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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사회에 크나큰 충격과 슬픔을 남긴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서울특별시에서는 2015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

민센터’ 사업에 전격 착수하였다. 서울시는 약 2년 동안 본 사업을

통해 복지인력 확충, 주민의 시설편의 향상, 빈곤위기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획기적인 증대 등 소기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찾동 사업이 지나치게 제도개편의 측면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측면이 경시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 국가중심적인 복지체계의 구축도 중요하나, 다른 한 축

인 주민참여나 근린자치와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다.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즉 공동생산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동 프로그램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존의 연구 및 정보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즉 누가

(who) 이러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혹은 왜(why) 참

여하지 않는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 중 ‘동주민센터를 통

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찾동 프로그램에

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

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 하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논의에 따라서 영향요

인을 능력 및 동기 요인으로 대별하였다. 전자에는 정책인지도와

참여의 제약요인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설정하였다. 지적 자원으로

는 최종학력을, 금전상의 자원으로는 가구연소득을, 그리고 시간상

의 자원으로는 경제활동 유무를 상정하였다. 동기 요인으로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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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 복지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 등을 배

치하였다. 시민성은 정치적 참여의 양태인 투표와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박애적 참여에 해당하는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로 구

분하였다. 복지태도는 인지적 태도와 정서적 태도로 구분하였다.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 3,019명을 대상으로 한 「2015년 서울복

지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T-검정, F-검

정,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차이분석의 결과 능력

요인 중 경제활동 유무를 제외한 정책인지도, 최종학력, 가구연소

득에 따라서 참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기 요인으로는 투표 참여, 기부 및 봉사활동 경험, 복지에 대한

정서적 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그리고 정부성과 인식에 따른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

향을 결정함에 있어서 능력과 동기 요인이 동시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능력 요인과 관련하여 찾동 사

업에 관한 정책인지도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

적 자원으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공동생산 참여에 지적인 제약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전 및 시간상의 자원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을 제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에 적극적이

었으며,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함에도 불

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높은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동기 요인과 관련하여 시민성 중 지역사회활동 참여는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투표

참여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애적 참여행태로 고려

된 기부와 봉사활동 참여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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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비해 전반적인 참여 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복지태도는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인

지적 태도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정서적 태

도와 관련해서는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이 당사자나 가족, 친척 등

에 있다고 여기는 이들보다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및 국가로 대

표되는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참

여 의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해당 활동에의

참여 의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찾동 사업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정책인지도의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의 다각화, 인적자원과 관련한 참여의 접

근성 증대, 시민성의 증진을 위한 근린참여제도의 활성화, 양분된

정서적 복지태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 및 공론장

의 활성화, 생활환경 만족도와 정부성과 인식의 제고를 위한 성과

평가방식의 개선 등의 정책적 접근에 관하여 논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사례로 서울시가 방점을 두고 있는 찾동

사업을 선정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

민들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과 동기의 다각적인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공동생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활동, 능력,

동기, 주민참여

학 번 : 2015-2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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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급속 급격히 진행되는 전(全) 인구의 고령화는 일찍이 우리가 경험한

바 없는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들을 양산하고 있다. 거듭되는 독

거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그 일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외에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비롯해 생활고(生活苦)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서 탈출하지 못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한 많은 정책적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 혼자서

는 이에 대처하는데 역부족인 듯하다. 이에 도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의 조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오늘날 정부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문제의 복잡성,

만성적인 재정결핍 등으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다

(Denhardt & Denhardt, 2000). 이에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은 행정서비

스의 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Loeffler &

Bovaird, 2016; Jakobsen et al., 2016). 시민은 정치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

는 바, 행정 분야에서는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O'Leary et al.,

2006). 복잡다기한 정책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

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운영방식이 효과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당

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이기 때문이다(Fung, 2015: 517).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시민의 직 간접적인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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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서비스의 사용자와 공동체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이 각광을 받고 있다(Bovaird, 2007;

Bovaird & Loeffler, 2015; Brudney & England, 1983). 이것은 서비스의

사용자인 시민과 공동체가 정책에 개입하여 공공부문과 협력적으로 서비

스를 공급하는 것이다(Brandsen & Honingh, 2015). 공동생산은 수혜자

이면서 공급자인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조건으로 두고 있는 것이

다. 이는 참여자의 역량강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품질의 향상,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 및 선택권 확대,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반응성

제고, 그리고 각종 행정 비용 감면, 서비스 배분에서의 형평성 제고, 시

민성(citizenship)과 민주주의의 증진, 공적 가치(public value)의 창출, 신

뢰의 제고 등의 효과를 내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Alford, 2011;

Bovaird & Loeffler, 2012; Fledderus et al., 2014; Fung, 2006: 73;

Jakobsen & Andersen, 2013; Levine, 1984; Loeffler et al., 2008; Meijer,

2011; Needham, 2008; Percy, 1983; Thomas, 2012).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최일선 행정기관으로서의 읍면동의 기능강화가

화두이다. 이는 거듭되는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혁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점유할 것으로 예측된다(곽현근, 2015; 김병준, 2015). 중앙정부의

‘동복지 허브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특히 서울특별시의 ‘찾

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 사업 또는 찾동 프로그램)’은 실무 및

학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1) 핵심은 제도적 측면에서 복지전달체계

를 개편하고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측면에서 민관 복지거버넌스를 활성화

하는 것이다(남기철, 2015). 찾동사업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1단계 사업

에 들어가 2016년 7월부터 2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다. 현재 서울시 내 18

1)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행정자치부는

전국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찾동 프로그램을 접목

(벤치마킹)하려는 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 새로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

자리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바, 서울시의 찾동사업은 고용과 복

지라는 두 가지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내일신문, 2017). 즉 서울시의 찾동

프로그램을 정책적 모델로 삼아서 이러한 공동생산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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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자치구, 총 283개 동을 대상으로 본 사업이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17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에서 사회복지사

1,443명과 방문간호사 450명을 충원하여 283곳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

였고, 13만 2,210번의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1년 전 현장방문이 5

만 4,846건에 그쳤음을 감안한다면, 이는 괄목할만한 증가이다.

이와 같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공적인 제도개편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업의 초점이 주민참여나 근린자치보다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동주민센터의 물리적, 내용적, 인적 등의 개편에만 편

중되어 있는 형국임을 지적할 수 있다. 민간의 역할 수행을 위한 지원

부족, 민-관의 관계형성의 미흡, 주민의 제한적인 참여 등의 문제가 지

적된다(서울시복지재단, 2016: 53-54; 서울특별시, 2016: 258-259). 더욱이

최근에도 서울시에서 독거노인의 고독사가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일면 이 사업이 중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도 본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

한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을 요하는 바, 이는

자칫 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여파가 지역사회 복

지기관에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정상화를 위

해서는 공적 차원의 인력증원 외에 이웃과 마을 조직, 공동체 차원의 자

발적인 참여를 증진하는 한편, 공동체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본 사업이 거의 모든 자치구로 확장되는 상황인 바, 지속가능성

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의 증대 방안을 모색할 시기인 것이다.

