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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에 따른 대응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정부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근대국가 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부운영에 참여

하여 공공문제를 다루었다. 그 결과, 도시화, 산업화, 보건 및 위생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

었다. 그 동안 정부운영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합리적-기술적 접근을

따랐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책 환경이 변화면서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공공문제의

복잡성, 다원성의 증대에 따라 문제가 난제로 변화하면서 기존 공학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결방

법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서 공동가

치 창출(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수준의 사회혁신과 공동가치

창출의 맥락에서 인디애나와 부산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대안적 접

근과 시각으로서 공동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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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정부 삶은 개인이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문제의 연속이다. 대부분의 문제는  결과로 주어

진 불만스러운 상태다. 개인차원을 넘어 행정창구에 제기된 문제는 사회변동이나 사회구성

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로서 양극화, 고령화, 저 출산, 실업문제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문제들은 행정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 해결 불가능한 골치 아픈 문

제(wicked problem)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실업문제 아닐까? 사회경제현장에서 이태백, 사

오정, 오륙도 등으로 대표되는 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실업문제는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성 취약에서 비롯되며 양자 간 구조적 문제점이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와 맞물려 집중

적으로 현상하고 있다. 청년실업은 경우, 단순히 일자리 개수 부족만이 아니다. 구인과 구직

의 눈높이 차이를 구조적으로 재생산시키는 노동시장 및 생산물시장 그리고 사회정책의 왜

곡·불합리에 의한 미스매치에서 기인한다(김을식 외 2012,). 이러한 문제로 부터 중앙 및 지

방정부는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게다가 실업문제 대한 정부대응이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는 사실이 심각성을 드러낸다. 어떻게 접근하고 대응할 것인가?

주지하듯 정보기술 발달과 사회적 적용과 확산으로 지역적･국가적 경계와 시·공간을 뛰

어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의 공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groundswell, Web 3.0 

기반의 지능화된 스마트사회에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

다. 지역수준에서 지역주민 삶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주체 상호간 협력이나 타 지

역과의 협력에 기반 한 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이 중요하다. 더구나 초 경쟁적 환경에서 지역

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에 의한 가치창출과 확산은 지역공동체의 생

존과 번영에 직결된다. 기업들은 혁신기술과 기법을 활용하여 가치창출을 구현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대조적 양상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중앙이건 지방이건 공공문제, 특히 

실업문제의 해결과정에서 관주도의 하향적(top-down) 방식이 지배적이다. 이제는 급변하는 

문제 상황과 여건에 능동적이며 창조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사회 

및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소통, 협력의 바탕에서 문제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Co-creation)의 

의미와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1) 지역수준의 사회혁신과 공동가치창출의 맥락에서 인디

애나와 부산지역의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사례를 살펴보고, 대안적 접근과 시각으로서 

1) 본 연구는 규범적이며 탐색적 연구의 성격을 지닌다. 공공문제 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위한 시론으

로서 이론형성 및 정책개발의 단초제공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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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가치창출의 관점에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고찰 및 분석 틀

1. 공공문제에 대한 기존의 접근과 한계

정부는 공공문제 해결을 위해 존재한다. 근대국가이후 과학기술의 발달,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정부운영에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도시화, 산업화, 보건 및 위생 등에서 

괄목할 성과를 거두었다. 그 동안 정부운영은 과학적 지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합리적-기술적 접근을 따랐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책 환경이 변화면서 한계에 직면하

게 되었다. 즉 공공문제의 복잡성, 다원성의 증대에 따라 문제가 난제로 변화하면서 기존 

공학적 접근에 의한 문제해결방법은 종언을 고했다(Rittel and Webber, 1973). 

사실 정책은 어떤 개인 또는 집합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다(김

영평, 1984: 92). 정책문제는 다수의 이해당사자 조직들이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한정된 자원

의 배분과정이기 때문에 한 쪽에 자원이 배분되면 다른 쪽은 그만큼 적게 배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충적이다. 공공문제의 경우, 포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대상자

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정책문제의 크기가 클수록 관련 이해당사자 규모와 범위는 많아진다. 

따라서 요구의 상충성과 양상은 복잡하고 그 강도는 강화될 것이다. 공공문제 해결을 어렵

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문제해결과정에서 다수 이해당사자와 조직의 참여보장과 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책문제의 해결과정에서 의사결정권한의 배분문제와 연결된

다(하민철, 2006).  

지금껏 의사결정과 자원배분을 주도했던 정부노력과 능력만으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저 출산, 고령화, 양극화, 실업문제 등 당면 문제들의 심각성은 커지고 있

지만 정부의 문제해결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역할의 한계로 인해 실종자 찾기나 

생활 속의 위기에서 개인 및 이해관계자가 직접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정책문제의 해결

방식과 접근이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단순히 인력, 재원과 같은 자원투

입 및 활용뿐만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조직들의 협력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정부･관료의 독점적 문제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이 강조된다. 그 동

안 활발하게 논의된 거버넌스 혹은 정책네트워크 개념들은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과정

에 관련 이해당사자 조직들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의 한 표

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거버넌스 유형이나 특징이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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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지만 환경, 치안, 복지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나마 시민참여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아직도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거버넌스 운영과정에서 관주도의 권위적이며 정형화된 

문제해결방식은 사회변화와 트렌드에 부응하여 새롭게 전환될 필요가 있다. 

2. 공공문제에 대한 대안적 시각과 접근

1) 사회변화와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  

혁신은 가치를 창조하는 새로운 생각이다(Lyons, 2007:4). 사회적 혁신은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실행으로 정의된다(Mulgan etal, 2007). 또한 사회적 목

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 억압되어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킬 새 아이디어를 

디자인·개발·발전시키는 프로세스로 넓게 정의되거나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고자 하는 목표

가 원동력이 되는 혁신적 활동과 서비스라고 좁게 정의된다(Young Foundation, 2010). 달리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으로 설명될 수 있다(Deiglmeier, 2011). <표 1>에서 보듯 혁신범주와 주체의 사회적 

확장에 따라 정책문제의 해결방식과 접근이 달라지고 있다.  

