리더의 획일성 

영향요인 1 : 현장지원센터 

운영방식 및 요청사항에 대한 

반영 

영향요인 2 : 기존 커뮤니티의 

배타성 

  

주민리더 : 활동내용 

결정/주도의 자율성 

주민공모사업 규정/절차로 인한 

활동의 타율성 

영향요인 3 : 주민리더의 리더십 

영향요인 4 : 활동 수행절차의 

복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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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된 특성을 지닌 

주체별 조화 시도 : 

기존에 정해진 사업틀 

내에서의 변화단계 

초기 : 사업운영방식에 대한 한 

낯설음 

중기 :  

영향요인 5 : 주민리더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역량을 활용함 

중기 :  

영향요인 6 : 정해진 구조에 

맞추기 위한 반복성/중복성 

결과 : (소수)정부사업에 

익숙해짐 

  

초기 :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의 경직성 

중기 :  

영향요인 7 : 개인자원 활용 

중기 :  

영향요인 8 : 상호간의 

의존/도움 

중기 :  

영향요인 9: 유형, 무형자원 

공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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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소수)현장지원센터의 

유연성 

  

참여의 방향성 : 조직 및 

공동체 차원의 역량 

활용가능성 마련 

주민리더의 활동 범위 확대 

조직의 축소 

  

무형자원의 지속성 

영향요인 10 : 수익구조 

사업의 일시성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시스템 

작동 한계 

[주민리더]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확보 

[주민리더] 주민의 

니즈(필요/요구)에 일치 확인 

[주민리더] 아이디어 및 의견에 

대한 반영/표출 욕구 

주민, 주민리더, 

현장지원센터간 인식 충돌 

주체간 태도, 가치의 불일치 

확인 

주민리더에 대한 주민의   의문 

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리더의 의문 

 

참여 =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개인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웰빙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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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는 

공간 

자아실현을 통한 자기 효능감 

획득(배움, 인정 등) 

조직, 공동체 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 

사회적 자본을 통한 긍정적인 

감정 형성 및 공유(관계, 흥미, 

공감) 

사회적 자본을 통한 부정적인 

감정 형성 및 공유(분노, 괴리감 

등) 

  

사업운영 

개선방향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업무처리 방식의 단순화 

지속적인 사업 참여절차 마련 

사업지원주체(중간지원조

직)특성에 대한 개선방향 

아이디어에 대한 유연성, 수용성 

 

1) 조직화 역량을 보유한 참여 핵심주체(주민리더)의 등장 

주민 리더 및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민공모사업 진입 단계에서 조직화 역량을 보유한 핵심 주체(주민리더)가 

등장한 것을 발견하였다. 주민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역량을 발현할 수 

있는 장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마을 내에서 활동하고 있던 주민들이 

참여 주체로서 공적인 영역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기존의 유사한 경험을 보유한 주민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직을 운영해 본 경험으로는 스터디 그룹과 같은 소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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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네트워크), 개인사업 등이 있었다. 유사한 공모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으로는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이 있었다. 활동을 

기획하거나 운영해본 경험으로는 교육 프로그램, 개인 사업 운영 등이 

있었다. 활동 조직에 참여해본 경험으로는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또는 주민공모사업으로 나타났다. 기획서 제안을 시도해본 

경험으로는 주민공모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당시, 활동 기획안을 

제출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주민이 직접적인 

경험을 한 경우를 언급하였지만, 일부 주민들의 경우 이웃들이 

시도하였다가 좌절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낀 경험을 언급하였다. 

개인차원에서의 활동 수행 경험으로는 취미생활로서 시도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저는 원래 시공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젊은 분들이 인테리어 기술을 배우는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구체적으로 활동을 실현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다보니까 협동조합을 알게 

되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책보고 만든거죠. 그냥.. (중략)…그런데 모르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잘 안되었어요. F 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지원 센터라고 해서 약간 

위탁경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있는데 거기가 그런 것(협동조합)들을 많이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거기랑 알게 되어서 지금(활동)까지 쭉 이어져 온거죠(그룹 D, 주민리더 1).  

 

저도 다른 이제 학습 동아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공동체 사업을 한 번 건드려 

봤었는데 쓴 고비를 마시고... 계속 공모사업을 하고 싶다 했었는데 계속 안되었었어요. 

그래서 개인으로만 학습동아리 지원만 받고 개인 강사분만 지원받고...(그룹 A, 주민리더 3) 

 

기존의 역량을 보유한 주민리더들은 정책사업에서 자신의 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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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민리더들은 기존의 활동을 기획,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는 주민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기존의 노하우를 

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민리더들은 참여활동에 

있어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주민리더들은 외적 또는 내적 

자극에 반응하였고 이는 곧 공모사업 참여의 (심리, 행동의)동기부여로 

이어졌다. 주민리더가 경험한 내적 자극으로는 주민리더가 주민공모사업 

정보를 접하면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통해 재미/흥미를 얻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었다. 또한 주민리더에게 새로운 활동에 대한 

학습의욕을 불러일으켜 주민리더가 해당사업 참여를 통해 지식의 축적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외적 자극으로는 SNS, 현수막, 설명회 등 다양한 

홍보물 또는 홍보방식을 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내 

사건/사고를 인식한 후 참여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전에는 공모사업이 아니라 그냥 비영리로 사람들을 만나서 커뮤니티 형태로 

공부하고 어떤 스터디 개념으로 운영하다가 그… 이제 공모사업과 건강한 G 동 만들기를 

알게 되어 가지고 그럼 우리가 지원을 받게 되면 공연도 할 수 있겠다... (그룹 C, 

주민리더 1) 

 

(제가 운영하는 학습 동아리에서) G 동 도시재생 코디네이터 분이 계셨는데 저희 애랑 

그 자제분 아이랑 동갑이고 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G 동 도시재생에도 엄마들의 무슨 

교육혁신 모임이 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에요. 그러면서 G 동 도시재생에서 

공모사업이라던지 아니면 뭐 교육이라던지 이런게 있을 때마다 항상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그룹 A, 주민리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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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주민리더는 마을에 대해 새롭게 태도를 형성하였다. 세부적으로 

주민리더는 기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통해 마을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고, 마을 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이 형성되길 희망하고 

있었다. 또한 교통사고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마을에 대해 관심이 

생겼거나 새로 이주하여 해당 마을에 정착하고자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을 탐색하였다. 주민리더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유, 무형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시도하였다고 언급했다.  

 

이제 주민이다 보니 한 두번씩 참여하게 되었었는데 참여하다보니까 우리 마을에도 

이런 좋은 정책과 여러 가지 시설들과 환경들이 생겨나는거 같은데… 나도 여기 살고 

있는데 내가 좀 보탬이 될 일 없을까? 우리 마을에 좀 윤택하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없을까 했다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적용을 해서 뮤지컬 제작 기획 일을 하다보니 동네 

사람들 마을극단 만들어서 사람들이 음악도 즐기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추고 이런 활동의 

장을 좀 열어볼까해서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에는요(그룹 C, 주민리더 1). 

 

원래부터 바느질을 좋아해가지고 저도 집에 미싱도 있고… 근데 마침 동네에 공방이 

하나 있어서 그 공방 선생님이랑 (주민공모사업) 할 수 있는거 하면 좋겠다 왜냐면 

동네분도 도와드리고 우리도 좋고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 다른지역에 

바느질로 유명한 그런데가 많아요 도시재생지역에. 그래서 우리동네는 없는거 같아서 

하나 만들어보자 이 생각을 해서 하나 만들어보게 하게 되었는데..(그룹 E, 주민리더 1) 

 

2) 자율적 Capacity building 구조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 

이후 자율적 Capacity building 구조에서 부분적으로 bottom-up 

system 이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참여주민, 주민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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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센터 담당자는 서로의 상반되는 특성을 발견하였다. 주민리더들의 

경우, 자신이 직접 기획한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여하는 것을 

경험하였으며, 주부, 직장인, 학생 등 직업 또한 다양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접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책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리더의 경우 일관된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는데 참여 가능한 주민 리더의 경우 여성, 주부, 자영업자, 

시민단체가 있었고, 참여가 불가능한 주민 리더의 경우 남성, 2~30 대, 

60 대 이상이라고 인식하였다.  