서울시의 찾동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거론

되는 현 상황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내용은, 이러한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해 국내에서 축적된 지식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찾

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공공부문에 의한 고용 창출만을 위한 것이 아니

라, 복지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확충된 공공일자리를

통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

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다시 말해 어떤 요인들이 주민들로 하여금 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지, 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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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부족하다. 즉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사업에 누가(who), 왜(why)

참여하는지 또는 참여하지 않는지에 관하여는 아직 실증적 증거에 기반

을 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동생산에서 주민참여의 채널

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의 취지 등에 관해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규범

적 주장에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할 수 있

는 영향요인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두 차원의 간극을 조금이나마 좁히

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이다. 본 논문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서울시가 추

진 중에 있는 찾동 사업 중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공동

생산의 사례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문항 및 답변을 수록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어떠한 요인들이 해당

활동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탐색해볼 것이다. 나아

가 향후 사업의 확대와 찾동 프로그램에서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

략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2018년 고령사회 진입,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 및 이

들의 여유시간 증가, 다수 여성인력의 존재, 거듭되는 민주화 및 분권화

요구의 증대, 교육을 통한 주인의식의 성장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할

때 향후 공동생산은 꾸준히 요구될 것이다(김병준, 2015). 오늘날에는 읍

면 동과 같은 근린 단위의 복지 공급 및 참여를 통해 기존의 시 군 구

중심의 지역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공급하는 근린복지가 요구되고 있다(전병관, 2013).

미시적인 차원의 행정단위를 중심으로 한 공동생산의 중요성은 더욱

지대해진 바, 3단계 진입을 바라보는 서울시의 찾동 사업이 대표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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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해당 사업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작업은

향후의 방향성을 모색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관건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이러한 공동생산에 더욱 많

은 사람들을 참여하도록 유인하느냐에 달려있다. 공동생산에 관한 학계

와 실무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여는 소수에 그치는 상황

에서 본 연구를 통해 잠정적인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주민이

다. 찾동 프로그램은 전국의 자치단체 가운데 오로지 서울시에서만 추진

되고 있다. 2014년 당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

건’ 이후로,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찾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울시의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으며, 복지수요 또한 상당하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테두리에 포섭

되지 못하는 이들의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행·재정적인 제약 속

에서 공공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주민참여 및 복지공동체의 활

성화를 통해 사전적·사후적으로 주민복지를 증진하려는 찾동 사업은 서

울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이며, 시간적 범위는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설문의 진행기간인

2015년 8월 11일부터 동년 10월 9일까지이다. 서울시 찾동 사업이 제도

적으로 본격화된 시기는 2015년 7월부터이다. 본 설문은 사업 시행의 초

기에 서울시민의 복지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찾동에 관한 인식 및 의향

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일부 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찾동은 동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1단계 사업에 돌입

했다. 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 성동구 등 4개구에

속하는 61개 동 및 9개 구의 19개 동을 합산한 총 80개 동 지역에 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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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2016년 7월부터 2017년인 현재까지 2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며,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의 총 283개 동을 대상으로 찾동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2017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 7월부터 2018년 6월까

지 3단계 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최근 중구, 중랑구, 서초구, 송파구 등

의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해당 지역의 동주민센터는 59곳

에 달한다. 서울시의 찾동사업은 강남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의 총 342

개 동주민센터로 사업이 확장될 계획이다(뉴시스, 2017; TBS, 2017). 서

울시의 거의 모든 동 지역에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

인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

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내일신문, 2017). 본

사업의 본격화 및 전국으로의 확대 구상이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공동

생산으로서의 서울시 찾동 사업 참여의 영향요인을 발굴하는 것은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제 3 절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가 격년으로 발표하고 있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하

고자 수행되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으

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징 및 실증분석의 결과

를 서울시로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처리를 통한 실증분석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우

선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적 검토와 공동생산 이론에 대해 고찰하였

다. 이어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를 짚어본 후, 이러한 내

용을 바탕으로 가설 및 모형을 수립하였다. 뒤이어 본 연구의 데이터에

관해 개관하고 변수 및 조작화에 관한 내용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실증

분석의 결과와 논의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및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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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논의

1.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의의와 서울시 사례

만성적인 저출산 현상과 함께 급속·급격한 고령화의 파고(波高)가 우

리나라를 덮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최소생활보장(national

minimum) 체제는 복지수요의 급증 및 복지욕구의 다각화로 인해 지방

분권체제로의 변혁이 요구되고 있다(김순은, 2017). 이러한 현상이 앞으

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바, 오늘날 정부가

기초행정단위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러한 노력을 방증한다. 행정단위로서 읍면동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위치한다. 2015년을 기준으로 17개 부처(청)의 무

려 170개 복지 관련 사무가 동주민센터를 거쳐 집행되고 있다(서울경제,

2016). 읍면동은 지역의 공동체와의 접점이며 주민이 주인이 되는 풀뿌

리 자치의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오늘날 근린행정 단

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관심이 실로 지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016년부터 행정자치

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근린행정의 단위인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

허브로 재편하려는 노력, 이른바 ‘동복지 허브화’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

음은 이러한 내용을 방증한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은 큰 틀에서는 복

지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극심한 재정적인 부담 속에서 줄곧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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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임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복

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려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

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 복지담당공무원, 복지통장, ‘우리이웃지킴이’ 등

의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근린 단위의 사

회적 자본을 향상시키는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전병

관, 2015; 2013). 이 외에도 경기도, 남양주시, 양천구 등지에서 유사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이 체계를 담당하거나 참여하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 및 절차의 개혁을 통해 주민복지의 증진을 꾀한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이태수 홍영준, 2016).

한편 최근 들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가 활발히

추진 중에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다. 이는 고령화, 양극화,

복지사각지대 등의 문제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표적인 정책적 대응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찾동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2015년 상반기 시범동

사업을 거쳐 동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동주민센터 개편의 일

환이다. 사업의 시기상으로 보자면, 서울시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행정복

지센터)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보다도 약 반년이나 앞서 본 사업을 시

작하였다. 찾동사업은 종래의 민원 행정 중심의 동주민센터를 능동적 적

극적 복지행정 및 주민참여 활성화의 플랫폼(platform)으로 개혁하여 주

민중심의 복지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정의된다(이주헌 외2, 2015:

18). 제도적인 측면에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사회복지체계

의 측면에서 민관 복지거버넌스를 구축 및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남기철, 2015).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동복지

허브화’와 일면 유사한 점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한 구체적인 수단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일차적으로 일선 동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보건 등에 종사하는 담당 인력을 대폭 증원(增員)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후자인 민관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역

복지분야 및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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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과는 차별화된다고

볼 수 있다(남기철, 2015). 서울시는 본 사업에서 각 자치구 내의 동 주

민센터를 최일선의 종합복지기관으로 재편하는 한편, 복지통장과 복지플

래너, 간호사 등의 행위자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지자원 및 복지사각

지대를 발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본 사업의 각 단계별로 주민의 참여

를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요컨대 찾

동 프로그램은 주민참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과 마을공동체 활성

화라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2)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현황 및 성과

서울시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일환으로서 찾아가는 복지서비

스 제공에 착수하게 된 계기로는 복지사각지대 문제와 관련된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2) 이 외에도 영구임대단지