<표 1> 정책문제 해결방식과 접근 

구   분 전통적 현대적 미래지향적

이론적 기반 경쟁력
정책학습
혁신역량

공유가치
정책생태

정책특징
합리, 능률

수동적
효율

능동적
특성화, 다양성

참여자중심

정책구조 문제 지역 모든 지역(국가 내) 모든 지역(국가 간)

추진체계
정부주도
수직적

단순, 합리적

거버넌스
협력적

복잡, 관료적

참여자중심
수평적

복잡성, 다양성관리

정책절차
하향식

중앙집권적
상향식(협상)

분권적

수요자기반
참여형 

분권적 의사결정

 

미래지향적 문제해결방식으로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와 전략은 사회와 혁신 간 관계설

정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혁신의 주체는 재단, 정부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지역주민단

체, 중간지원기관, 시민단체,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2).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

2) 가령 리눅스 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처럼 오픈소스 방식 등은 ‘세계를 변화시킨 10대 사회혁신’에 선

정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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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며 사회는 예전의 사회가 아니다. 시민과 관련

된 모든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공개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시정참여와 협력 수준이 질적

으로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혁신은 사회적 경계와 역량을 새로운 차원으

로 변화시키고 있다. 혁신은 새로운 협력을, 협력은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흐

름을 반영하여 경제에서 공유경제가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위키방식

이라는 발상의 전환, 평범한 이들의 열정적 참여와 협력, 지식생산과 유통구조의 혁명적 전

환이 바로 사회혁신이다. 이미 유럽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실업, 기후변화, 고령화, 사회적 

배제, 공공부문개혁 등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해 사회혁신의 중요성을 인식

하고 각국 사회혁신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에서 경험한 사회적 시도와 실험은 세 가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나타났

다. 우선, 전통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다가 실패해왔던 만성적인 교육문제해결을 위한 시도로

서 하자센터(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3)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문제에의 대응으

로서 고령화 사회의 해피시니어를 들 수 있다. 또한 기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식으로서 시민창안프로그램, 싱크 카페 등이 예거된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

로 발견되는 요소를 강조하는 경우 소통, 참여, 협력･협동, 조정과 매개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소통과 참여는 소셜네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기술의 적용과 확산으로 인해 활성

화되고 있다. 협력의 경우,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을 통해 드러났고 조정과 매개는 코디네이

터와 중간지원기관 활동으로 나타났으며 보건복지, 교육, 위생, 의료, 환경, 안전 분야 등에

서 활발하다. 그 동안 사회혁신과정은 시민섹터가 주도해 왔으며 전통 시민사회와 사회적 

기업, 디자인, 소셜미디어 등과 관련된 사회혁신기관이나 일반시민의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

처럼 시민섹터가 주도하게 된 까닭은 시민섹터의 창의성과 유연성에서 비롯되며 Bottom-up

적 접근이 두드러진다. 나아가 사회혁신이 Community-based innovation, Grassroots innovation

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경험의 조직화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정부나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

로 투자할 만큼 사회혁신의 규모가 크기 않으며 그 평가도 불충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최근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 사회혁신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증

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비즈니스, 그리고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면서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3) 지난 10년간 공교육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하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배운 경험과 문화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길을 찾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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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의 가능성

(1) 경제위기와 공동가치창출의 배경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규모실업은 각 국가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각국 정부는 막대한 재정수단과 가능한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어진 2012

년 유럽국가 재정위기로 세계경제는 더블딥 위험에 노출되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문제와 실업문제는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 산업･사회양극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실업, 특히 청년실업문

제가 심각한데 문제해결과 위기극복을 위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새로운 가치를 창

출하고 생산성 향상과 성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모색되고 있다. 기존의 경제적 가치의 재

분배를 넘어 새로운 가치창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면서 발전과 성장의 돌파구를 찾아

내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즉 자본주의가 위기극복을 위해 케인지언적인 개입주의나 자유주

의적인 시장만능주의를 넘어선 다음 단계의 진화로서 '새로운 자본주의'가 제안되고 있다. 

전통적인 가치창조(value creation) 과정에서 소비자는 기업 밖의 수동적 존재였다. 가치창

조는 기업 내부나 시장외부에서 일어났다. 가치사슬(value chain) 개념에서 가치창조는 기업

이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생산요소, 지역적 수요 조건, 관련업계의 환경, 기업전략과 경쟁구도

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Porter, 1980). 즉 기업과 소비자는 생산과 소비에서 각각 다

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은 교환의 장소이거나 소비자의 

집합으로 여겨졌고 가치창조의 과정에서 분리되었다(Kotler, 2002).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기

업과 정부의 역할은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갈등적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Porter 

and Kramer, 2011). 심지어 사회문제 해결은 사회적 가치창출과 잇대어져 있음에도 정부와 

NGO에 맡겨지고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은 기업의 평판을 개선하는 정도로 인식되거나 단지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2) 공동가치 창출의 개념과 의미

역사적으로 자본주의는 구조적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와 기업, 정치와 경제의 관계와 

인식이 변화하였다. 18세기에서 1920년대까지 지속된 애덤스미스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시

기는 제1세대 자본주의로서 경제와 정치를 별개의 활동으로 생각했다. 이후 러시아 혁명과 

대공황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거치면서 1930년대에 대규모 실업과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극

복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으로 유효수요를 창출한 제2세대 자본주의에서는 정부의 

경기조절기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에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개혁으로 등장한 제3세대 자본주의에서는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와 프리드먼의 통화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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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배했다. 하지만 금융자본에 대한 탈규제로 인한 정부와 기업 간 균형실패로 인해 야기된 

2008년 금융위기가 세계자본주의를 위기에 빠트렸다(Kaletsky, 2010). 이에 따라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전환과 정부･기업 간 관계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른바 자본주의 4.0, 기로에 선 자본주의, 새로운 자본주의 선언, 창조적 자본주의, 깨어

있는 자본주의 등으로 자본주의의 진화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자본주의 변화의 

역사성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현재의 변화와 새로운 성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막연한 

숫자나 현상에 대한 수사학적 내용을 넘어 개념 자체에서 핵심적 의미를 함축해야 그 방향

성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임채원･김병섭, 2012: 295-326).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가치 창출(co-value creation) 또는 공유가치 성장(shared value growth)”은 새로운 자본주

의 성장모델로서 가능성을 지닌다. 물론 공동가치 창출의 개념은 다양하다. 즉 기업과 정부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 간 경제적, 사회적 공유가치의 창출과 합리적으로 배분되는 균형성

장을 의미한다. 달리 가치사슬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협력체제로

서 이해관계자간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생

산자, 경쟁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경제적 커뮤니티를 강조하며(Moore, 

1996) 지역클러스터의 발전, 그리고 기업 간 관계를 넘어 기업과 지역공동체의 학교, 병원 

등 사회적 시설과 공동의 이해관계를 중시한다.   

또한 공동가치창출(co-creation)은 소비자와 협력으로 가치를 만드는 것으로 가치창조의 새

로운 실천으로 주목받고 있다(Prahalad and Ramaswmy, 2004). 오늘날 기업은 생산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지만 다른 기업가의 차별화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면에 소비

자들은 예전보다 생산과 서비스에서 더 많은 선택을 한다. 성장과 가치창출은 기업에 중요

한 주제이지만 기업만으로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가치의 의미와 가치창

출과정이 공급자･생산자 중심에서 수요자･소비자경험으로 이동 중이다. 능동적 소비자들이 

공식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권한을 갖고 기업과 공동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

업과 소비자의 상호작용이 가치창조와 가치추출(value extraction)의 중심이 된다. 시장은 소

비자, 소비자 공동체, 그리고 기업 간 상호작용하는 기제다. 대화, 접근성, 투명성, 위험-편익

의 이해는 가치창조의 중심 요소다. 이러한 현상은 고객과 직접 대화하며 정보 접근권한을 

제공하고 투명성을 높이면서 어떤 생산물을 원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 지 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가능인자로서 정보기술은 끊임없는 다양한 생산이 가능하게 하고 개별적 소비자에

게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기업과 소비자간 협력에 의한 가치창출과정에서 소비자들

은 협력, 연결성, 컴퓨팅 파워의 제도를 보유하게 된다(Brugman & Prahalad, 2007; Prahalad 

& Ramaswamy, 2004, 2005). 공동가치 창출은 경쟁우위를 넘어 생존과 번영을 위해 중심에 

놓지 않고 새로운 변화흐름을 적응하기 어렵다. 공동가치창출은 네트워크와 공존하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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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바탕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임채원･김병섭, 2012: 295-326).