 

거의 초등학생들, 유아 초등학생들.. (그리고) 어른들도 있었어요. 압화 체험 책갈피 

만든다고 하니까 체험 인원보다 조금 더 많이 했어요. 재료를 많이 가져와가지고… 

어른들도 많이 하고 싶어했고 … 전 연령대가 다 할 수 있는 활동이였어요(그룹 A, 

주민리더 3).  

 

60 대 할머니 계셨고 저 50 대고 같은 50 대도 있으셨고 직장(인)도 있었고 주부도 

있었고 (주민리더 1 : 결혼 안한 사람도 있었고) 20 대도 있었고..(그룹 E, 주민리더 2) 

 

(주민리더들의 경우) 여자분들이 많죠…. 남자들이 할 수가 없지 왜냐면 심사도 낮에 

하지 (웃음) 다 낮에 설명회도 하고 예 남자들이 할 수가 없죠? (그리고) 

거의…연령대(는)…. 4~50 대? 2~30 대야 직장 다니니까…. 60 대 이상은 어려워서 

못하고(웃음)(그룹 E, 주민리더 1)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현장지원센터가 한정된 시간대에 

공모사업 업무를 지원(공모사업 기획서 자문 및 심사 등)하여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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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대에 참여 가능한 주민이 위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개방성, 공공성과 같이 현장지원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지역사회 

인구집단의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사업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특정 단체가 주도하는 분위기를 인지하면서 기존 공동체의 

배타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공공성은) 말그대로 우리가 공모사업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 말고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공성이 되게끔 사업에 한 두 번씩 공공성을 사업을 진행해라 그리고 

개방성 우리들끼리 하지만 다른 개방되어서 다른 사람도 참여하고자 하면 그들을 받아라. 

공공성 개방성... (그룹 D, 주민리더 2)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조직들(시민단체)이 이미 단단하게 형성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안을 삐집고 들어가기 힘들고 폐쇄적이어서 말로는 굉장히 언제든지 와 누구든지 와… 

근데 뭐냐면은 그들만의 색깔이 너무 확연한 거에요 그래서 갔는데 노란색이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은 아 괜찮아 파란색이어도 괜찮아 우리는 노란색이야 이렇게 

본인들은 이야기 안하지만 그렇더라구요. 나빠서 그런게 아니라 그래서 되게 

힘들…힘들어서 이거 과연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룹 B, 주민리더 1). 

 

타 지역 사람이 열심히 참여하면 모든 우려는 ‘무슨 동 사세요?’라고 대놓고 물어봐요. 

되게 싫어하고. 근데 ㅇㅇ동 사람이 열심히 하면 응 잘하고 있어 이런식이고..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하면은 “왜왔어 저거 어 뭘 빼먹으려고 온거야” 이런식 으로 보고 

(그룹 D, 주민리더 3) 

 

주민리더의 경우 활동내용을 결정하고 주도하는데 있어 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특히 주민리더는 활동 내용을 기획하거나 수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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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컨텐츠를 기획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주민리더가 

과거로부터 축적된 선행경험을 주도적으로 발휘하면서 참여주민을 이끄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었다. 주민리더는 기존의 경험을 토대로 조직을 이끌고 

있었으며, 정책 사업에서 겪어야 하는 필수 교육, 회계처리, 센터와의 

조정/조율 등에 있어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다양한 분야와 협업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교육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도 

저희가 진행할 수 있었고 저희가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그런걸 하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도 지원했고… (그룹 B, 주민리더 1) 

 

저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어요. 그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사무적인 실무 일이잖아요? 그 일을 보고 교육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기획들 그담에 연출, 거기에 관련된 프로듀싱 그런거를 동시에 진행했고요. 

대표제안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구요(그룹 C, 주민리더 1).  

 

그러나 주민리더는 기존에 정해진 주민공모사업 규정 및 조건으로 

활동의 타율적인 특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주민리더에게 

자율적인 활동 수행에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주민리더는 사업의 정해진 

양식 및 일정에 맞춰야 했고, 정해진 요구조건을 이행하거나, 정해져 있는 

행정시스템에 대해 수용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러나 주민은 활동 

수행절차가 복잡하다고 느끼면서 정부사업의 어려운 점을 표현하였다. 

 

서류에 보면 반복된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단어가 주는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데 

실제적으로 작성하는 얘기가 반복되는 느낌이 많아요. 예를들면 기대효과나 추후 

예상되는 환경이나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그런것도 있고 문제해결 지금해야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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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에서의 문제 해결이나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문제해결이나 

이유랑 겹칠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중략)… 이게 너무 나뉘어져 있는거에요. 그러다보니 

문제해결 잠깐만 그리고 겹치면 안되고 그리고 하려는 이유, 하려는 목적 이 계속 

겹치는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건 아닌데 …(중략)… (그룹 C, 주민리더 1). 

 

서류작성도 어렵고, 지출결의서 보조금 시스템 들어가서 해야하는데 그런거 받을 이제 

뭐 해야될게 너무 많고 절차가 너무 많으니까… 그럴려면 왔다갔다 정산할때도 수십번 

왔다갔다 해야하고…(그룹 E, 주민리더 1) 

 

각 주체별 상반되는 특성들을 발견하고 서로 조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먼저 각 주체가 기존에 정해진 사업틀 안에서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초기에는 주민과 주민리더가 사업운용방식에 

낯설음을 경험하였다. 기존에 주민리더가 기획한 활동에 대해 주민이 

낯설어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장지원센터의 경우, 주민공모사업 형태와 

같은 사업을 운영해본 경험이 부재하여 낯설어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민리더는 도시재생분야 주민공모사업 수행 방식에 대해 낯설어 하고 

있었다. 이에  주민리더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역량을 발휘하였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던지,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익숙한 

거리에서 활동을 시연한다던지 등 익숙한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주민리더는 도시재생분야 사업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다. 주민리더는 서류작업 과정에서 정해진 

형식에 맞추기 위해 현장지원조직과 반복적인 수정과정을 경험하면서 

회의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또한 이웃주민이 기획서 제안에 

있어 반복적인 경험을 한 후 포기하는 사례를 간접적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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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주민에서 반복적인 경험 후 정부사업에 익숙해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소재 그러니까 압화 소재 어려운 소재 쓰는데 

그날 준비해간 재료들은 그냥 옆에 있는 낙엽가지고 (했습니다.) 제일 쉽게 구하고 

활용들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템을 가지고 고렇게 했으니까 어머 이렇게도 

만들 수 있겠네 어머 이렇게도 되겠네 해서 나중에 이거 보고 배웠으니까 집에 가서 뭐 

마당이나 산에나 산책갔을 때 주워서 어떻게 많이 가르켜주고 이렇게 활용해보라고 

그런데 그게 아이디어가 좋아서 여러가지 활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걸 

포인트를 주고 했어요. (그룹 A, 주민리더 2) 

 

서류 작성해서 제출해야될 것들은 개도 한 보름정도 50 일정도는 기간을 줘요. 그러면 

제출해서 또 빠꾸당해서 또하고… 그런것들이 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서류가 좀… 

간소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뭐 좀 까탈스럽게 조금 하지 않았나… 그런부분도 

있었어요(그룹 A, 주민리더 1).  

 

(지역 내 공모사업을 필요로 하는 분들 중에는) (서류작성을)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걸로 아는데 그런 이유가 (자신의 기획안이) 안 맞는줄 아는거에요. 신청서류만 딱 

보면은 이거는 할 수 없는거예요(그룹 C, 주민리더 1).  