빈곤층의 빈번한 자살, 수급 혜택의 불가 통보에 따른 자살, 쓰레기 및

인분에 방치된 10대 남매 사건 등은 기존의 수동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

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기철, 2015: 169). 서울시 찾동

사업이 제도적으로 본격화된 시기는 2015년 7월부터이다. 지난 2015년

상반기 일부 동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찾동은 동년 7월부터 본

격적으로 1단계 사업에 돌입했다. 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성북구, 도봉구,

2)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반지하 월셋집에 살던 세 모녀가 마지막 집세

와 공과금이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70만원을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채 싸

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두 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일자리를 얻지 못했고,

홀로 식당일을 전전하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팔 부상으로 인해 생계가 막막해

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고, 정부 또한 이

들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해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지 못하였다. 결국 세 모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이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게 되었다(경향신문, 2017). 이 사건 이후 서울시에서는 찾

동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적으로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한편, 서울형 긴급복지 지

원사업을 통해 위기가정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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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성동구 등 4개구의 전(全) 61개 동 및 9개 구의 19개 동을 합산

한 총 80개 동 지역이다. 이후 2016년 7월부터 현재까지 2단계로 진입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서울시 내 18개 자치구의 총 283개 동을 대상으로

찾동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이는 `17년 6월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이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3단계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미 중구, 중랑구, 서

초구, 송파구 등의 자치구가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상태이며 해당 지역

의 동주민센터는 59곳에 달한다. 즉 서울시의 찾동사업은 강남구를 제외

한 24개 자치구의 총 342개 동주민센터로 사업이 확장될 계획이다(뉴시

스, 2017; TBS, 2017).3) 서울시내 거의 모든 동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구상 중인데,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내일신문, 2017).

지역사회복지의 측면에서 서울시 찾동사업의 성격은 제도적인 측면과

지역사회복지체계의 측면으로 양분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공공복지인

력을 대폭 증원하면서 서비스의 충실화를 노리는 한편, 공공복지의 역할

을 근린수준인 동 단위로 현실화하였다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이는 공

공사례관리의 보강, 0세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보편적인 방문서

비스 제공,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례의 발굴 체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전문상담관’, ‘복지통 반장’, ‘시니어

사례관리서포터’, ‘복지플래너’와 주민조직 및 마을 등을 통한 통합적 서

비스(one stop and any stop)의 제공 등도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지

역사회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민관 복지거버넌스를 구축 및 운영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는 복지생태계 조성, 민관의 복지자원 공유, 그리고 마

을공동체 분야와 복지분야 활용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남기철, 2015).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나, 크게는

보건 복지와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에는

3) 강남구의 경우 `16년 서울시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신청서를 제출했음에

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공모서를 제출하지 않아 참

여에서 제외되었다(뉴시스,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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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관 소개, 방문간호사 건강진단, 복지플래너 프로그램, 빈곤위기 가

정 방문 프로그램, 전문 복지상담 서비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등이 해당한다. 이 외에도 후자로는 마을공동체 프로그램, 지역의

마을계획 수립, 마을기금 혹은 펀드에 기부, 사회적 약자 발굴, 어르신

대상 돌봄 사업, 공동육아 및 학생돌봄 사업, 지역 안전 및 방범 유지,

지역환경 정비 및 개선사업, 자발적 지역모임 구성 및 참여, 그리고 지역

에서 개설되는 교육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이주헌 외2,

2015). 요컨대 찾동사업의 주된 초점은 공급자 관점에서의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수요자 관점에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전자

보다는 후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계획단’의 경우 동과

이웃의 어려움과 각종 문제 등을 논의하고 직접 해결함으로써 주민자치

를 실현하려는 조직이다. 100명의 동 주민들로 구성된 이들은 동네 곳곳

을 누비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나서는 한편, 동이 직면한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비전, 의제,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다. 또한 활동을

공유하고 복지동을 위한 우선순위 과제의 선정을 위해 마을총회도 진행

하고 있다. 참여자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분과

별로 활동을 진행한다(서울특별시, 2016: 68-69). 또한 ‘복지 통 반장’은

찾동사업에서 의도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동네복지의 정착을 위해

구심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인 우리동네주무관과 함

께 주민들과의 소통 창구로 기능하는 한편 찾아가는 복지를 행하는 주체

이다. 여기에는 주민자치회가 나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의 각종 복

지자원을 발굴하는 한편,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있다. 복지플래너와 빈곤위기가구를 동행 방문하는 한편, 주민모임

및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다. 일선에서 지역 내의 각종 문제해결과 공동

체의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노원구의 ‘통 구역 도우미 제

도’가 그러한 예에 해당한다. 복지통장은 통 구역 도우미로, 반장은 마을

살피미로 임명되어 위기가정 발굴 및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방문 및 모니터한다. 발굴된 위기가구를 가정 방문하여 복지대상자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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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거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또한 통 구역 도우미를 대상으로 구

역별로 회의 및 복지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43-48). 도봉구의 경우에는 전기 검침원과 야쿠르트 아줌마 등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동참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379).

이러한 찾동 프로그램은 그간 소정의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된다. 1단

계 사업을 통해 첫째, 주민의 시설편의 보장을 위해 13개 자치구 79개

동의 주민센터 공간이 개선되었다. 둘째, 복지와 관련하여 동년 12월까지

복지플래너가 총 42,126가구를 방문하였다. 이 중 어르신 복지플래너의

방문율은 69.1%로 나타났으며, 빈곤위기가정 방문은 90.6%에 달하고 있

다. 빈곤위기가정 신규 발굴 건수는 총 12,291가구, 초기상담건수는

271,130건(사업 전)에서 96%p 증가한 530,968건(사업 후)에 이른다. 게다

가 복지급여 신청 건수는 116,612건(사업 전)에서 133,987건(사업 후)으

로 15%p 증가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급여신청의 경우에도 사업 전

11,072건에서 275%p 증가한 총 41,4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14개 동의 총 1,167

명(직능 309명, 주민 858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사업

전 주민자치위원 회의는 동 평균 12회로 나타났으나, 사업 후에는 평균

14회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마을계획에 대한 주민참여가 증진되었다.

넷째, 1단계 사업에서 서울시는 복지인력 500명, 방문간호사 106명을 충

원하였다. 특히 방문간호사 사업의 경우 65세 도래 어르신 만족도가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귀영, 2016; 서울특별시, 2016: 16-17).

요컨대 본 사업을 통해서 복지와 주민자치를 증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관한 선행연구

찾동 프로그램은 비교적 최근에 서울시의 주도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사회

복지학 분야에서 본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찾동사업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김형용, 2016), 지역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본 찾동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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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의 성격(남기철, 2015), 찾동 사업이 추진되는 정책결정과정(이태

수·홍영준, 2016) 등에 관한 연구가 존재한다.

찾동 사업의 핵심은 정부관료제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적인 요소에 마

을 혹은 근린 단위의 공동체를 결합하는 형식으로 복지전달체계를 개혁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김형용, 2016). 복지와 마을의 유기적인 접합을 도

모한다는 점에서 찾동과 같은 근린 단위의 개혁의 의의를 찾아볼 수 있

겠지만, 복지국가와 마을은 본래 목표하고 있는 바와 그 대상이 상이함

으로 인해 여러 쟁점을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형용, 2016). 마을

혹은 소규모 공동체를 종합적 복지기관으로 재편하는 사회적 실험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대적으로 사업이 시행됨에 따

라서 몇 가지 잡음이 일고 있음이 지적된다. 여기에는 국가가 목적하는

공공성 관점과 지역사회 내의 공유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관점 간의 충

돌, 공적 복지체계와 민간체계의 이질성에서 기인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이 과정에서의 민간 복지영역의 소극적인 참여,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

체에 의한 사업 추진의 적절성 논쟁, 향후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공급

에 미칠 영향 등이 해당한다(남기철, 2015).