(3) 공공 맥락에서 공동가치 창출의 의미

Co-creation은 경영분야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가

치 활동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지금까지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소비자는 소비만 했지만 생산 

활동에 소비자 참여가 높아졌다. 인터넷을 통한 고객의견 반영을 넘어 앱스토어처럼 고객이 

직접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생산･소비자 간 교류증대와 지식수준 향

상, 정보기술 발전 등이 전통적 가치창출과정을 변화시키면서 소비자는 단순히 소비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가치창출과정에 관여하고 있다(양경렬, 2012). 

Co-creation 접근은 기업처럼 영리조직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 비영리조직과 지

역 및 정부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조정 등 새로운 사회문제의 해결에 적용될 수 있다4). 

공공맥락에서 공동가치는 불특정다수의 이익이나 편익을 의미한다. 이른바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적 및 개인적 가치를 말한다. 가령 고용, 복지, 교육, 교통 및 통신 등의 영역에서 자신

의 이익극대화 방안의 선택이나 활동과정에서 지역공동체, 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방식이

다. 고용의 경우, 경기침체상황에서 직업을 찾는 사람과 일할 사람을 찾는 기업이 있다. 이

들이 각각 서로 필요에 맞는 상대방과 연결되도록 조력하는 정책이 문제해결을 넘어 공동

가치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일자리연결이나 신규창출은 개인적 문제해결을 넘어 지역적, 사

회적, 경제적 가치와 편익을 낳고 사회 자본까지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권

위적이며 경직되고 보수적인 상황에서 적용하기는 어렵다.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면서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새로운 가치창출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변화에 민

감한 새롭고 유연한 문화, 기질이 필요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 참여가 요구

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융･복합 심화에 따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능, 조직, 시민관계도 전자정부시스템을 비롯하여 웹기반과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달라

지고 있다. 특히 신 정부출범과 함께 정부3.0이 추진되면서 정부기관 간 협력을 넘어 시민

과 협력이 중시되고 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정부의 공적 기능도 국민에 대한 신뢰성

을 강조하고 공공부문을 책임지는 주체로써 관리의 책임성, 투명성, 공개성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정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제도가 새 권력분립 모델로 등장하고 국가

권력의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한 수평적 분립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권력통제 장치로서 

4) 가령, 정부나 공공기관이 당면 현안의 해결이나 서비스제공과정에 민간아이디어를 활용하려는 노력

으로 미국의 혁신전략(Challenge.gov)이나 서울시의 천만상상 오아시스(oasis.seoul.go.kr), 영국의 사회

변화서비스개발(MySociety.org)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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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와 같은 권력의 수직적 분립이 중시되었다(허영, 2005:806). 비록 과거와 상황

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중앙중심의 권위적이며 획일성 유지는 지방의 특성, 개별적 특수성, 

개성 등을 제약하면서 결과적으로 지방의 신선한 발상, 정책의지, 자율성 등을 저해하고 있

다(Lavroff, 2003: 14).5) 따라서 지역주민의견을 가까이서 듣고 주민요구를 올바르게 수렴하

기 위해 다양한 지역 거버넌스의 운영체계가 요구되었다. 이미 선진국 지방행정체제는 다원

적인 정책과 제도변화를 통해 주민 친화적 거버넌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안영훈, 2007). 

하지만 개방, 공유, 소통, 참여, 협력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거버넌스도 새로운 변화로서 

co-creation 관점이 요구된다. 실제로 co-creation을 활용한 공공문제 해결이나 지역혁신모델의 

개발도 가능하다. 새로운 접근으로서 공동가치 창출은 기존의 지방정부나 로컬 거버넌스와 

구별되는데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공동가치창출은 필수적 다양성으로 구성된 구성

요소 간 상호의존성이 강하다. 로컬 거버넌스는 중앙과 지방정부, 정치･사회적 단체, NGO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지만(Kickert, 1997; Rhodes, 1997), 공동

가치창출은 시민, 시민사회의 적극적이며 주체적 역할이 강조된다. 지역문제 해결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실질적 효과와 가치를 자신이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가

치창출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자조적 조직간 네트워크로서 기존의 로컬 거버넌스보다 

구성원의 의지, 참여, 책임, 협력이 강조된다.

<표 2> 지방정부와 로컬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의 비교

구    분 지방정부 로컬 거버넌스 공동가치창출
 제  도 적음 많음 필수적 다양성

 관료조직 계층적/통합 분산/분절 분산/유연
 수평네트워크 폐쇄적 광범위 개방, 광범위

 국제적 네트워크 최소한 광범위 광범위, 연계
 민주적 연계 전형적 전형적+새로운 실험 협력, 참여, 소통 

 정책과정
해결책의 소스

경직됨
지방정부

혁신적, 학습적
지방정부+시민사회

창조적
시민(주민) 주도

 중앙정부 직접통제 분권화+최소한의 간섭 파트너십
 리더십 집단적 시장 공동체 구성원
 지  향 문제해결 문제해결 문제해결+가치창출

 * 자료 : Peters(2001: 17) 가공

5) 오늘날 지역의 문제해결방식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이나 

역량제고 및 경쟁풍토로 긍정적 입장(임승빈, 2008)과 함께 주민참여 부족, 중앙의존, 재정확보능력 

취약 등이 비판적 시각(김용철, 2010; 이종수 외, 2011: 567-574)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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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가치창출의 기준과 요소: 분석 틀

웹 3.0 시대에서 공공문제의 새로운 해결방식이자 가치창출 방식으로서 공동가치창출은 

개인, 지역 및 사회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개인의 능동적 참여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넘어 가치창출을 구현하는 혁신활동이다. 공동가치창출의 핵심요소6)를 살펴보면 첫

째, 가치창출욕구로부터 출발한다. 가치창출욕구란 지역사회에서 해결이 필요한 정책문제의 

원천이다. 지역의 가치창출 욕구를 파악하려면 지역사회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진단이 필요

하다. 지역사회환경조건의 진단은 사회문제가 발생한 시･공간과 정책유형과 관련 행위자 및 

행위자 간 이해관계를 탐색하는 계기가 된다. 둘째, 행위자를 전제로 한다. 지역가치욕구로 

등장하는 정책문제의 해결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이다. 여기서 행위자란 가치사슬 범위내의 

가치창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하며 그 범주는 정책문제에 관련된 행위

자유형으로서 공공･민간･제3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존재한다.7) 셋째,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포함한다.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행위자가 갖는 구체적 선호인 정책목표를 의미

한다. 범주화된 행위자들은 정책문제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즉 

행위자는 어떤 정책문제와 이슈와 관심을 갖고 정책과정에 참여하려는 동기, 즉 정책이익

(policy interests)을 가지고 있다. 정책행위자는 정책결과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거나 또는 최

소의 손실이 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행위자의 이해관계는 연구대상사례에 관련되는 행위

자들이 표출하는 욕구나 선호 등을 공공서류나 면접 및 설문지 등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

다. 넷째, 행위자의 이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적용을 포함한다. 즉 공동가치창출을 

위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의 기제를 의미한다.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떤 행위자의 활

동에 대해 다른 행위자의 활동이 연속하여 발생하거나 그러한 활동에 반응하여 일어난다

(Homans, 1950: 1). 즉 한 행위자의 활동이 다른 행위자의 활동에 대해 가지는 관계이다. 다

섯째, 가치창출활동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내포한다. 긍정적 성과의 선순환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으로서 가

치창출과 결과 사이는 구별된다.   