 

주민리더들은 기존에 정해진 틀이나 방식에서 벗어나는 사안에 대해 

현장지원센터가 경직성을 보였다고 인식하였다. 주민리더들은 

현장지원센터가 예외사항을 수용하는데 있어 제한적인 면을 보였다고 

말하였다. 현장지원센터가 지금까지 대안을 수용한 경험이 부재했다는 

것을 느꼈고, 현장지원센터가 일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극복하기 위해 인당 일정금액의 회비를 걷는 등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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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금액에 대해 개인의 금전적인 자원을 부담(사업 운영 규정에 포함되어 

있음)하였다. 또한 현장지원센터와 주민공모사업 팀간에 협력하거나, 

주민리더와 주민이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간 의존하며 서로 

돕는 경험을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한 공모사업팀의 경우, 행사를 

준비하는데 부족한 자원이 있으면 다른 공모사업 팀이 갖고 있는 유/무형 

자원(역량, 물적 자원 등)을 공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공모사업 정보를 공유에 있어 각 조직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공동체 

내에서 관계형성이 좋은 경우에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마을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였다. 반면, 일부 공모사업팀이 

사업진입에 있어 경쟁의식에 의해 정보를 독점하고 공유하려 하지 않는 

점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소수의 주민리더는 현장지원센터가 유연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주민리더가 현장지원센터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서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및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과정의 경우) 지금도 많이 겪고 있는 문제지만 공무원들이 바뀔려나 안바뀔려나 

모르겠네… 협의가 안되죠 일방적이죠 그 이제 어 이런 좋은 컨텐츠를 하시다니요 이런게 

아니라 이제 뭐 주판 뭐 예산, 계산기 두들긴다던가 아니면 자기네 큰 그림안에 우리를 

넣으려고 한다던가 알지만 하는거죠 우리가 하고싶은 거니깐(그룹 D, 주민리더 1) 

 

… 그리고 그 저희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마을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가 활동 한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는 주민분들 예를 들어 목공하시는 분들은 자재도 

막 남는 자재를 서포터해주시고 또 페인트 하시는 대표님이 계세요.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저희 세트 제작을 거의 전반적으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페인트도 다 

주시고 같이 칠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 몸으로 떼워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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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저희가 했죠. 심지어는 주말에 나와서 톱질하고 하는데 센터장님도 나오셔서 나르고 

같이 톱질하고 그렇게 해서...그런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습실이 없으니까 ㅇㅇ 

연습실을 좀 저렴하게 대관을 해줘서 저희 공연에 도움을 주셨고 홍보도 해주셨고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분야이긴 하지만 아얘 또 다른 걸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많이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뭐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룹 C, 주민리더 1) 

 

참여의 방향성으로는 공동체 수준의 역량 활용 가능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리더들은 참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었다. 

다른 공간으로 활동을 넓히거나, 활동의 세부분야를 추가하여 참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주민리더들은 장애인의 고충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관심 범위 또한 확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 

주민리더들은 소수의 인원으로 주민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조직/공동체의 규모가 축소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리더들은 무형자원의 

지속성을 확인하였다. 지속적으로 참여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공모사업 참여에 대해 의지를 갖고 있었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주민리더는 수익구조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유지할 수 있다고 여겼다. 반면 정책사업이다 보니 

한시적으로 주민공모사업이 운영되어 참여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쵸 (A 그룹의 경우) 공모사업 통해서 진입하셔가지고 육성사업하고 그담에 

예비사회적기업되어서 이번에 도시재생관리기업이 된거죠 그담에 이제 그런 플로우로 가는 

팀이 있고 …주민으로서는 그사람의 전개과정이 아마 잘된 사례 … 표면적으로 좀 

성과있는 사례를 하시려면 그 사례를 보시면 되구요. (그룹 D, 주민리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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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끝나고도 아쉬움이 남아서 이제 저희끼리 여섯명이서 다시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한달에 회비 5 천원 만원 내가지고 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전원웃음) 사실은 이제 가르켜줄 선생님이나 인도해줄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실력이나 그런것들이 고만고만 하잖아요? 선생님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거의 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는데 발전적인게 이렇게 해서는 수지가 

안맞죠(그룹 E, 주민리더 2) 

 

예 저는 이제 프로젝트 기획을 해볼께 해서 PM 을 한거고 (주민리더 2, 3 읠 가리키며) 

사업진행하고 회계하고. 두분은 참여해 주셨다가 어.. 이중에 요분(주민리더 2)은 거의 

메이트 친구처럼 되어서 지원자,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해주시고 있죠. 근데 그 다음 

프로그램 있을 때 연결되어서 같이 올 수 있는.. 예.. 착한 참여자가 된..(그룹 D, 

주민리더 1) 

 

지속성이 없다는거… 사업이든 이런게 좀 약간 반짝이고 보여주기 식? …중략… 

공모사업이… 열심히 청년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한테 다양한 경험을 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직은 시작점이라서 그런지 좀… 약간 미비한 것도 있어요. 지속성도 별로 없고. 

(그룹 A, 주민리더 1) 

 

3)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 시스템 작동 한계 

이후 주민리더는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역량을 

확보한다. 우선 주민리더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활동이 주민 및 주민리더의 

필요나 요구에 일치했음을 확인하였다. 주민리더들은 활동 일정을 주민이 

참여 가능한 저녁시간 또는 주말 등으로 하거나 주민이 많이 방문하는 

장소를 섭외하였고,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난이도로 활동 내용을 

구성하는 등 주민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을 진행하였다. 또한 공모사업이 

무료인 만큼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 뿐만 아니라 주민리더들은 재정적 

부담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민리더는 공모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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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방식에 대해 아이디어와 의견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표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냈다.  

 

저희는 이거 자체가 주말에 뭐 다른데 가지말고 우리 동네에서 놀아보자 하는 

기획으로 했어요. 강좌는 평일에 하고요. 평일에는 애들 어머니들도 공부를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아 얘내를 데리고 뭐 뭘 하고 노나’ 이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걸 좀 캐치를 해서 공모를 했어요(그룹 A, 주민리더 3). 

 

3 시 이후에 (동네) 놀이터에 가면은 학부모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기적으로 

어르신들 주기적으로 있어요 이거 그 분들만 참여해서 뭔가를 했으면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하나 만들어졌을.. 그런 얘기를 초반부터 했는데 그게 이른거에요. 

이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간단하고 답이 나와있는건데 

자기네들은 그런 타이틀이 필요한거죠 타이틀. 적극적으로 참여 통장들 막 불러다가. 

(그룹 B, 주민리더 1). 

. 

그러나 주민리더는 참여활동 과정에서 각 주체별로 판단 또는 결정에 

대한 기준이 불일치하거나, 언행의 불일치 한 점을 경험하였다. 

주민리더들은 후속사업에 대해 방향이 불일치하는 것을 경험하거나 

유사한 사업임에도 기관에 따라 운영방식이 불일치한 점도 발견하였다. 

일부 주민리더들은 주민이 주민리더의 활동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현장지원센터에 대해 주민리더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는데,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들이 공모사업팀의 성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기존에 공무원 이미지가 변화할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또한 

추가로 후속사업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으며, 이외 공정성에 

대한 의문, (센터의) 사업 결정기준에 대한 의문, 사업 목표 실현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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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의문,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 등이 언급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사업이라는게 도시재생 사업이 되었든 내가 자영업자가 되었든 그 사람이 

1 년 운영할 때 다르고 2 년 운영할 때 다르고 3 년 운영할 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내용을) 많이 원하세요. 그니까 충분히 그 기업이든 사업이 1 년차, 2 년차, 3 년차, 

초기 중장기 거쳐서 올바르게 되게 큰 사업이 되는게 맞다고 보는데 작년에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좀 신선하지 않고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면 제외되는게 이 쪽 

분위기에요. 그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룹 C, 주민리더 1) 

 

심층면접 공공성의 의심이 들긴 했었어요 기업체는 면접을 봤을 때 I 사는 (면접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은 개인 팀이 다 가가지고 심층면접하고 카메라테스트도 하고 뭐 

이런식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관에서 하는것보다 더 까다로웠는데도 편의를 

봐주셨던 느낌이 들어요. 저희 쪽으로 와주시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도 편의를 봐주셨는데 

관에서 했던거는 저희들의 편의가 아니라 짜여진… 저희가 맞춰야 되는 주민참여라는.. 