하지만 이러한 찾동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의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학문적 관심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그간 존재하는 연구

들의 경우 대다수가 규범적, 시론적 연구에 해당한다. 어떤 방식으로, 그

리고 어떠한 방향으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제도적 차원의 논의는 찾동 사업이 도입되던 초기에는 매우 중요한 함의

를 가질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민주도의 상향식으로 형성되었다기보다

는 서울시 주도의 하향식 정책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이태수·홍영

준, 2016). 다만 최근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최

근의 행정현상에 대해서 적절한 분석이나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유념할 것은 첫째, 이러한 사업이 소정의 단계를 달성

하면 종료되는 한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목적

으로 고안된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찾동 프로그램은 한편에서는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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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전달과정에 있어 주민참여의 보장과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는 것이다. 셋째, 앞선 둘은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으면서도 전

자는 행·재정상의 여건이 주효하게 작용하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찾동사업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증적인 차원에서 주민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한 연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누가 왜 참여하는지, 혹은 무슨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가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그러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 이론을 활용하여

찾동 프로그램을 조망한 뒤, 이러한 활동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제 2 절 공동생산에 관한 논의

1. 공동생산의 개념 및 의의

1) 이론적 배경: 공동생산의 재조명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시민참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행정학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기존의 주류적인 논의는 일반적

인 투표, 선거운동, 기부 등의 정치적 참여에 초점을 두어 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시민참여의 과정에서 공공서비스의 생

산 및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참여민

주주의와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면서 행정학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Fung, 2006; Wichowsky & Moynihan, 2008: 909). 특히 최근

에는 그러한 양태 중의 하나로서 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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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은 이제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이나

활동이 아니다. 정부가 존재해왔던 시간만큼 시민의 참여도 존재했으며,

공동생산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Thomas, 2012). 다만 행정학의 지배적

사조였던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이하 NPM)에 비해서

공동생산은 아직 덜 다닌 길(road less travelled)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

다(Alford, 1998). 공동생산이 학문적인 관심을 받은 것은 비교적 최근으

로서, 거버넌스 논의의 등장과 함께 행정학의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가운데 주목을 받았다(Osborne & Strokosch, 2013). 공동생산에 대한 연

구는 1970년대 후반과 80년대 초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다가 관

심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오히려 유럽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하

여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공동생산은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서 필수

적인 위치를 점했으며, 오바마(Obama) 행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세계적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개혁의 기조에 따라 오늘날 공동생

산에 대한 관심은 다시금 행정학계에서 급부상하기 시작하였으며

(Alford, 2009; Osborne & Strokosch, 2013), 최근에는 학계와 행정 실무

자들 간의 관계로까지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Buick et al., 2016).

공동생산 이론은 국민의 역할을 행정의 동반자(partner)로 인식하는

거버넌스 이론과 관련이 깊다(Alford, 2009; Osborne & Strokosch, 2013;

Thomas, 2012). 여기서 핵심은 공동생산에서 국민의 역할을 어떻게 설

정하는가에 달려있다. 먼저 행정학의 자아성찰기라고 하는 1960년대에

태동한 신 행정학(New Public Administration)의 대두와 함께 민주적인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국민에게는 시민성이라는 기질이

내재해 있어 이들이 주로 정치나 봉사활동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시민참여의 개념이 주로 정책결정과

정의 투입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NPA에서 상정하는 시민참여의 개

념은 주로 정책의 집행과정에의 국민의 참여를 통한 정부의 반응성 향상

에 방점을 둔다(Denhardt & Denhardt, 2000; Thomas, 2012).

80년대 정부 재창조(reinventing government)를 필두로 한 신자유주

의 물결의 기수였던 NPM의 사조가 시대적인 주류를 이루면서 정부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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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기업으로, 그리고 국민은 곧 기업에서 상정하는 서비스의 수혜자인

고객과 동일시되었다. 이와 함께 민간 영역에서 주안점을 두는 효율성,

정부성과, 서비스 질, 만족도 평가, 고객주의 등의 기업적인 가치가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상정하는 것은 과거 민주적 시민으로

서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국민의 역할보다는 오히려 수동적인 서비스의

수혜자 측면에 그치는 성격이었다. 요컨대 정부는 보트의 방향을 설정하

게 되었으나, 정작 누구를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망각하게

된 것이다(Denhardt & Denhardt, 2000; Thomas, 2012).

NPM에 대한 반발로서 거버넌스(Governance)와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Service)에 관한 논의가 태동하였다. 이러한 사조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요구되는 협력적 행위자가 개인부터 민 관의

다양한 조직까지를 총망라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구조를 이룬다는 것이다

(Alford & O'Flynn, 2012).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주체, 특히 공공서

비스의 공동생산의 주체이자 동반자로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역할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의 기저에는 더 이상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가 아니라는 인식이 배태되어 있다(Knight

et al., 2002: 161-172; Osborne & Strokosch, 2013). 오늘날 행정에서 공

무원이나 공공조직은 시민, 고객, 동반자라는 세 가지 성격을 동시에 내

포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Thomas,

2012). 이에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촉매

이자 조력자의 역할이 요구받고 있다(Alford, 1998; Knight et al., 2002:

160). 단순히 행정적인 성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정책을 통한

민주적인 성과도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Wichowsky & Moynihan,

2008).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제3섹터와 행정의 접점을

모색하는 시도가 활발하며(Cepiku & Giordano, 2014), 우리나라 역시 예

외는 아니다(곽현근, 2015; 김종수, 2010; 최지민 외4, 2015).

이러한 변혁의 이유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결핍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동생산 논의는 참여자로서의 주민 혹은 시민으로서의 범위를

확장한다(Fotaki, 2015; Pestoff & Brandsen, 2010). 주민참여의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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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인 정치적 참여의 모형은 정책 과정에서 투입의 측면을 강조하는 반

면, 공동생산에 관한 논의는 정책의 전 과정을 아우른다. 게다가 참여자

의 역량 및 개발과 적극적 참여를 중시하고 있으며(김병준, 2015), 시민

권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돕는 영역까지 확장되었다(Alford, 1998). 그

간 행정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되었던 서비스의 책임성을 시민들에게 위임

함으로써 시민권을 향상시키고(Levine, 1984), 나아가 더욱 효과적인 민

주주의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Knight et al., 2002: ; Thomas, 2012).