또한 공동가치창출의 핵심기준들이 지방적 수준에서 성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구조화 및 

운영전략 등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구조화 전략으로 ①가치창출주체 ②이해관계자의 범위 

③구성형태 ④참여방식 ⑤책임소재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네트워크 운영전략으로 ①네트워

6) 본 논문에서 공동가치창출의 구성요소는 기존 거버넌스의 연장선상에 이해하면서 거버넌스요소의 특

성과 관련된다(Mayntz, 1993: 11-12; 배응환, 2000: 40)

7) 이러한 행위자범주는 엘리트연구자들이 제시하는 명성법, 지위법, 의사결정법 등과 공공서류나 면접

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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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활성화 ②거래주선 ③중개 ④상호작용 촉진 ⑤조정과 중재 등이 필요하다(Kickert, 1997; 

Lasker, et al. 2001 ; 안성호･이정주, 2004). 이러한 바탕에서 공동가치 창출의 구조화 및 운

영전략을 구성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자원과 정보기반 상호의존성이다. 

참여자들의 문제해결이나 가치창출은 자원결합을 통해 가능한데 상호의존성은 상대방으로

부터 무엇인가 얻을 것이 있다는 의미로서 자금, 물자, 정보 등 구성원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서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상호작용의 지속성이

다. 가치창출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지속을 통해 유지된다. 과제해결과 가치창출에 필요

한 규범, 정책의 공유, 상호작용(대화)의 양과 질, 권한의 형평성 등이 공동가치창출의 중요

한 성공요소다. 셋째, 네트워크가 구성, 유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네트워크는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지니면서 자기조직화를 도모한다. 네트워크 내에서 정부역할은 사회정치적 상호작

용을 가능하게 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조장한다(주재현･김태진, 2001: 240). 

네트워크 구성에서 관리주체, 이해관계자 범위, 네트워크 구성형태, 책임소재, 참여방식 등

은 중요한 고려요소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지지와 평가, 환류와 함께 기술 및 제도적 기반

이 갖추어져야 한다(한세억 외, 2012). 넷째, 게임규칙이다. 게임에서 파트너 간 관계는 신뢰, 

존경, 갈등 및 이해 등이 포함되며, 파트너 간 책임공유와 연대의식은 공동가치창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파트너 간 이질성 정도와 참여정도는 파트너

십의 신뢰와 목표달성에 영향을 준다. 게임은 상호신뢰나 우호관계를 위한 공동 메카니즘으

로 거버넌스와 맥락을 같이한다(류재현, 2002: 48). 공정한 게임규칙이 작동, 유지되기 위해 

파트너 상호간 신뢰, 존경, 권한차별 등이 필요하다. 

<표 3> 성공적 공동가치 창출의 구조화 및 운영전략 

 구  분 세  부  요  소

상호의존성 ① 자금(재정 부담), ② 정보(정보의 공유), ③ 제도 등

지속적 상호작용 ① 가치 및 정책공유, ② 상호작용의 양과 질, ③ 권한의 형평성

네트워크 ① 참여자들의 지지와 평가(환류), ② 기술 및 제도적 기반

게임규칙 ① 파트너간의 관계(신뢰, 이해, 갈등, 존중), ② 책임의 공유, ③ 파트너의 특성(이질성) 등

앞서 보았듯이 공동가치창출은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창출욕구에서 출발한다. 또

한 지역사회의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정책유형 및 행위자들 간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정책유형에 따라 행위자들의 범주가 상이하며 이해관계도 조화 또는 상충될 수 있다. 만약 

행위자 간 이해관계가 조화롭다면 원활한 상호작용으로 합의의 정책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8 ｢행정논총｣ 제51권 제3호

즉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민간･제3부문의 행위자들 간 협동을 의미하며(Irvin & 

Stansbury, 2004), 이 경우에 공동가치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행위자간 이해관계가 상

충되면 문제해결과정에서 갈등이 노정될 수 있다. 행위자들 간 갈등여부는 행위자들 간 상

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는 공동가치창출 구성요소가 공동가치창출의 가능성 여부

에 영향을 미치며 공동가치창출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 성공적 운영을 위한 전략적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가치창출 구성변수와 성공전략 요인들 간

의 흐름을 반영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도시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분석 틀

 공동가치창출의
 핵심기준

▶

Co-creation 
구조화 및 운영전략

▶

Co-creation 

· 가능성의
높음/낮음

   ･가치창출 욕구
   ･행위자의 범주
   ･행위자의 이해관계
   ･행위자의 상호작용
   ･혁신 및 창출의 결과

   ･상호의존성
   ･지속적 상호작용
   ･네트워크
   ･게임규칙

 

Ⅲ. 국내･외 사례분석 : 일자리창출을 중심으로

1. 일자리창출의 개념과 범주 한계

1) 일자리창출의 개념과 범주 

일자리창출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 내 고용관련기구가 주체가 되어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활동이다. 주요 내용으로 고용유지, 안정 및 확대와 실업자 생

계보조, 실업자 재취업에 관련된 정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고용정책은 고용창출지원

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그리고 다양한 지원 및 인프라구축사업 등을 포함한다.8) 일자리정책

은 일자리 유지, 일자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포

괄하는 개념으로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및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범주와 

8) 일자리사업으로 청년실업대책(직장체험 활성화, 단기 일자리 제공, 해외취업인턴 활성화, 청년층 직업

훈련 강화, 청년취업인프라 확충, 중소기업 유휴 일자리 충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사회서비스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이 있으며, 그 외 고용보조금사업을 포함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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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OECD의 노동시장 정책은 취업알

선, 교육·훈련, 고용보조금, 창업지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으로 분류하고, 소극적 노동

시장 정책으로 실업보조금 지급이나 조기퇴직자들을 위한 대책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이규

용, 2009). 국내에서는 외환위기 직후 실직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인

력의 일시적 수급불균형 해소에 정책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고용 없는 성장에 

대처하고 청년실업 해결에 중점을 두면서 인력수급의 구조적 불균형 해소와 성장잠재력 확

충과 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경제 체질개선에 정책관심이 모아지면서 정책범주가 

확장되었다.  