(그런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그룹 A, 주민리더 3). 

 

4) 주민 참여구조 =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추구 및 실현하는 공간 

먼저 주민과 주민리더들은 개인차원에서의 건강을 추구하고 이를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리더들은 참여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웰빙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배움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얻고, 주민에게 활동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아실현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주민리더들은 주민리더가 기획한 참여활동을 

주민들이 보고 활동에 관심을 갖고 시도하려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조직, 

공동체 차원의 건강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주민리더들은 주민과 함께 사회적 자본을 통해 긍정적인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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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거나 공유하였다. 공모사업 참여를 계기로 관계가 형성된 팀의 경우 

서로를 ‘든든한 친구’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리더와 주민이 

참여활동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을 

공유하였다고 말하였다. 주민리더들은 주민들이 활동에 대한 재미와 

만족을 느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각 주체간 

부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거나 공유하고 있었다. 주민리더가 기획한 활동에 

대해 주민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거나 

현장지원센터의 참여 주민에 대한 이해가 부재한 점에 주민리더가 분노를 

표출하는 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약간 빨래터에 빨래하러가는 느낌? 빨래터에서 서로 막 얘기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보니까 일주일간 있었던 일만 얘기 하다가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뭐 한시간 만나는거였는데 한시간 반도 있다가고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었죠.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그룹 

E, 주민리더 3). 

 

저는 주부니까… 이렇게 뭐 배움을 해서 뭐 돈을 벌고 이런건 아니라서 큰 기대는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데서 에너지를 얻고 어떤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좋아서 네… 하는거라서… 참여 전에 큰 기대감은 많지 않았어요(그룹 D, 주민리더 3). 

 

주민분들 시선도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은 사업이었고 행복했지만 몇몇 

분들은 그런거 하지 말고 김치라도 한포기 더 담가서 어르신들 나눠드리고 이런걸 하시는 

어르신분들도 아직도 계시고 뭐 그 의견도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네 해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좀 적절히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이 필요한데 좀 

자기가 안좋다고 생각하면 약간 배척하는 느낌이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활동이 

조금 힘들죠. 우리는 항상 설득을 해야되는 사람들이에요(그룹 C, 주민리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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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운영방식의 개선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리더들은 사업운영에 대한 

발전방향과 사업지원주체에 대한 발전방향을 언급하였다. 사업운영에 대한 

발전방향으로 업무처리 방식의 단순화와 지속적인 사업 참여 절차 마련을 

강조하였다. 주민리더는 서류처리단계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근거로 업무처리 방식의 간소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사업 참여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실행의지를 가진 주민(리더)에게 추가 기회를 

제공하거나 단계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활동에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하고 사업에 대해 효과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어에 대한 유연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태도, 심사위원의 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센터나 자치구에서 모이기 조금 괜찮은 팀은 후속으로 뒤로 더 도와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의지가 좀 있고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엄마들끼리 아직 

내거 먼저 투자해서 먼저 하지는 못하니까 그래도 조금 더 지원을 해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그때도 엄마들이 그러면 어 진짜 내가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투자를 왕창하고 자기사업으로 만드는 계기가 되게… 아무도 성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기회를 좀 한번 더 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예…(그룹 E, 주민리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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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공모사업 담당자 개인심층면접조사(IDI) 결과 

2.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업 담당자들의 경우 총 3 명이 참가하였다. 평균 1 년이상 

주민공모사업과 관련된 업무경험을 쌓았으며, 활동가 1 명이 약 5 년 

6 개월간 다양한 참여사업에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8 개인심층면담조사(IDI) 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IDI 1 IDI 2 IDI 3 

성별 남 남 여 

연령 30 대 40 대 30 대 

활동기간 1 년 1 개월 4 년 2 년 

직업 공무원 활동가 활동가 

근무이전 

참여사업경험 

없음 약 5 년 6 개월간 지자체 

타사업 활동가로 근무 

없음 

 

2.2 개인심층면접조사(IDI) 결과 

주민공모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참여에 미치는 영향 요인으로는 '주민을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Empowerment 구조 부재’, '사업운영에 대한 발전방향'과 같은 

4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분석결과를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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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사업 담당자 대상 개인심층면접조사(IDI) 분석결과 

Theme(활동가&공무원) Category Subcategory 

주민을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기위한 

노력 

유인요인 : 

외부자극을 

통한 유입시도 

지식(Knowledge) 전달 

역량(Capacity) : 진입기준 완화 

자극/(심리,행동의)동기부여(Motivation) 

시도 

  

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 

주민리더, 

중간지원조직, 

제도 및 규정간 

상반되는 특성 

확인 

기존에 정해진 규정의 획일성 

규정/기준 및 활동인력 구성의 다양성 

  

주민리더 : 활동내용 결정/주도의 

자율성 

주민의 역량부족에 따른 타율성  

영향요인 1 : 주민공모사업 운영체계  

영향요인 2 : 리더십 

영향요인 3 : 활동 수행절차의 복잡성 

  

활동의 낯섦  

활동의 익숙함 

영향요인 4 : 반복적인 조정과정 

  

주체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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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의 경직성 

영향요인 5 : 상위제도 

 

참여의 방향성 : 

조직 및 

공동체차원의 

역량 

활용가능성 

마련 

공모사업 참여조직(주민)의 축소 

공모사업 참여조직(주민)의 확대  

영향요인 6 : 공모사업 요구사항 적용 

  

(주민리더)개인 역량 성장  

공모사업 참여조직(주민) 역량 유지 

영향요인 7 : 센터의 요구사항 : 

후속사업 기준 강화 

영향요인 8 : 성장수단=주민공모사업 

  

주민공모사업의 일시성 

공모사업 참여조직(주민)의 활동의 

지속성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 

부재/시스템 작동 한계 

주민, 주민리더, 

중간지원조직간 

인식 충돌 

사업과정 단계별 판단기준 일치 

주민리더의 활동에 대한 공감  

판단사유에 대한 명확함 

  

사업과정 단계별 판단기준 불일치 

주민참여의 방향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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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의문 

영향요인 9 : 활동가의 역할수행 

 

사업운영 발전방향 

사업운영에 

대한 발전방향 

업무처리 방식의 단순화 

지속적인 사업 참여절차 마련 

 

1) 주민을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 

주민을 사업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 담당자들은 주민에게 

외부적 자극요소를 제공하여 참여사업에 유입되도록 노력하였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지식을 전달하였는데, 도시재생 분야가 주민에게 생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도시재생과 사진’, ‘도시재생과 환경’과 같은 방식으로 

주민이 관심 가질만한 분야와 연결하여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사업담당자들은 주민공모사업의 진입기준을 완화하여 가능한 많은 

주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SNS,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도시재생학교라고 해서 대부분 저희 같은경우 매월 한 번씩 월례강좌를 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월례강좌를 할때도 월례강좌를 기획의도도 그런거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건 사람들한테 어려워 딱딱해 그러면 그 월례강좌를 계속 그런식으로 했어요. 도시와 

축제, 도시와 문화, 도시와 건축, 도시와 마을 도시와 경제 도시와 생태환경 그러니까 

앞에 도시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고… (중략)… 누군가는 환경에 관심이 있고 누군가는 

문화에 관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내 보기 위해서 하는거죠… (ID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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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부분적 bottom-up system 작동 

사업 담당자들(활동가/공무원)은 주민리더, 중간지원조직, 제도 및 

규정간 상반되는 특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기존에 정해진 규정이 획일적인 

특성이 있다고 인식하였는데, 사업 담당자들은 기존의 보조금 지원 

시스템은 기존에 제도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을 일례로 

언급하였다. 규정이나 기준, 활동인력의 다양성 또한 나타나고 있었는데 

사업 담당자들은 규정이나 기준의 경우 활동 특성별로 500, 1000 만원 

단위 등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원금 액수에 있어 선택권이 다양해졌으며, 

활동가들 또한 연령, 성별, 혼인여부 등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답하였다.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그 이 

갖춰져 있는 양식이나 시스템 같은게 있어서 그거를 따라야 되요 그러니까 그거는 

도시재생이든 다 똑같은거예요. 이 민간경상보조금 지출에 관한 행정양식같은게 있는거죠. 