또한 정부의 만성적인 재정결핍이라는 상황을 감안했을 때, 공동생산

은 이에 대한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Fotaki, 2015;

Pestoff & Brandsen, 2010). 2008년 이후로 계속된 저성장과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재산세 및 취 등록세가 감소하는 반면, 적극적 복지욕구의

증가로 인해 우리 지방정부는 공공서비스 제공에서의 딜레마 상황에 직

면했다(이주헌 외2, 2015: 16). 이에 공동생산은 복지와 관련하여 작지만

효과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수단을 제공한다. 이를 통

해 직 간접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 기여함으로써 행정적 비용의 감소

라는 순효과가 창출된다. 이는 공동생산 논의가 서비스의 공급자로서의

시민 혹은 주민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준, 2015).

요컨대 오늘날 공동생산이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주목받는 기저에

는 기존의 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정부에 대한 정당성의 위기가 배태되어

있다(Pestoff & Brandsen, 2010).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인해 공공부문

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공적 영역이

홀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이를 어떻게 시

민과 함께 효과적으로 제공하는지가 관건인 것이다(김병준, 2015;

Knight et al., 2002: 3-4).

2) 공동생산의 개념

사전적 의미에서 공동생산은 정부와 시민이 공동(共同)으로 공공서비

스를 생산(生産)하고 수혜자에게 전달(傳達)하는 행위의 양식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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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이종수, 2009). 즉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공서비스를 협력적으

로 생산 및 전달하는 서비스의 공급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쟁점은 공

동생산의 참여자인 시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한정하는가와 관련되어 있

다. 이는 참여자를 공공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만 한정하는 입장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 및 조직까지도 참여자로 확장한

최근의 논의로 대분된다(Bovaird, 2007; Parks et al., 1981).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는 학문적인 용어는 1970년대 후반 인디

애나 주립대에서 주관한 ‘정치 이론과 정책 분석 워크숍(Workshop in

Political Theory and Policy Analysis)’의 오스트롬(Ostrom) 부부의 발표

문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미국에서는 공공서비스의 집중화를 요체

로 한 대도시 거버넌스 이론이 지배적인 위상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공

동생산은 이것의 반동적인 사조였던 다중심적(polycentric) 체계에 관한

논의의 일환이었다(Ostrom, 1996). 공동생산은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공

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Ostrom & Ostrom, 1977).

공동생산은 이후 Parks et al.(1981)을 거치면서 개념이나 사례의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생산은 ‘공공부문(regular producers)과

민간부문(consumer producers) 사이의 생산적인 노력들의 혼합’이다

(Parks et al., 1981: 1002). 전자는 전통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을

담당해온 공적 부문을 통칭한다. 후자는 수혜자의 역할에 머무른다고 치

부되었으나, 이들은 서비스 공급에서 보충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의뢰인(client) 혹은 고객으로서의 민간 부문이다. 이러한 시도

는 기존의 지배적인 사조였던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생산자로서의 공공부

문과 소비만을 담당하는 민간부문이라는 학문적 이분법의 간극(great

divide)을 메우는 것이었다고 평가된다(Ostrom, 1996).

이들의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학계에서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

한 논의가 이어져왔다. 앞선 정의보다 포괄적인 맥락에서 공동생산은 공

공서비스의 집행과정에서 이것의 직접적 수혜자가 되려는 이들이 공공부

문에 지원을 요청 혹은 제공하거나, 그리고 시민과 공무원의 상호작용하

는 등의 활동적 참여를 포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Whitak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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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광의라 함은 공동생산의 참여자가 서비스의 전달 뿐만 아니

라 지원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행위까지를 포괄

하기 때문이다. Sharp(1980)는 이를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일어나

는 일반적인 시민(lay citizen)들과 전문적인 공무원들의 합동적인 행위

로 정의한다. 시민은 공공부문과 더불어 서비스 전달의 책임성을 공유하

는 공동생산자이다. 이들은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지는 상황(condition)을

변화시킴으로써 서비스 전달에서의 절반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Sharp, 1980: 112-113). 한편 물리적 상황이 반드시 순방향으로만 변하

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

생산은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민들과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합동적인 활동이며, 여기에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활동

도 포함된다(Rich, 1981). 요컨대 그는 공동생산을 최광의의 관점에서 파

악한 것이다(Percy, 1984: 434).

이보다 좁은 관점에서 공동생산을 정의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은 공동생산을 ‘도시 공공서비스의 생산에 기여하거나 이를 증가시

키려는 개인들 혹은 집단과, 공공기관 사이의 직접적이고 협력적인 상호

작용’으로 파악한다. 이 경우 시민성과 관련된 활동으로 대표되는 보충적

생산(auxiliary or ancillary production)과 공공기관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시민들에 의해 수행되는 활동인 평행적 생산(parallel production)은 제외

된다(Warren et al., 1982; Percy, 1984; Rosentraub & Warren, 1987). 유

사한 맥락에서 공동생산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전통적인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 기관과 생산소비자인 시민들이 합동적으로 기여하는 혼합

적 성격의 활동으로 정의된다(Brudney & England, 1983; Levine, 1984;

김병준, 2015). Ostrom(1996: 1073)은 이를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투입

과 산출의 과정으로 파악한다. 투입의 주체는 공공부문과 동일한 조직

4) 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성격이자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 주

된 특성을 내포한다. 먼저 서비스를 생산(production)한다는 점에서 부정적

(negative)이 아닌 긍정적(positive)인 행위이다. 시민의 단순한 순응보다는 참여

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자선적(voluntary)이고, 이 참여가 수동적이라기보다는 오

히려 적극적이고 활동적(active)이라는 특성을 지닌다(Whitaker,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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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아닌 그 이외의 개인이다. 이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로 변환되는 과정이 공동생산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동생산에의 참여자가 반드시 개인으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만은 없으

며, 위와 같은 정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생산은 조직화된 다수 시민으로 구성된 집단

들과 공공기관 간에 지속적이고도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공공서비스가

공급되는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이기 때문이다(Joshi

& Moore, 2004: 39-40).

공동생산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정책적으로 별

다른 기회나 관심이 주어지지 않았다. 결국 논의는 유럽 대륙으로 전파

되어 주로 이들에 의해 공동생산 이론의 명맥이 이어지고 또한 발전되어

왔다. 광의로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Loeffler et al., 2008; O'Brien et al., 2017; Pestoff &

Brandsen, 2010). 공동생산은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민참여

의 한 가지 양태로서 간주된다(Pestoff, 2006). Alford(2009)는 이러한 활

동적 행태를 종합하여 공동생산을 정의한다. 첫째, 기관과 함께 혹은 기

관으로부터는 자유로우나 기관의 영향에서 촉발된 행태, 둘째, 부분적으

로나마 자발적인 행태, 마지막으로는 산출 또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

익/사익을 의도적/비의도적으로 생성하는 활동적인 행태라고 보았으며,

이들을 포괄하는 기관 외의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다만 여기서 주지할 점은 공동생산자가 고객으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여

기에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유효고객(paying customer)과 수혜자가

해당한다(Alford, 2009). Loeffler & Bovaird(2016: 1006)는 이를 확장하

여 ‘공공서비스 서비스의 전문가, 사용자, 그리고 공동체가 더 나은 결과

혹은 효율성의 향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의 자산과 자원을 적절히 활

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동생산의 행위자와 관련한 Bovaird(2007)의 견해는

다른 정의와는 구분되기에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미국을 주

축으로 한 공동생산에서는 참여자의 범위를 서비스의 수혜를 입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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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한정한다. 반면 Bovaird(2007)는 이에 더해 자원봉사자와 공동체까