2) 일자리창출정책의 문제점과 요인 

일자리정책은 지역에 밀접해야 한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은 해당 지역의 정책수요에 대

한 신속한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수준에서 정책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

문이다.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로 지역정

책 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담당자의 창의적 업무추진 필요성, 지

역별 정책실험을 통한 다양한 정책시도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김안국 외, 2004). 물론 중

앙정부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도 필요하다(최영섭, 2008: 33). 실제로 국가정

책을 지역의 요구에 맞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이해에도 부합한다(Giguere, 2008). 

하지만 그 동안의 지역일자리 및 인적자원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역의 폐

쇄적 정책구조, 중앙부처의 부처별 정책경쟁과 비효율, 지자체의 여건 미성숙 및 정책추진 

역량 미흡, 지역 내 이해관계자의 수요 반영과 참여의 부족 등으로 꼽히며, 이로 인해 현재

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다(김주섭, 2005; 전명숙·임상훈, 

2007). 또한 중앙부처가 지역으로의 의사결정 및 집행권한 이관에 소극적이라는 점 등이 근

본적인 문제로 지적된다(최영섭, 2008: 38-42). 여기에다 고용시장에서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그 요인을 살펴보면 첫째, 구직자와 기업 간 근로조건 등에 대한 눈높이 차이로 인한 보상

의 미스매치다. 둘째, 구직자가 기업이 원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숙련의 미스매

치다. 가령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이 기업의 필요수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 

숙련의 미스매치다. 셋째, 정보의 미스매치다. 주로 중소기업의 경우에 나타나는데 구직자는 

채용정보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급여, 비전, 복리후생 등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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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창출 사례분석9) 

1) 해외사례 : 일자리시스템 온라인 구축시스템 현황 

(1) 미국의 동향

미국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창출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 현상 중의 하나로서 온라인공간에서 취업지원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표 4>에서 보듯 

연방 및 주정부, County의 지방수준에서 취업지원 사이트들이 증가추세다. 아직까지 구성원 

간 정보공유보다는 단순히 job list나열이나 관심분야 sorting이 가능한 정도다. 대부분 사이

트와 비슷한 형태를 보여주지만 Workone의 지속적 변화와 발전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의 경우, social network을 기반으로 멤버 간 정보공유와 SNS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

과 구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Agency는 platform or software만 제공하고 

membership을 통해 고용자와 구직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생산, 공유하는 경우도 있

다. 창업관련 사이트도 유사한 수준이다. 즉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은 필요한 자료제

공과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정도이며 민간사이트는 social network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4> 미국의 일자리창출 사이트

구분 주요 사이트

공공

-http://federalgovernmentjobs.us/-http://www.dol.state.ga.us/js/state_local_fed_govt_jobs.htm/
-https://www.usajobs.gov/-http://jobs.virginia.gov/
-https://www.fairfaxcounty.gov/jobs/listing/listing.asp<workone>
-http://www.in.gov/dwd/WorkOne/
-http://www. workonesouthcentral.com/about-us.html/-http://www.work-one.org/

민간

-http://www.tweetmyjobs.com/-http://recruiting.jobvite.com/-https://www.facebook.com/socialjobs
/app_417814418282098/-http://www.linkedin.com/jobs?displayHome=/-http://www.glassdoor.com/
index.htm/-http://www.indeed.com/-http://www.simplyhired.com/
-http://www.socialrecruitingstrategies.com/-http://www.socialservice.com/-http://www.careerbuilder
.com/-https://www.smartrecruiters.com/-http://jobsearch.about.com/od/social-recruit/social-recruiti
ng-sites.htm

기타
-http://www.partnerup.com/default.aspx/-http://www.startupnation.com/-http://www.startups.co/-
http://thefunded.com/(http://www.nvtc.org/tec/about.php)

9) 본 연구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현안사항인 실업문제에 공동가치창출의 시각과 접근을 적용가능성 탐

색을 위해 시도하였다. 경험적 현상의 미성숙으로 인해 앞서 제시된 분석기준과 요소가 사례의 성패

보다는 가능성의 높고 낮음에 대한 평가준거로 삼는 동시에 설명력이 제한되는 부분은 실천적 과제

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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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디애나 주의 고용지원센터(WorkOne)10) 사례

Indiana는 1998년 독립적인 지역위원회(지역고용투자위원회)11)의 구성, 운영 하여 고용기

회를 창출하였다. 당초 중앙정부로부터 One stop계획 승인당시 ①기존 센터개량 및 신규창

출 ②센터 간 전자적 연결 ③주-지방간 파트너십을 골자로 고용개발시스템의 혁신을 위해 

강력하고 일관된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동 시기에 구축된 One stop delivery system은 한 번

의 온라인클릭이나 오프라인방문과 전화접촉으로 실업급여, 일자리탐색 및 알선, 고용훈련 

및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12) 서비스 전달체계는 지역공동체 구성원들, 즉 지역소

재 기업, 학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의 상호의존적 협력네트워크다. 또한  

One-Stop Career Center 운영을 위해 고용개발부, 주 내의 고용주, 지역상공회의소, 경제개발

공동체 지역위원회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상이한 참여자들 간 이질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 간 신뢰, 존중기반의 업무영역, 기능, 책임분담과 함께 서비스제공에 필

요한 전문기술과 자원을 동원, 공유하면서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작용과 협력을 

지속하였다.  

현재 인디애나는 12개 권역별로 5~12개의 카운티수준 Work One센터가 구직자와 구인자

간 매칭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INDIANA CAREER CONNECT.com은 웹기반에서 직업탐색뿐

만 아니라 구인기업이 후보자를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Monster.com을 통해 개인이력과 요구, 관심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 맞춤형서비스를 제공 중

이다. 법･재정적(Wagner-Peyser Act Fund) 후원으로 운영되는 One-Stop Career Center의 경우, 

CS3(Computer Self Service System)에 접근 및 활용이 용이하다. 인디애나 노동시장정보의 주

요 원천은 인디애나의 신경제노동력통계(INEWS)다. 웹기반시스템으로 고용개발부(DWD) 홈

페이지 연결하면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주지역의 실업율, 임금, 새로운 직업, 수요기술 

등 인구사회통계 정보가 제공된다. 노동시장정보뿐만 아니라 정보기술 활용의 기반에서 교

육훈련 및 인증서비스, 성과표준과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CS3, ETC(Educationand 

Training Choice), INEWS(Indiana New Economy Workforce Statistics)가 대표적이다. 특히, 사

례관리나 성과추적의 경우 지역수준의 분권화된 역량정보관리시스템(Performan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구축,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및 제도적 기반의 뒷받침

10) 동 사례는 Rockefeller Institute of Government 및 Indiana주, Monroe County담당공무원과의 e-mail 인
터뷰와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11) 지역위원회는 주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으로 구성된 거버넌스로서 분권적 운영을 촉진하고 있

다. 