그런데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IDI2). 

 

이게 나눠졌죠. 예전에는 딱 얼마짜리로 300 짜리로 죽죽 나왔는데… 제가 오기전에 

300 이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200? 500? 700? 1000 이렇게 

나눠서 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업별로 나눠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생긴거죠… 어느 

모임은 그냥 그냥 단순 뜨개질 모임인데 그걸 500 씩 줄 수 없고 그런건 200 정도 하는 

걸로 하고 플리마켓하는 팀이다 하면 1000 만원짜리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나눈거죠(IDI3). 

 

사업 담당자들은 주민들이 활동 내용이나 결정 또는 주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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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을 갖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사업기획서를 

작성하고 제안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 셋팅(주민공모사업)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책임지는 주민리더 1 인의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리더십이 이러한 특성을 나타나게 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사업담당자들은 자체적인 판단 하에 역량이 부족한 주민을 직접 돕는 

등의 경험을 통해 주민이 타율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행정처리 절차로 인해 주민리더들이 주민공모사업 수행절차가 

복잡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근데 그 실무책임자가 대표하신분중에 한 분이 정말 그냥 부녀회장이에요 별명이. 

별명이 부녀회장. 예 그래서 그분 아니었으면 거기도 그렇게 못했을거에요...(중략)... 꼭 

책임지는 사람 하나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두 번 연속 그러니까 일 년동안 

하신거죠. 예 그렇게 하셨던거 같아요.(IDI 3) 

 

주민분들은 실행 자체를 이렇게 비용집행 하는게 복잡한 행정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정산하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런것도 여러 번 

왔다갔다 수정하는걸 보시니까 번거롭고 힘들어하시는데….(IDI 1) 

 

사업 담당자들은 활동이 익숙한 주민과 낯선 주민의 특징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활동이 익숙한 주민의 경우 주민공모사업과 유사한 참여 

경험으로 익숙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활동을 낯설어 

하는 주민의 경우, 행정업무처리를 포함하는 주민공모사업의 운영 방식이 

낯설다 보니 현장지원센터 담당자와 반복적인 조정과정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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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들은.. 사업 신청서 쓰고 정산하고 이런게 사실은 주민 입장에서 번거로운 

분들이 있는데 그런건 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해 실제로 이게 

이런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주민들한테 개방적으로 좀 진행되고 이렇게 

하는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팀도 있고 어떤팀은 활동은 비교적 열심히하려고 

하는데 행정처리는 너무 못해 대체로 나이 드신분들은 다 그렇거든요. 이 문서쓰고 

그담에 정산하고 그런걸 너무 힘들어해요. 원칙적으로는 그분들이 할수있게 

도와드리는거지 직접적으로 해주면 안되는데 하다보면 정말 못하시는 분들은 대신 

써주기도 하고 그런 기억도 있죠. 그런 것들이 센터마다 다 다른데 저희는 최대한 직접 

안해드리려고는 했어요. 그런데 다른 센터들 보면은 아얘 대신 직접 다 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저는 그렇게는 하지말자고 했는데 일일이 다 붙어서는 다.(IDI 2) 

 

나이드신 분들은 절대 못하더라구요. 60 대쯤 가면 거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50 대 이상이신 분들로 구성된 팀의 경우, 정산에 너무 어려움을 겪으셔가지고 거의 붙어서 

작업을 했던거 같아요.(IDI 3)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주체(주민, 중간지원조직, 주민리더)별로 

유연성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주민의 경우, 경제적, 시간적 또는 정신적 

여유를 갖고 있는 주민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현장지원센터 공무원의 경우, 현장에서의 일어나는 역동적인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들의 

경우, 예산이나 서류업무에 대한 주민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상위 기관에 

건의하고 실제로 제도적으로 반영하여 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주민공모사업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나 개선사항을 모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주체의 경직성도 동시에 나타났는데 사업 담당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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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에게서 개인의 삶의 양식을 고집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주민의 

경우, 공무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나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주민의 민원이나 개선안에 대해 현장지원센터 직원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임을 언급하였다. 현장에서 멀어질수록 

변경사안을 검토하고 반영하는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꼭 엄마들이 아니어도 지역에 잠깐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조금 여유있다는 

여유있다는게 꼭 경제적인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뭐 정신적으로 여유있고 참여할 수 잇는 

분 그런 자영업이나 또는 프리랜서나 뭐 뭐.. 약간 그런 분들이 공모사업 수행은 잘 

하죠…(IDI 2) 

 

이건 구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런 보조금 사업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되는거기 때문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또는 무슨 다른 

경우지만 뭐 위탁사업이나 이런거와 관련된 제도개선과 관련된 요구는 구단위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그렇게 전문적인 활동가들이 그런 제도 개선 요구하는게 있고 그런게 

잇을거에요 근데 이제 법제도 개선사항이다 보니까 쉽게 그렇게 안되죠. 

저희같은경우에는 그런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개선된 사례들이 그 다음년도에 

반영… 잘 없는거 같은데… (IDI2) 

 

그니까.. 주민공모사업하면서 실행과정에서 뭐 비용집행을 하는게 복잡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만 공모사업 있는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과나 이런데서 많기 때문에 

매년 그… 결과보고라고 해야하나? 개선점 같은거를 제출하게 해요. 전 작년에는 

제출했는데 제작년에도 제출했던거로 아는데 그런부분에서 매년 집행 기준이 바뀌고 

있어요. 주민들이 집행하기 쉽도록. 예전에는 세부사업별로 다 나뉘고 그 안에서 

계정과목이 다 나뉘고 했는데 지금은 사업별로 그냥 통으로 묶어 버렸거든요 집행을. 

너무 어려워하시니까(ID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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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접 나와있는 현장책임자 현장담당공무원은 좀 이해를 해요 상황을 직접 

보니까 그런데 위에 결재권자로 올라갈수록 여기도 예를들면 공무원이 두 명 있어요 이 

공무원 두분은 공모사업이든 전반적인 여기에서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예를들면 제가 이야기 하는 입장을 많이 수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그런데 

위에 결재권자로 올라갈수록 그런게 어딨어 하기로 하던대로 해 이런식이죠. (IDI 2) 

 

참여의 방향성으로 조직차원의 역량 활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먼저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 초반에 비해 소수의 주민이 참여활동을 

유지하고 것에서 공모사업 참여조직이 축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반면 

사업의 운영방식으로 인해 참여자 수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도 발견하였다. 

여기에는 공모사업의 요구사항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공모사업팀에게 공공성, 개방성을 참여활동에 포함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네트워킹 데이, 마을축제를 통해 주민들이 각 공동체 

그리고 이웃간에 교류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였다. 