지 행위자로 확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의 사용자와 공동체

에 의한 공동생산(user and community coproduction)은 ‘소속된 특정 부

문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서비스 공급자와 서비스의 사용자 혹은 공동체

의 다른 구성원 간의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관계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

으로 정의되며, 이들 행위자들은 ‘실질적인 자원을 기부’한다는 것이다

(Bovaird, 2007: 847). 이는 이들 각각이 공공부문의 조직들과는 상이한

관계를 갖으면서도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전달단계,

특히 서비스 기획과 전달 과정에서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Bovaird, 2007). 이러한 견해는 Parks et

al.(1981)과 Joshi & Moore(2004)에 비해 공동생산자에 관한 개념적인

범위가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조직 차원으로까지 확장된 것이다. 뒤이

은 많은 견해도 공동생산에 관한 앞선 Bovaird(2007)의 견해를 뒷받침한

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공동생산에 관하여 Pestoff(2010)는 공동생산을

실질적인 공적 자금의 수혜를 받는 개인과 집단의 참여, 직접적인 수혜

자와 가족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공공부문 및 제3섹터에 의한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행위를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이러

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동생산을 ‘공공서비스 종사자들과 서비스의 공급

에 기여하는 시민들의 혼합(mix)’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한다(Pestoff,

2010: 19). 정부와 관련을 갖는다는 것은 공동생산이 정책이나 서비스 등

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촉진되는 한편, 참여자는 어느 정도 자발적으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의 과정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러

한 합동적인 활동의 결과로 공공서비스나 공공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Thomas, 2012). 이러한 정의 또한 공동생산을 광의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동생산에 대한 정의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이러한 파편적인

논의를 종합하여 Brandsen & Honingh(2015: 431)은 공동생산을 ‘조직의

업무에 관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개별적 시민들과 봉

급을 받는 집단이나 조직의 구성원 간의 관계’로 정의한다. 즉 어떠한 행

위가 공동생산이기 위해서는 첫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성원과 시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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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둘째, 이 관계는 조직의 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투입을 요구한다. 셋째, 이 과정에서 조직의 구성원

은 봉급을 수령하는 전문성을 내포한 사람인 반면 시민은 어떠한 보상을

받지 않거나 혹은 시장 가격의 이하의 보상을 수령한다는 것이다.

한편 Nabatchi et al.(2017)은 이러한 견해들을 종합하여 공동생산을

우산적 개념(umbrella concept)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이

러한 관점에 따르면 공동생산은 정책 또는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일어

나는 광범위한 활동에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일반 시민들과 공공부

문의 종사자들이 협업(work together)하는 것을 의미한다(Nabatchi et

al., 2017: 4).

이처럼 공동생산에 대한 정의를 두고 지난한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전히 개념적 경계선을 설정함에 있어 많은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기 때

문이다. 21세기 참여민주주의 시대에서 공공서비스 전달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이미 필수적인 바, 참여자를 서비스의 당사자로만 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공동생산 활동의 주된 참여자를 공공

서비스의 전달을 통해 최종적으로 혜택을 받는 당사자로 한정하는 경우

도 존재하나, 획일적으로 이를 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러한 경우도 드물다(Pestoff, 2012). 이는 공동생산에 어떤 사람이 참여

하는지는 결국에는 특정한 서비스의 성격에 좌우되며 그 참여자 또한 당

사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실상 공동생산은 개인부터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이들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Thomas,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의 개념과 관련하여 공동생산의 참

여자를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동체의 조직

으로 확장한 Bovaird(2007)의 정의를 활용한다. 다만 이러한 활동의 성

격을 본래의 조직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것으로 한정할

것이다(Alford, 2009). 이러한 개념 정의로 미루어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지점에서 찾동 프로그램은 공동생산의 개념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찾동사업에서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이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의

참여자는 비단 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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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일반적인 시민이나 자원봉사자, 혹은 지역의 조직도 포함된다. 서울

시는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촘

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이들 주체들과 권한 및 책임을 분담

하는 방식으로 동주민센터의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6). 둘째, 활동의 지속성과 관련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한 활동의 경우

단순 일회성에 그치는 일반적인 봉사활동과는 달리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 전자와는 구분된다(전병관, 2015). 이들의 참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사업의 성과가 불투명하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Alford, 2009). 셋째, 찾동 프로그램은 공동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복지생태계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창출하려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격을 내포한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 방점을 두고 있는 찾동사업은 Joshi & Moore(2004)가 역설하

였듯이 급변하는 외부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공동생산을

제도화(institutionalize)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체감도 향상이라는 공적

가치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Thomas, 2012).

3) 공동생산의 유형 및 사례

앞선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사례연구에 기반을 두고 공동생산 이론을

전개해왔으나, 엄밀히는 거론된 모든 사례가 이론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

다. Bovaird & Loeffler(2015)는 기존에 공동생산으로 명명된 몇 가지의

행위들은 제외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조직 간의 제휴 및 협력 행태

는 엄밀히는 파트너십이나 협력에 해당한다. 시민의 자조(self-help)나

공동체 내에서의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 등의 행태, 그리고 정치인

이나 의회를 통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도 제외된다. 물론 이러한 행

위들은 특정한 사회적 결과를 창출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공공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Bovaird & Loeffler, 2015).

위처럼 구체적인 행위로 공동생산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분류의 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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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포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에 공동생산의 유

형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공동생산을 광의의 의미로 파

악한 Rich(1981)는 이를 6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공동체의 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의 두 갈래로 나뉘며, 각 활동의 종류는 크

게는 수동적 및 적극적인 활동으로 대분된다. 단, 여기서 활동적인 성격

을 내포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동생산의 유형은 개인, 집단(group), 그리고 집합적(collective)으로

구분되기도 한다(Brudney & England, 1983). 집단에 의한 공동생산의

경우 참여자는 집단이며, 공동생산의 편익은 오로지 소수의 그룹 구성원

에게 국한된다. 이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 비해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

고 있을 공산이 크며, 이 경우 공동생산은 문제의 소지를 내포할 가능성

이 농후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집합적 공동생산의 경우 서비스 투입을

위해 참여하는 사람은 다수인 반면, 그 편익은 공동체 전체가 향유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서 Pestoff(2012)는 공동생산의 유형

을 개인적, 집단적, 그리고 개인과 집단이 혼재된 성격으로 구분한다. 개

인적인 수준은 주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공식적, 일시적, 즉흥적인 활동

이다. 집단적 활동으로서의 공동생산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제도화된 활동을 행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앞선 두 가지 활동

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제3의 유형은 장기간에 걸쳐 반

복되는 사회 서비스에서 자주 발견되는 특성을 보인다(Pestoff, 2012).