12) 근로와 복지의 연계는 여성과 아동보육을 위한 수당, 장애우들의 사회경제활동의 참여지원, 주택임

대, 심지어 재소자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갱생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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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무종사자(staff)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성과지향의 동기유발의 바탕에서 서비스가 제공

되었다(정의룡, 2012). 실제로 공공서비스는 주정부나 시정부, 또는 지역대학에서 발주한 사

업에 고용된 직원들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은 주로 관리부문을 맡고 복지

나 고용서비스 제공업무는 전문스태프에 의해 이루어졌다. 각자 자신들의 분야에 대한 실질

적인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리더십 등의 바탕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

다. 서비스이용자는 CS3 연결을 통해 직업매칭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인디애나 대학생

(2001년 거주자)의 39%가 서비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이용자의 주도적 참여는 

미흡하지만 민간 전문가의 참여에 의한 인적 및 기능적 연계망 구성, 운영은 공공문제의 해

결과정에서 Co-creation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2) 국내사례 : 부산광역시의 일자리창출사례

(1) 부산시 고용현황과 성과

국내의 온라인 공간에서 쇼핑, 만남중개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교류 및 공유의 장이 형성

되고 일자리관련 사이트도 증가추세다. 민간부문에서는 결혼시장의 경우 수익사업 모델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경우, 아직까지 성공적인 운영모델이 구축되지 못한 실정

인데 고용노동부(http://www.work.go.kr)와 지식경제부(http://www.hanium.or.kr)에서 고용연계서

비스가 제공 중이다. 한편, 지역수준에서 부산시는 고용노동부 고용안전정보망(Worknet)13), 

career제공 채용정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컨택센터 등과 연계하여 일자리 관련 취업정

보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일자리창출 등 국민생활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을 모집하였다. 특히, 2011년을 일자리 만들기 원년의 해로 선포한 이후 지역

기업과 노동계, 공기업,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일자리 만들기에 전력하고 있다. 2011년 고용노

동부 주관 지역일자리 공시제14)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부문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당초 공

시목표로 제시한 8만7천506개보다 무려 2만7천597개(132%)가 넘는 11만5천103개의 일자리

를 더 만들었다. 지역고용 활성화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확인받았

다. 

13) 1987년 취업알선 시스템 서비스 개시 (텍스트 위주의 서비스 제공)이후 지속적인 개선이후 2012년 

차세대 워크넷 종합고용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고용관련 인터넷과 인트라넷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4)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목표 및 대책을 제시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원활하

게 추진도록 컨설팅과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전국 227개(광역 15·기초 212)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시·도 지역고용자문단 평가에 이어 2012년 2월23일 중앙지역고용자문단의 종합평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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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시 일자리창출 및 창업지원시스템

부산시는 산하기관인 부산경제진흥원을 통해 일자리창출(www.yesbepa.kr) 및 창업지원시

스템(www.bschangup.kr)을 구축, 운영 중에 있다15). 부산청년 일자리센터 온라인 카페

(http://cafe.daum.net/yescentre)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일자리센터에 우편 및 방문접수, 이메

일로 접수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부산시는 잘 구축된 정보화기반 및 성과16)에 비할 때 고용

분야에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즉 부산지역의 각종 사업정보를 모으고, 공유하며, 사업

간 연계, 유관기관 참여 등을 유도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다(서옥순, 2012). 현재 웹기반 모바

일 홈페이지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먼저 2012.10.9일 구축(4,000만원), 오픈한 일자리창출

시스템(www.yesbepa.kr)은 청년취업에 목표를 두고 있지만, 부산지역 구인정보 관리수준으로 

현재 기관 및 취업대상자의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며 지역 내 홍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수

준이다. 주요기능으로 ①구인･구직 정보제공기능, ②온라인 구인 구직 상담기능, ③키워드검

색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온-오프라인 상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회원은 1,834명이며 가입기업 간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서 구직자

(개인회원 631명)/기업(발굴대상 회원 1,193개)/기관회원(10개 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구나 지역 내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중복으로 인한 자원낭비의 소지

가 있다. 현 시스템은 자동매칭은 물론 회원(잠재적 구직자)에 대한 정보관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창업지원업무의 경우, 2010년 7월 개시하였으며 창업종

합지원사이트(www.bschangup.kr) 개설 및 시스템은 2011년 1월 구축(9,000만원 투입), 서비스 

개시되었지만 현재 홈페이지 관리수준이다. 즉 청년창업지원사업의 홈페이지로서 창업 

Management System의 특성이 강하며, 입주업체의 그룹웨어 수준이다. 창업포털개념과 거리

가 있지만 Question에 대한 응답은 가능하며 1년에 200업체를 대상으로 홍보업무를 시행하

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 내 8개 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 중이며 600개 업체의 CEO협회 

구축, 운영 중이다. 현재 창업은 지역구분 없이 전국적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창업뉴스 

및 정보제공, e-Learing 수강이 가능하다. 향후 업체의 효율적 관리 및 커뮤니티, 협업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개편을 추진 중이다. 

15) 부산경제진흥원은 현재 고용지원 및 창업지원 분야를 각각 1명이 담당하고 있으며, 실업문제 해소

를 위해 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

16) 2012년 부산시는 전자정부 대민서비스 정보보호수준 1위,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이탈리아 

Arete Award(도시혁신) 수상 등 정보화성과를 인정받았다(부산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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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분석 및 평가

두 지역의 일자리정보시스템은 그 배경 및 생성이 상이하다. 하지만 지역공동체의 일자리

창출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양 지역의 노력은 현재 진행 중이기에 성패

를 단정하기는 곤란하지만 분석 틀의 바탕에서 비교하면 <표 5>와 같다. 두 지역 공히 일자

리문제 해결욕구가 크다. 다만, 인디애나는 ICT기반 온라인시스템이 반영되었지만 부산시의 

온라인 활용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인디애나는 행위자범주의 다양성이 WorkOne 형성 시 

다양한 위원회를 통해 반영되었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공공부문(일자리창출센터, 부산경제진

흥원)이 주도하고 있다. 가령 부산시장 주재로 지역의 산･학기관장이 참여하는 부산고용전

략 2020 보고회의, 부산시 일자리창출 전략회의나 고용관련 시상식 및 포럼, 토론회, 국제심

포지엄 등 부산가 이끌고 있다. 행위자 이해관계와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수단의 경우, 인

디애나 WorkOne은 불완전하나마 기술과 제도, 조직의 결합에 의해 개선양상을 보여주었다. 