 

전체로 따지면 모르겠어요 저희가 잘 못해서 그런거일수도 있지만 그니까 전체 

참여했던 분들중에서 남아있는 비율이 되게 적죠. 일회성 공모사업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참여 안하시는? 그냥 자기들이 하고싶은거만 하고 그냥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 해보는거 자체가 의미있다고 봐야할지… 뭐 

아닐지 이런거는 고민이죠..(IDI2) 

 

공모사업이 자기거로만 하는게 아니라 이 공모사업 하시는 분들끼리 공모사업을 

나눠볼 수 있게 뭐 예를 들면 네트워킹 데이 또는 작은 마을축제를 하면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했던 공모사업을 자기들끼리 그치는게 아니라 그걸 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예를들면 a 라는 주민은 이.. 일번 공모사업을 하셨고 b 라는 주민은 2 라는 

공모사업을 하셨지만 나중에 서로 나누고 공유하다보니 a 라는 주민이 2 라는 공모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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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이나 활동에 아 나도 그런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관계망이 

서로 엮여지게 만드는? (IDI2)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일부 주민리더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역량이 

성장했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에 비해 주민리더들이 능숙하게 서류작업을 

수행하거나 일반적인 참여주민에서 대표제안자(주민리더)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예시로 들었다. 여기에는 주민공모사업 형태(사업셋팅)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담당자들은 주민리더가 조직한 팀들이 여전히 

소모임 수준이어서 기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매 

차수별 후속사업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이 이전보다 발전된 

형태의 사업 내용과 팀 조직을 형성하길 희망하고 있었다. 

 

이제 참여하시던 분들이 이제 대표제안자로 가는거지 그냥 공고보고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IDI 3) 

 

아까 말씀드렸던것처럼 주민들이 어떤  사업 도시재생 이 사업에 실제로 주민들이 

조금 자기가 적극성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인거 같아요 나머지는 되게 

수동적인거죠 … 중략 … 주민공모사업은 어쨌건 본인이 직접 기획부터 실행하고 어 

거기에 대한 뭐 행정적인 예산적인 이런부분들까지 본인들이 해보는거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일을 직접 해보게 만드는거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성장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기도 하고 (IDI 2) 

 

들여다 보면 주민 소모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없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실행도 실행력이 약하죠… 좀… 제목은 거창한데 내용이 뭐랄까… 좀 

그런게 많고…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ID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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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들은 조직의 일시성을 언급하였는데, 한시적인 

사업기간으로 인해 역량 낮은 활동을 유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주민들이 기획한 활동의 경우, 사업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종료되었으며, 

일부 팀의 경우 사업종료 이후 단기간 참여 활동을 유지하였으나 대부분 

중단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별도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팀은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사실 계속 모임을 이어나가는 팀도 있긴해요. 그분들은 원래는 자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이라 그래서 운영이 되는거 같기도 하고 아닌분들도 있기는 한데 조금… 

실행력이 약한 팀이지 않나…(IDI 1) 

 

3)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시스템 작동의 한계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들은 임파워먼트를 발휘하는 과정에서 주민, 

주민리더, 현장지원센터간 인식이 충돌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단 

계획서 내 언급한 계획 및 수행과 일치하는 주민공모사업팀을 통해 

사업과정 단계별로 기대하는 기준이 일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주민리더의 활동에 대한 공감하고 있었는데, 특히 주민리더에게 집중되는 

책임과 노력을 인정하고 보상해야 하는 점에 공감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주민이 민원을 통해 개선요청을 하면, 법 제도적 근거에 의해 해당 요청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직접 주민에게 전달함으로써 판단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여겼다.  

 

이를테면 이 사업은 그 사업의 취지대로 잘 할려면 그 사업 기획하고 준비하고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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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의 주체 보통 대표제안자라고 하죠. 그 대표제안자와 공동제안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할 수 밖에 없는건데 그 대표제안자와 

공동제안자는 인건비를 하나도 못주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데한 것도 좀 그런 규정을 

좀 융통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이야기도 있죠. 한편으로는 이해가되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본인인건비를 만들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런 방지 차원에서 

대표제안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용지급을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건데 아마 지금도 

예외규정을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되어잇을거에요 제안자 인건비로는 

못쓰게 되어잇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자기 푼내고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비용지급을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실제로 나는 일은 다하면서 사실 나는 실제로 일은 다하면서 자부담은 다 

하고 나는 비용은 다 받지 못하게 하고 이건 너무 불합리한게 아니냐 이런경우들이 

있죠.(IDI2) 

 

그러나 기대 또는 판단기준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계획과 

실행이 불일치하는 주민 조직이 있었으며, 공모사업팀 활동이 소모임 

수준에 한정되어 기대수준과는 달랐음을 언급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심사위원별 공모사업 팀 활동 기획서를 판단하는 기준에 있어서 

불일치하는 것을 경험하였는데, 주민 심사위원의 경우 재미있는 것, 

지역에 이익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였으며, 센터의 경우 새로운 

활동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는데서 파악할 수 있었다. 한 담당자의 경우 

지역별 공모사업팀 경연대회에 참여했을때 예산대비 타 지역에 비해 소속 

지역의 공모사업팀의 참여규모가 적어 기대와 불일치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활동가의 역할 수행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는데, 활동가들은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거나 지속적인 소통, 어려움에 

대한 개선을 전달하는 등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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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질적으로 높아졌다고는 모르겠는데 또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류정리는 잘하시는데 어..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반복하는 느낌… 뭐 

참여하는 분들의 수는 많아졌는데 공모사업 참여팀은 많아졌는데 수준이 올라갔는지는 

좀 모르겠어요… (IDI 1) 

 

잘 안되죠 그건 어느경우든 그러니까 행정은… 음.. 딱 정해진대로만 하니까… 뭐 

이를 테면 그거는 그것도 딱 특정한 어느문제로 얘기하기보다는 과정과정마다 다 그래요 

그니까 심사를 할때도 어..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민대표 그래서 다양한 

심사대표를 한건데 주민대표 그다음에 행정 예를들면 저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건 

마을공동체나 사회적경제나 이런분야에 어.. 뭐 전문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심사를 

하는데 그런 전문가와 주민과 행정의 시각은 되게 달라요. 약간 주민대표들은 약간 

뭐랄까 음.. 그냥 우리주민들한테 도움이 돼 이런거죠 예를들면 얼마나 재미있는 사업이냐 

이걸 통해서 뭐 이런거 말고 어쨌건 이 돈이 주민들한테 돌아오냐 이런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뭘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나눠준다 이러면 약간 긍정적이고 이런 식인거죠 

이걸 외부에서 뭔가 들어오거나 좀 안해봤던 어떤 새로운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것들이 많았고 행정은 주로 이제 예산.. 예산이 적절하게 잡혔냐 뭐… 

실제로 이게 되겠냐 이런 정도에 좀 주목해서 보는 경우들이 많구요…(IDI2) 

 

 

코디네이터분들이 있어서 좀 다행인 부분은 그런 부분을 좀 서로 좀 부드럽게 이끌 수 

있게 중간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또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안좋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공무원이라서 이렇게… 안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부분은 나서서 얘기해주기도 하고…예 그게 센터의 역할이거든요. 민간인과 

공무원 사이에서 조율을 해주는 역할. 좀 어렵죠.(IDI1) 

 

이어 주민참여의 방향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주민의 활동이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주민의 일회성 참여에 대한 의문과 공모사업(주민)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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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냈다.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의문으로는 주민이 

기획한 공모사업의 합격기준을 선정하는데 있어 고민을 언급하였다.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질적으로 높아졌다고는 모르겠는데 또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은 

서류정리는 잘하시는데 어.. 질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기 보다는 반복하는 느낌… 뭐 

참여하는 분들의 수는 많아졌는데 공모사업 참여팀은 많아졌는데 수준이 올라갔는지는 

좀 모르겠어요…(IDI 1)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소규모 모임을 해서 일회성 사업을 하고 그냥 소모임의 

교육용으로 공모를 하는 분들이 많은거 같아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끝나도 이어지는 팀이 

많지 않은거 같아요…(IDI 1) 

 

이에 따라 담당자들은 사업운영방식의 개선방안에 대해 주민에게 맞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중간지원조직 담당자들은 주민이 

용이하게 참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처리 방식을 단순하게 

변경해야 하며, 단기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처리 방식의 단순화로는 

서류의 간소화를 언급하였으며, 지속적인 사업 참여절차 마련으로는 

(수시)공모사업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수익구조를 통해 공모사업팀을 유지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공모사업을 하면 수익구조가 창출이되면은 그 수입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고 사업을 