반면 Bovaird et al.(2016)은 공동생산자로서의 시민의 투입 측면에 방

점을 두고 이를 집합적 및 개인적인 유형으로 구분한다. 집합적 공동생

산은 공공서비스 전달에 도움을 주고 서비스의 결과를 창출하기 위한 시

민들의 결합된 활동이다. 이는 Brudney & England(1983)의 분류에서의

집단 및 집합을 포괄하며, 사익 혹은 집단적으로 향유되는 이익을 달성

하려는 동기에서 추동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개인적 공동생산은 위와

같은 시민들 간의 결합을 수반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개인적 수준에서 행

해지는 서비스 창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이 외출 시 자발적으로

집을 살펴주거나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등의 활동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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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은 정책단계에 따라 서비스의 공동제작(Co-commissioning),

공동설계, 공동전달, 공동평가로 대별된다. 공동제작의 경우 시민의 숙의

적 참여를 통한 정책의 공동기획과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수립과 같은 공

동의 서비스 우선순위결정(coprioritization)과 오픈 펀딩과 같은 서비스의

공동출자(cofinancing)가 해당한다. 공동설계는 사용자 포럼이나 고객 여

정 지도(customer journey mapping)와 같은 행위를 내포한다. 공동전달

은 공유자산의 관리와 같은 서비스의 공동관리와 마을 방범대와 같은 활

동을 포괄하는 서비스의 공동수행(coperforming)으로 구분된다. 공동평가

는 온라인 시민 평가단이나 참여적 서비스 평가와 같은 서비스의 공동감

시와 공동평가를 아우른다(Bovaird & Loeffler, 2015).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Brandsen & Honingh(2015)은 공동생산을 각

각 두 가지의 측면으로 구성된 총 4개의 차원으로 유형화하였다. 첫 번

째 측면은 시민이 관계된 정도로서, 이들이 단순히 서비스의 집행 과정

에만 참여하는지 혹은 전문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의 설계 과정에까지

참여하는 지로 구분된다. 두 번째 측면은 조직이 담당하는 핵심적 서비

스에 대한 근접성(proximity)이다. 즉 시민이 수행하는 서비스가 조직의

핵심 서비스인지의 여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시민이 공동생산에

참여하되, 이들이 보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유형, 시민이 서비스의 집행

에만 참여하는 유형, 시민이 서비스의 기획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되, 조

직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유형, 조직의 핵심적 서비스의 집행에

시민이 활발히 참여하는 네 가지의 유형으로 공동생산을 구분하였다.

Nabatchi et al.(2017)에 따르면 위와 같은 분류는 몇 가지 한계를 노

정하고 있다. 첫째, 공동생산에 누가 참여하는지, 즉 공동생산의 수준

(level)에 대한 계층화가 어렵다. 참여의 양상은 개인적이거나, 집단적이

거나 또는 집합적일 수 있다. 둘째, 공동생산의 단계는 단순히 결정과 집

행으로만 대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의 단계는 크게는 정책결

정 및 집행으로 대분될 수 있으나, 위의 틀만으로는 그 세부적인 양상의

경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공동생산의 수준과 정책의 단계별로 공

동생산의 유형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 따르면 공동생산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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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서비스의 순환 단계는 Bovaird &

Loeffler(2015)의 구분과 동일한데, 공동제작과 공동설계, 공동전달, 그리

고 공동평가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렇듯 학계에서는 공동생산의 유형에 대해서도 앞선 개념을 둘러싼

논쟁과 마찬가지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여전히 일치된 의견은

도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제까지 공동생산의 다양한 유형이 제시된 것

은 그만큼 공공정책에 시민의 참여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틀로서는 포섭하기가 어려운 양태가 등장해왔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유형의 경계를 선명하게 만들려는 학문적 노력만큼이나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경계의 넘나듦(blurring)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찾동 프로그램을 두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정책과정의 어떤 부

분에 해당하며, 여기서 시민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천착하

기보다는, Bovaird et al.(2016)의 논의에 따라서 해당 공동생산 활동이

개인적으로 이뤄지는지, 집단 혹은 집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방점을 두기로 한다.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두 활동은 개념적으로는 구

분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중첩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고려하여

(Bovaird et al., 2016: 50-51), 본 연구에서도 공동생산을 개인적 활동과

집합적 활동으로 양분하기로 한다. 공동생산의 참여자와 공적 조직은 상

호의존적인 관계를 공유한다. 즉 조직이 본래 의도한 바는 주민의 시간

과 노력의 투입 없이는 쉽사리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Alford, 1998;

2009). 이러한 노력이 다른 이들과 결합되지 않은 채 오로지 개인에 의

해서만 수행되는 것을 개인적 공동생산의 유형으로 고려한다면, 찾동 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집단적 혹은 집합적 공동생산에 해당할 것이다. 왜냐

하면 찾동 프로그램과 같은 공동생산 유형에서 주민참여란 집단적, 집합

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우에는 복지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소정의 자금지원을 통해 주민이 각종 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받거나,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동네의 상태를 조성하기를 요청받는다. 이 경우 해

당 프로그램은 Bovaird et al.(2016)이 제시한 유형 중 집합적 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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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민들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보완적

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양상은 집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렇게나 공동생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데에는 그만큼 이것의 효

과에 대한 이론적 및 실무적인 내용이 축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부분이 존재

한다. 공동생산의 증진과 관련하여 어떠한 요인들이 공동생산에의 참여

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동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조명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다시 말해 제도적으로 공동생산 프로

그램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반응성 등의 가치를

구현하기가 어렵다.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공동생산은

공허하며, 그 효과에도 의심을 자아내게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유행어

(buzzword)에 그칠 수 있다. 이하에서는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하려는 여

러 이론적, 실증적인 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논의

오늘날 정부의 운영방식이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함에 따라서 정책수

단으로서의 공동생산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 정

책이나 프로그램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는 것은 어

떠한 요인들이 공동생산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추동 혹은 억제하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현재 공동생산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공동생산 프로그램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주

민들의 활발한 참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하기 위한 논의는 분석의 수준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조직 수준과 개인적 수준의 접근이 이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Alford(2002; 2009)는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

직적 수단(organizational instruments)과 개인이 보유한 능력(ability) 및

동기(motivation)의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정부나



- 28 -

공공기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능력과 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공

동생산의 참여 의향 및 실제 참여 행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하에서는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를 정책적 차

원과, 능력 및 동기로 구분되는 개인적 차원으로 대분하여 검토하되, 인

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 조직적 요인에 관한 논의

공동생산의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관한 논의의 화두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학계에서는 정부

의 정책적 개입이 공동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왔다. 이는 제

도나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적 차원의 개입이 공동생산을 증진하는데 효

과적이기 때문이다(Jakobsen, 2013). 여기서 정책이나 서비스는 조직 차

원에서 제공되는데, 동기 요인(motivators)과 중재 요인(facilitators)으로

대분된다. 전자는 개인의 동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초점

을 둔다. 반면 후자는 공동생산에 요구되는 난이도를 낮추는 방식인 단

순화(simplification)에 주안점을 두거나, 혹은 관련 정보나 조언, 교육 등

을 통해 참여자에게 요구되는 능력의 부담을 덜어내는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이들 모두가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을 높

이고 궁극적으로는 실제 공동생산의 양과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lford, 2009; Alford & O'Flynn, 2012). 공동생산의

참여자는 서비스의 수혜자와 자원봉사자, 공동체를 포괄하는 바(Bovaird,

2007), 정책적 개입은 곧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참여자의 동

기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의 종류는 세부적으로는

제재(sanction), 물질적 비물질적 보상, 연대적 유인(solidary incentives),

규범적 호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Alford, 2009). 다만 여기서 제재와