물론 사업초기 지역주민의 관심이 저조했지만 지역위원회의 끊임없는 개선노력과 e-mail및 

전화를 이용한 서비스만족도 조사 및 환류로 개선되어 왔다. 반면에 부산은 구성원의 능동

적 참여와 함께 행위자범주의 다양성, 상호작용성과 이를 지속하기 위한 자원 확보가 필요

하다. 혁신성과는 두 지역 모두 긍정적 산출을 보여주었다. 인디애나의 IWC(Incumbent 

Worker Council)은 고용자들이 요구하는 스킬에 대한 이해와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새

로운 기제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주 및 지역(county) 차원의 성과, 보상유인기금에 

관한 성과측정시스템(One stop delivery system과 고용프로그램)은 현재 연방정부 성과측정제

도 정착의 시발점이 되었다. 2009년 당시 인디애나 지역총생산은 4.5%로 미국 내 3위를 기

록하였다. 일할 권리에 관한 법률제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등 노력한 결과, 실업율도 

미국 평균치(12%) 보다 낮은 8.2%를 나타냈다(Indiana Workforce Development, 2012). 부산지

역도 타 지역에 비교하여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고용율이 53.8%에서 2012년 56%로 개선되

었다. 지방정부주도와 기업참여에 의한 다양한 일자리시책으로 성과가 드러났다. 하지만 일

자리창출 사업, 기관 간 네트워크 활용이 요구된다(서옥순, 2012). 현재 지역마다 일자리창

출 당면문제 해결과 공동가치창출을 위한 노력들이 진행 중이다. 아직까지 상황이나 여건이 

미흡하지만 IT기반 Co-Creation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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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orkone(인디애나)과 일자리창출시스템(부산광역시)의 비교

구     분 인디애나 부산시

가치창출 욕구
-지역리더(O'Bannon)의 의지 및 상시 조직
-지역성원의 관심과 참여
-자원(법률, 재정, 조직)의 확보

-지역리더(시장)의 의지 및 임시조직  
 (일자리창출센터)
-지역성원의 능동적 참여 필요
-자원 확보 절실(중앙정부 의존)

행위자의 범주
-지역 내 다양한 범주
-지역 내 구성원의 파트너십
-서비스제공(민･관･산 네트워킹)

-분절적, 제한적 범위와 상호작용
-부산시 주도의 권위적 거버넌스
-서비스제공(부산시 주도)

행위자의 이해관계 -서비스와 참여/분권적 -분절적 참여/집권적

행위자의 상호작용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자원(재정, 법적 수단) 확보
-서비스대상자 환류
-온라인 네트워킹

-정보기반의 제한적 활용
-자원(재정, 법적 수단) 부족
-환류미비
-오프라인 연결(온라인 네트워킹필요)

혁신 및 창출결과
-원스톱 지향
-지역생산 및 고용증진(고용증가) 등

-원스톱 지향(다 접점 상태) 
-지역공동체 구성원 일자리 증가

Ⅳ. 논의의 시사점 : Co-creation의 가능성과 한계

1. 기본방향과 원칙

지역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과 가치창출 전략으로서 

Co-creation은 많은 시사점을 남겨준다.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적, 규제적 접근에서 벗어나 문

제의 현장에서 상향적 의사소통과 참여에 의한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다. 지금껏 문제해결과

정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린 경우, 상대방 입장에 대한 이해나 협의보다 자기주장에 매몰되어 

극단적 감정싸움으로 치달았다. 그 결과, 정책이나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국민고통

을 야기했으며 국민신뢰를 얻지 못한 채 자원과 예산을 낭비하고 소망스런 목표를 달성하

지도 못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의존성과 수평적 상호작용을 문제해결 원칙으로 삼아 공

유, 소통, 협력기반의 가치창출을 위해 상생(win-win)해야 한다.  

공공문제 해결과 가치창출과정에서 시민중심의 접근방식의 요구된다. 앞서 <표 3> 성공

적 공동가치 창출의 구조화 및 운영전략에서 제시했듯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 

좋은 신뢰기반의 상호의존적 협력관계 조성과 지속적 운영이 필요하다. 즉 지역정부, 의회

와 기업, 시민 등 이해관계자간 변화지향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용문제에 국한하

여 보면 문제의 당사자인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현상파악과 함께 지역고용관련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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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이해관계자의 자발적이며 적극적 참여와 문제해결을 위한 가치, 규범의 공유가 필요하다. 

사회적 협력자들 간 합의의 기반에서 정책방향과 목표설정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계획수립, 실행 및 평가과정에서 정부-민간(시민)간 협력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OECD 

2001, 2008; Vigoda, 2002). 공공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행정협력모형

의 정립을 위해 전문가 및 단체는 물론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의 능동적 참여(active 

participation)가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집단, 시민 간 쌍방향적 소통에 의

한 동반자관계(partnership)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지지

만 정책과정에서 참여자인 시민의 동등한 역할을 인정한다. 공동가치 창출과정에서 투명성, 

민주적 참여, 학습이 강조된다. 나아가 시민주도의 합력단계로의 이행이 필요하다. 정부위상

은 통치자, 관리자가 아닌 시민요구에 반응해야 하는 입장에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사회적 

협력자로서 전략적 리더역할이 한층 요구된다. 

2. 이론적 시사점 : Co-creation의 가능성과 한계

Co-creation은 합의, 설득, 신뢰, 개방성, 자율성, 공개성, 정책학습, 상호발전 등의 개념에 

기초한다. 법률에 의한 강제,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 명령, 지시, 통제가 아닌 다양한 참여

자들의 자발적이며, 능동적 참여를 통한 정책과정과 경험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개

방적이고 자율적인 조정방식이다. 앞서 제시된 분석틀의 바탕에서 살펴보면 첫째, 가치창출 

욕구는 Co-creation의 동인이다. 고용서비스에 대한 책무와 헌신이 지방정부(기구) 및 지역리

더의 비전과 목표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상호의존에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

어야 한다. 가령 구직자와 구인기업의 참여의지와 욕구파악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의 행위자

의 니즈와 유용성이 소통, 참여, 협력의 모티브가 되어 제도,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둘

째, Co-creation의 행위자범주는 권위적, 공식적 범위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먼저 수요자는 문제해결 및 가치창출의 연대를 위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서비스

공급을 위해 공식적 기구의 경계에서 책임 있는 전문가, 이해관계자간 협력네트워크가 구축

되어야 한다. 즉 오프라인수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춘 공식적 agency가 필요하다. 높은 수

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혁신적 형태의 조직으로 관계, 

공유, 동질성 확보를 위한 게임규칙 운영 및 고용시장에서 근로자와 기업 간 원활한 매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작동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행위자 이해관계가 경험과 기회창출로 나타나야 한다. 기존의 자원을 넘어 상호의

존적 관계의 바탕에서 이해관계가 조정과 연결되어야 한다.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사전조

정과 합의형성을 위해 참여자(기관)의 정보관리와 평가를 위한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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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행위자간 상호작용의 촉진이다. 공동가치창출은 방법, 방식, 기법보다 가치사슬 과정

(process)에 초점을 두고 참여를 통한 가치체험과 공유기반의 상호작용이 중시된다. 또한 상

호작용의 지속을 위해 가치공유, 권한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근과 

소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혁신 및 창출결과와 성과물이 구성원들에게 공유, 체감

되어야 한다.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유용한 정보공유, 활용을 통하여 문제해결과 가치창출로 

나타나야 한다(홍순구･한세억, 2013). 아울러 성과 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Co-creation기제가 유지, 발전될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Co-creation은 거버넌스와 일맥상통한다. 특히, 일자리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방향을 설정하면서 일자리관련 공공

부문,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권용

수, 2013). 이를테면 ’보이는 손(visible hand)‘으로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역할이 필요하다. 