키워나갈텐데 그런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일회성 축제나 그런 걸 기획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개선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ID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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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해져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수시공모라고 하는걸 하나 남겨두고 싶었어요 저희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것처럼 주민들이 

직접 자기 아이디어를 내고 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들어 

상반기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참여하지 않았어 그런데 뭐를 하다보니까 예를들면 주민들이 

그런거잖아요 처음에는 a 라는 주민이 그런데 상반기든 하반기든 근데 주민이 어느날 

알게 되었어 아이 너무 좋아 자기는 그리고 그걸 너무 해보고 싶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이사업과도 연계하기도 좋아 그런데 그거를 그분들이 직접 해보게 하는 방법은 공모사업 

외에는 없는거예요. 예를들면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나 그분들이 직접 

해보게 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연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수시공모라고 하는걸 남겨주자 

그런데 이런걸 행정에서는 잘 안받아주죠 그니까 이제 이 공모사업이 이 해당지역에 어떤 

특성이나 그 지역에 갖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에..(IDI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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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종합 및 소결 

   1. 역량을 보유한 참여 핵심주체(주민리더)의 출현 

주민공모사업과 같은 참여구조는 Capacity building 구조를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민리더를 출현하게 하였다. 주민들은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기존의 노하우와 같은 무형 자원, 

보조금 지원과 같은 외부의 유형 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사업 

담당자들은 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주민에게 주민들의 관심주제로 구성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홍보물을 배포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였다. 이는 주민리더들에게 외적 자극으로 작용하여 사업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참여로 이어지는데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단순히 외적 

자극뿐만 아니라 재미, 학습의욕과 같은 내적 자극 또한 주민리더들의 

참여 동기(motivation)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어 주민리더들은 

스스로 마을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정립하였다.  

 

2. Capacity building 관점에서 부분적 bottom-up 시스템 작동 

주민과 사업 담당자 모두 각 주체별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주민리더의 자율성과 리더십은 공모사업팀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스템 규정, 운영방식으로 주민리더에게 타율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현장지원센터의 도움하에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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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담당자의 경우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사업으로 법에서 규정한 

범위 안에서 참여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현장지원센터 담당자는 결정권이 없어 예외사항이나 변경사항에 대해 

대처하는데 있어 제한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주민리더는 낯선 시스템 

처리방식에 대해 복잡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공모사업이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활동이어서 일부 활동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이 

인지하고 있는 모습은 발견할 수 없었다.  

주민리더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 조직간에 유형, 무형자원을 공유하면서 팀을 

운영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현장지원센터의 활동가의 조정역할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일부 주민리더는 기존의 문제에 대해 

변화와 개선, 반영보다는 정해진 환경 및 규정 내에서 서로간 

합의/조정하고 있었다.  

참여의 방향성에 대해 각 주체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다. 

주민리더들은 도시재생 관할부처는 아니지만 다른 부처나 지자체 

사업에서 기존의 규모를 유지한 채 참여활동을 하고 있거나 제도, 

정책영역 밖에서 참여활동을 지속함으로써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 담당자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을 도시재생분야 내 

주민공모사업이나 해당 분야 테두리에 한정하여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주민의 조직활동이 소모임 수준으로 한정된 점에 고민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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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 친화적 참여구조=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  

주민 친화적인 참여 구조는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주민리더들의 경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웰빙 

공간으로서 참여사업 구조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배움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아실현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조직, 조직간 

차원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을 통해 재미, 

흥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감정도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각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통해 분노, 괴리감 등을 느끼고 있었다. 

 

4. Empowerment 관점에서의 구조 부재, 시스템 작동 한계 

주민리더는 의사결정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먼저 주민리더는 주도적인 활동 수행을 통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필요성에 어느정도 일치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지원센터에 아이디어와 의견을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에서는 각 주민조직과 현장지원센터와의 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의문이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결국 각 주체간 서로 

의문점은 갖고 있지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개선방안은 무엇이고 

어떤 지점에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유하거나 논의하지 않은 채 

사업이 종료되었다. 각 주체별 인터뷰에서도 조직간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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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회의나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였다. 주민리더의 경우 

개인 차원에서는 소통한 적이 있었지만 현장지원센터로부터 일방적인 

통보를 경험하거나 혹은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타협하는 것에 

그쳤으며 센터와 주민조직이 한데 모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한 적은 

없었다. 이는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주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센터의 담당자들은 

회계처리 과정을 간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주민리더들은 이러한 

노력을 체감하고 있지 않았다.  

 

5.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향 

주민리더들은 공무원과 심사위원 조직의 태도에 대한 변화를 

희망하고 있었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기회를 다양하게 하고, 서류의 

간소화, 사업에 대한 효과평가, 후속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 기대하였다. 

사업담당자는 주민조직에게 수익구조를 통해 참여활동을 유지하는 것을 

기대하였다. 각 주체가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안으로는 서류처리절차의 

간소화와 참여활동에 있어 충분한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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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논의 및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한국 보건분야 참여의 경우, 지난 수십년간 마을건강원과 같은 

개인수준의 주민 참여에서 주민 또는 시민 위원회처럼 조직화를 통한 

참여까지 지속적으로 참여 방식이 변화되었다. 80 년대에는 마을건강원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면, 2000 년대 이후부터는 부산시 

건강마을 시범사업 '건강한 반송 만들기'를 시작으로 각 지역으로 주민과 

공공기관(보건소 및 복지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하나의 조직단위 

형태로 지방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건강 코디네이터, 

건강 리더를 양성하는가 하면, 이들을 포함하여 주민자치조직, 동사무소, 

보건소가 연계된 실무 네트워크, 주민건강위원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하였다. 이에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건강 행태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는지, 

주민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였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김새롬, 2018). 

본 연구는 실질적인 참여 요인을 파악하고자 질적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보건학 분야에 적용하고자 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 구축(Capacity 

building) 사업 구조에서 구조 주도(Initiating structure)-

배려(Consideration) 리더십을 가진 주민이 등장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은 과거 참여 경험으로 얻게 된 지식,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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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구조에 반응했다. Deci&Ryan(1985)은 

내재적 동기 발현에 있어 개인의 유능감, 자율성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해당 사례에서는 사업 구조를 통해 주민들의 유능감,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이는 참여 동기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 리더들이 주민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민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구조주도-배려 

리더십(Fleishman E. A., 1957)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참여 

구조형태는 이러한 리더십을 출현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보건분야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연계(Community 

engagement)를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기획, 실행, 평가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건소와 같은 행정기관의 주도의 

지역사회 연계활동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주민은 각 수행단계별 

수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여기에 각 기관 실무자, 기획자들은 

참여사업 구조가 주민의 참여 동기와 연결되는 점에 대해 고려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 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리더 양성교육을 통해 

주민을 유입하거나, 기존의 통장과 같은 공식적인 리더 중심으로 모집하는 

경로는 다양한 형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주민들을 발굴하고 

협력하는데 있어 제한적이다. 따라서 주민 참여사업을 기획할 시 주민이 

유능감과 자율성 욕구를 충족하여 내재적 참여 동기를 발현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다양한 리더십 경험을 가진 주민을 발굴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승현(2009)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공동체 기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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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연구(Community Based Participatory Research,CBPR)를 통해, 

다양한 리더십 특성을 보유한 주민(Early adopter, Program champion 

등)을 발굴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언급하였다. 리더십을 보유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민들의 경우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조직을 모집, 구성, 운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선구자들을 발굴하는 수단 또는 과정으로 CBPR 을 강조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CBPR 기법은 아니지만, 기획, 실행 활동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기획, 및 활동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주민리더가 나타났다. 향후 보건사업에도 다양한 특성의 리더십을 

보유한 주민들을 발굴하는 구조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상향식 Capacity building 활동을 통해 주민이 다양한 활동유형에 

참여하면서, 본 연구에서는 참여의 범위와 깊이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Rifkin, 1978). 주민 리더는 bottom-up 기획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Brody(2008)의 문헌과 일치하는 점이다. 또한, 주민에게 명확한 

사업운영방식(모형)은 주민들이 사업을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Luyet et 

al., 2012). 공동체 차원에서는 유/무형자원을 공유하고, 조직간에 서로 

돕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원의존모형(Aldrich, 1976; Scharpf, 

1978)에서 설명하는 바와 일치한다. 자원의존모형이란 외부 자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에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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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자원의 중요성, 자원의 대체가능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자원의존모형 이론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발견된 각 

조직간 상호작용은 주민조직 간 협력관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조직과 현장지원센터가 비전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함께 협력하여 결정한 경험은 없었다. 게다가 일부 주민리더들은 

인터뷰에서 현장지원센터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였다.  

보건분야에서는 주민리더의 경우, 수동적인 참여 방식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주민에게 참여활동 범위에 있어 ‘활동’ 수준에 머무른다는 

점에서 참여의 범위와 깊이가 확장되는데 제한적인 면으로 

나타났다(Rifkin, 1978). 비록 본 연구의 사례는 보건분야의 

참여활동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Capacity building 구조(비저닝(Visioning) - 계획(Planning) – 

실행 - 관찰 - 반영(Reflection))가 순환적으로 작동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보건분야 및 도시재생분야 

참여사업에서는 각 주체가 함께 비전을 논의하며, 합의된 비전을 기반으로 

협력적인 참여활동을 수행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는 임파워먼트를 향상하는데(Erickson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로  주민리더들은 

임파워먼트 역량 발휘가 제한되었다. 우선, 주민리더들은 의사결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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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아 의견을 표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주민리더와 현장지원센터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실현하는데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하였다. 

나아가 조직 단위로 대표성을 갖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의 

부재는 자칫 주민들의 아이디어와 의견이 개인차원에서의 불만 또는 

‘민원’으로 인식될 소지를 보였다. 

 제도화된 숙의는 공개적으로 논의하면서 시민들이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활동은 공동체 의식 강화에 

기여한다(Davies et al, 2006). 한국의 보건분야에서는 건강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시민건강위원회 등 다양한 위원회 

제도를 운영되고 있으나, 참여 주민이 실질적인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허현희, 2018). 따라서 숙의가 

발현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찰이 추가로 필요하다. 

Fung&Wright(2001)은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조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단계가 미시적이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일반 주민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거리낌없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Community 

Development: A Guide for Grantmakers on Fostering Better Outcomes 

Through Good Process(2005) 에서는 '협력적 대화'를 강조하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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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협력적 대화 수행기법 

①  근시안적 과제에 초점을 맞춘 대화에서 모든 참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풍부하고 큰 그림의 대화로 옮겨간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안심할 수 있다고 느낄 때, 새로운 관찰 

및 질문내용을 집단 차원에서 공유하여, 집단수준으로의 

지식으로 확대한다. 

② 참여자들이 보다 단순하고 선형적인 프로젝트 기획에서 보다 

복잡하고 전체적인 변화(이론)로 전환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집단 차원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경험을 

통해, 새로운 현상을 경험함으로써 관계를 더 많이 구축하여 

전략적 연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쌓고, 변화에 대한 노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③  일개 프로젝트 실행에서 시스템 강화 및 개혁으로 확장해야 

한다.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효과가 없는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프로젝트들이 형성되고 수행된다. 지역사회 개발 

과정이 유익하고 공동체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④  단순히 하나의 지역에서 그치지 않고 타지역으로의 확장하여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다른 지역사회에 있을 때, 전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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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를 통해 결핍을 극복해야 한다. 이웃간, 공동체간 및 지역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이디어 및 의견에 대한 참작, 수용 그리고 반영 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은 참여의 동기화 요소로 작용하는데, CBPR 은 지역사회 주민 또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건을 주제로 하며, 

이러한 안건이 도출되기 위해 의견을 반영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의의가 있다(유승현, 2009). 참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는  

의견 또는 성과의 경중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인정하고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고 동기화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역량 

구축 및 임파워먼트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효과적으로 공동체와 연계하는 것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강화된 공동체 임파워먼트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건강을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회복하게 한다(V. Hhaldane, 

2019). 해당 연구에서는 공동체 연계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었다.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각 참여 주체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각 주체간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하고 공유하고 있기도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 또한 형성하고 공유하고 있었다. 특히 갈등이 표면화되어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Chaskin(2003)은 조직간 근본적인 갈등이 있을 때 집단적 노력의 

정당성 자체가 도전 받을 수 있음을 언급하며 갈등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힘들고 어려운 대화를 반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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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번거로운 과정이라고 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을 경우 수개월간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결과물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갈등을 잘 해결하게 되면 

참여자들은 집단에 더욱 긴밀한 애착감을 형성하게 되고, 오히려 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갈등을 예측하고 

표면화함으로써 차이점을 인정하고, 공통점 또는 합의점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할 것을 주장한다.  

보건영역 이외의 사업에서도 지역사회 참여는 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건강행동을 실현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회적 자본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Lofors & Sundquist, 2007), 자기효능감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Bandura, 1977)에 대해 입증하는 연구는 많지만, 참여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적고 결과 또한 모호하다(김새롬, 

2018).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활동이 도구적 효과로서 주민의 건강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 해소, 자아실현 등 

자신의 건강의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을 발견한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참여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권력강화 등을 참여의 내재적 

가치로 보았지만 보건분야 뿐만 아니라 타 분야 연구에서도 참여 그 

자체로 건강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모습이 나타남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추구 및 실현’을 참여의 내재적 가치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보건분야의 경우, 주로 참여를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참여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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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및 시스템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Laverack(2006)은 임파워먼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보유한 

자와 보유하지 않은자가 협력관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구조 및 경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역량을 

구축(Building Capacity)하고 사회적인 행동(Social action)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할 시 주민의 Capacity 

building 및 Empowerment 발현 구조를 동시에 고려하고 각 단계별로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시민(Citizen)’으로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 건강을 

실현하는 참여기전이 나타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주민 참여형 공모사업이 참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 활동가, 공무원의 참여 경험 및 인식, 태도 등을 

사례연구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특하거나 상세하고 심층적인 내용 

파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연구대상이 된다(Stake, 1995). 또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여러 사례를 비교하고자 할 때 좋은 접근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분야 참여사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진전된 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2 차자료를 수집하여 맥락을 세밀하게 기술하였으며 

이러한 자료를 기반으로 초점집단토의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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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향후 유사한 사례를 접할시 해당 연구를 근거로 

참여의 현황, 방향,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심층 및 

포커스 인터뷰 분석에 있어서는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방법은 특히 참여자의 경험, 실제 등에 대해 사회심리학적으로 그 의미를 

파악 및 해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주는데 유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유추하는데 도움이 된다(Braun & Clarke, 2006). 해당 

연구에서는 데이터 범주화를 통해 참여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주제를 도출함으로써 보건학 분야의 참여에 있어 

새로운 시사점과 앞으로 전개되어야 할 방향에 아이디어를 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제 3 절 연구방법의 한계점과 의의 

본 연구는 사례연구임에 따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해당 사례분석 및 결과내용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조사방법 측면에서는 연구자가 1 인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서기를 동시에 

진행했다. 이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데 있어 한계점으로 작용하였다. 

향후에는 2 인이상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참여자 구성 측면에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근속연수가 1 년 

미만이거나 인사 이동한 담당자의 경우 연구에서 제외하여 각 연도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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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도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주민의 경우에도 2018 년 

주민공모사업 종료 이후 연구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그룹을 모으는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사업 구조에 따른 참여의 특성과 이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했으며, 대상지역의 맥락을 반영하여 

과정과 특성, 영향요인을 도출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 의도로 실질적이고 대안적인 결과로 향후 도시재생분야 

뿐만 아니라 보건분야 그리고 전 분야의 참여사업 또는 법, 제도,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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