즉 협력관계, 권한위임, 신뢰, 개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공공효과성을 추구하는 전략이 요구

된다(Jesssop, 2000). 또한 신뢰, 상호이해, 호혜, 비공식성, 협력, 상호조정, 윤리･도덕적 헌신

의 공유, 목표공유, 의사소통 등의 특징을 갖는다(Rhodes, 1996; Scharpf, 1997; Lowndes & 

Skelcher, 1998; Newman, 2001). Co-creation은 거버넌스 속성이 유지되지만 시민의 전문성, 

능동성, 주체성이 한층 강조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행정의 현실이 자칫 Co-creation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

금까지 한국행정은 조선시대부터 통치이념인 유교사상이 깊게 뿌리내려 오면서 행정은 곧 

통치를 의미했다. 이어 일제의 억압적 군사행정과 해방이후 군정 통제･억압･감시가 지배하

였다(이종수 외, 2011). 이처럼 행정은 식민지배와 군부독재가 남긴 과잉 행정기제 그리고 

분단구조가 낳은 안보위기로 과대 성장했다. 산업화에 이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관성으로 

인한 행정의 일방적 지배가 계속되었다. 행정전문화·기술화·관료제화는 행정민주화에 심각한 

위기를 가져왔다. 특히, 근대국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조직과 문화에 팽배한 가치로

서 권위(authority), 공식성(formality), 능률성(efficiency), 관리적 통제(managerial control), 경제

적 유인동기(economic incentive)가 Co-creation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단기간 내에 

기존 행정문화와 가치를 전환하기 어렵지만 행정환경 및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표 6>에서 보듯 탈 권위, 내용중시, 창조성, 내재적 동기, 자율성 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행정 내부는 물론 행정과 시민 간 관계에서 새로운 가치의 적용노력이 실천되어야 

Co-creation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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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행정가치의 전환

기존 가치 새로운 가치 적용영역

권  위 탈 권위 의사소통(일하는 방식), 행정문화

형식(공식성) 내용, 실질 회의, 보고제도, 감사, 시민관계

능률성 창조성, 감성 조직이념, 가치, 시스템(성과)

경제적 동기 내재적 동기 인사(동기부여), 조직관리

관리적 통제 자율적 규제, 신뢰 인사, 성과, 리더십, 조직관리, 시민관계

3. 정책적 시사점: 적용과 실천

앞서 제기된 미스매치, 관주도, 낮은 정보수준, 정보기술 활용미흡 등의 문제에서 벗어나

면서 웹 3.0기반의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향하려면 기 구축된 ICT의 활용기반에서 일자리

가치 창출모델을 실천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창업+구직)을 위한 Co-creation 모형을 <그림 2>

와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주요 구성요소들은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역동적 프로세스를 통해 

가치창출을 도모한다. 첫째, 행위자의 참여다. 일자리정보와 관련되는 구직, 구인기업 또는 

시설 상호간에 형성된 상호작용적 네트워크로서 ICT 활용을 전제로 한다. 개인 및 공중접속

용 단말기, 선로 및 교환기 등 전송 및 공유매체와 SW차원에서 전문가시스템 기반 

Matching-System(Site)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거래당사자의 신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일자리플랫폼의 구축이다. 일자리창출활동 및 프로그램 실행기반으로서 

중앙 및 지자체의 일자리문제해결과 가치창출 서비스제공을 위한 조직, 예산, 인력과 지역 

내 공공 및 금융기관의 유기적 연계와 통합과정에서 지속적인 상호작용으로 으로 나타나야 

한다. 특히,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제공과 플랫폼의 성공을 위해 신뢰가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일자리매칭을 위한 지식공유저장소가 필요하다. 유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취업 및 구

인정보가 실시간으로 update되는 지식공유 및 거래시스템으로 정보품질관리를 위해 신용평

가기관의 관리기법 활용이 요구된다. 지식저장소는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들끼리 연결하는 

풀(Pool)로서 구축, 유지되며 DB는 전문성을 갖춘 독립기관(Agency)에 의해 운영, 관리된다. 

가령 증권거래소나 청산소(clearing house)처럼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아울러 지속적인 거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교환방식을 개선하면서 거래장벽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규칙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생태의 조성이다. 일자리시장의 참여자와 기구들은 일자리생태계의 구성요소

로서 창출, 활용, 유통, 환경요소로 이루어진다. 특히, 정부나 지자체는 사회혁신펀드 조성, 

혁신브로커(matching manager) 육성, 혁신 및 연구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혁신과 공동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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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을 북돋워야 한다. 여기서 창출된 가치는 참여자와 기구 및 제도의 지속적 성장, 발전, 

개선을 위한 환류작용으로 지역경쟁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지역사회혁신시스

템을 지향한다. 

<그림 2> Co-creation 기반 일자리창출의 구성과 절차  

구직자

창업자

구인
기업

플랫폼
(인력+예산+조직)+

정보인프라+DB

매칭

(지식

저장소)

가치창출

(개인 및 
지역사회)

▶ ▶

Feedback

등록

등록

가입

input process
output

outcome

일자리
생태

Ⅴ. 결어

현재 미국에서는 치안 및 방범, 교통 등 분야에서 Co-creation의 적용에 따른 성과가 나타

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을 고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물론 실업문제는 치

안문제의 성격과 범위와의 상이성으로 인해 단기간 내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지만 지역공동

체가 당면한 지역경제 쇠퇴와 빈곤,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양극화 등 현실문제의 본

질을 이루는 실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실업문제가 복잡한 요인들이 난마처럼 얽

혀 복합적으로 나타난 구조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정부 및 소수의 전문가만으로는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일자리는 지역주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문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과제와 방안의 실천은 시민협력과 참여의 바탕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

되 경제의 혁신원리를 응용해 수요자입장에서 고용문제 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인식, 행태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차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와 함께 Co-creation 노력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혁신

의 맹아들은 적절한 지원과 환경조성이 있다면 지역사회 전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Co-creation 적용영역의 발굴과 실천을 위해 다양한 플랫폼, 역량강화와 리더육

성, 중재자 역할을 하는 기관의 설립, 사회혁신프로그램 지원펀드 조성, 사회혁신 모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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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법령제정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실업문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

육 등 전반에 걸쳐 시스템개선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도시경계의 틀을 벗어

나 정보기술과 지식의 바탕에서 특화기능을 매개로 한 경쟁과 협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

역사회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사회공동체의 창조적 역량을 개발, 집중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는 정보기술 활용 및 사회혁신과 유용한 지식창출을 통해 지역창발의 Co-creation전략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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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Co-creation 

Perspective for Public Problem Solving

Sae-eok Han

Responses change according to however the situation and environment changes. The 
government exists to solve public problems. Experts with the expertise to solve 
problems have been involved in the operation of government since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Areas such as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s 
well as health and sanitation have achieved a remarkable level of performance. In the 
meantime, government run on the basis of scientific knowledge followed with a 
rational-technical approach in decision-making and enforcement. Since the 1970s, 
however, limitations have been encountered due to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and complexity of problems, while the increasing pluralism of changes brought 
existing engineering approaches to solving  challenges came to an end. This study 
represents a new perspective and approach for solving policy problems,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joint value creation (co-creation).

【Keywords: Policy Problem, Social Innovation, Co-creation, Unemployment

proble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