물질적 보상은 동기에 영향을 주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을 거둔다

는 지적이 존재한다. 제재는 참여의 의향이나 실제 참여를 왜곡시킬 위



- 29 -

험이 존재하며, 물질적 보상은 업무가 단순할 때에 한하여 동기로 작용

하기 때문이다(Alford, 2011). 이에 다수의 연구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은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Alford, 2002;

2009; Bifulco & Ladd, 2006; Folz, 1991; Jakobsen, 2013; John et al.,

2013; Kiser, 1984; Levine, 1984; Pammer, 1992; Percy, 1984; Powers &

Thompson, 1994; Thomas, 2012; Riccucci et al., 2016; Sharp, 1980). 이

는 정보나 지식, 기술 등을 포함한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공동

생산 참여 동기와 능력을 향상시키고, 종국적으로는 참여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Alford, 2009; Jakobsen, 2013; John et al.,

2013; Sharp, 1980; Thomas, 2012). 지역의 범죄예방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공동생산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과금 감면이나 세금

의 환급 등의 금전적 유인 또는 담당 공무원을 통한 긍정적인 환류

(feedback)를 제공하는 등의 비금전적 유인이 고전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Levine, 1984). 특히 이러한 주장은 교육 부문의 공동생산에 관한 연구

에서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미국 헌장학교(charter school)는 일반적인

공립학교(traditional public school)에 비해 학부모들의 참여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Bifulco & Ladd, 2006). 이는 곧 제도적 배열이 공동생산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데도 가교적인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Levine, 1984; Powers & Thompson,

1994). 이러한 경향은 환경 분야의 폐기물 재활용 프로그램에서도 동일

하다. 재활용 사업의 설계나 기획에 시민과 지역사회 조직 등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은 이들의 재활용 참여를 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olz, 1991). 다만 조직적인 규칙과 절차가 과도하다면 참여의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고, 각종 비용을 높여서 오히려 주민참여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Percy, 1984). 실제로 정책 개입의 영

향에 대해서 반드시 일관된 결과가 도출되고 있지는 않다. 일각에서는

정책적 개입이 매우 제한적이거나 효과가 없음을 들어 위 주장을 반박하

고 있다(Bovaird et al., 2016; Thomsen & Jakobsen, 2015). 여기서 중요

한 점은 이러한 조직적 수단의 영향은 참여자의 인지적 기능에 방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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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 프레이밍(framing)의 전략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Alford & O'Flynn, 2012).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넛

지(nudge)이다(John et al., 2013). 특히 교육 분야에서 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다(Jakobsen, 2013). 공동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의

넛지는 공동생산 행위가 속한 서비스의 영역과 각 지역에 따라 참여 용

의의 수준에 매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거나(Bovaird

et al., 2016),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Thomsen & Jakobsen,

2015). 다만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정보제공형으로서 매우 단순하고 간

단한 형태인 반면, 최근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실로 다양한 수준으로 확

장되고 있다. 이는 정책적 개입의 수준에 따라서도 공동생산 참여에 미

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추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Bovaird et al., 2016).

일례로 상징적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는 가상적 참여

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최근의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분리수거 행위의 참여 용의를 상정한 가상적 사회 실험의

결과, 분리수거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여성의 이름을 가진 공무원의 수가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여성 참여자들의 용의가 높아졌으

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와 같은 상당한 노력을 요

하는 분리수거 형태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다(Riccucci et al.,

2016). 다만 공동생산에서 정책적 개입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비

교적 최근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각적인 검증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동생산은 정부관료제, 시민, 그리고 공동체 간의 상호작

용임을 고려할 때(Brandsen & Honingh, 2015), 공식적 생산자에 해당하

는 공무원 또한 공동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

다(Needham, 2008; Rosentraub & Warren, 1987; Pammer, 1992; Sharp,

1980; Thomas, 2012). 이들의 암묵적인 조력이 없다면 공동생산은커녕

참여조차도 결국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Pammer, 1992). 이

러한 관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이나 전달에 시민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지방 공무원이 품고 있는 인식이나 태도이다. 공동

생산에 익숙하지 않은 관료제 하층에서 이에 대한 생소함이나 부정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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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인해 오해나 갈등, 저항 등이 발생할 수 있다(Rosentraub &

Warren, 1987). 주민참여를 경험한 행정가나 서비스의 전달을 관장하는

일선공무원들의 불신이나 거부도 이에 해당한다(Percy, 1984). 따라서 일

선집행관료들로 하여금 공동생산의 개념과 의의 등을 학습하는 것을 장

려할 필요가 있다(Sharp, 1980; Thomas, 2012). 공동생산의 참여자들과

공무원들 간의 정기적인 워크숍(workshop)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쌍방적인 소통을 통해 양자가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으며, 상호 간에 존재했던 인식의 골을 좁혀 효과적인 참여

를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Needham, 2008).5)

주지해야 할 점은 위와 같은 공동생산의 관리(management)가 반드시

제도적 배열이나 정책적 개입이 의도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적 수준의 개입이 공동생산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조직적 수단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동생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

는 것은 많은 경우 시민들이다. 제도적인 접근의 한계는 시민이 어떠한

이유로 공동생산에 참여하는지 혹은 참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개인적 수준에서 공동생산 참여의 동인을 살펴

보는 것은 나아가 제도적 차원의 접근이 개인의 어떠한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2) 개인적 요인에 관한 논의

공동생산의 주된 참여자는 시민들이다. 공동생산 프로그램이 본래 의

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

수적이다. 이에 정책적 개입은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개인적인 요인을 공

동생산 참여라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5) 다만 이러한 내용은 공동생산이 쌍방적이고 호혜적인 관계임을 강조하고자

언급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인식에 방점을 두

고 있어, 일선공무원들의 인식을 포함한 조직적 요인은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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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어떠한 개인 수준의 요인들이 공동생산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어떻게 이들의 자발적

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의 해답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에 정부로 대표되는 공급의 측면도 일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참여자와 관련된 수요 측면으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Knight et al.,

2002: 170).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주민들이 보유한 능력에 따라 공동생

산 참여의 의향이나 실제 참여가 상이할 수 있다.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공동생산 참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동기 또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akobsen, 2013: 6). 이하에서는 개인적 요인으로 크게 능력과

동기에 관한 논의로 대별하여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다.

(1) 시민의 개인적인 능력에 대한 논의

공동생산의 참여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개인의 능력이다.

각종 물질적 비물질적 자원을 보유한다는 것은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

(condition)이기 때문이다. 이에 능력이나 자원 등을 중심으로 접근함으

로써 어떤 사람은 왜 더 참여하고, 다른 이들은 왜 참여하지 않는지에

관한 잠정적인 해답을 구할 수 있음이 지적된다(Brady et al., 1995).

공동생산 분야의 많은 연구에서는 시민들이 보유한 능력을 공동생산

의 참여에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고 있다(이재완, 2014; Alford,

2002; 2009; Jakobsen, 2013; Jakobsen & Andersen, 2013; Levine, 1984;

Percy, 1984; Sundeen, 1988; Thomsen & Jakobsen, 2015; Sharp, 1980;

Van Eijk & Steen, 2014; 2016). 여기서의 능력이란 공동생산에 대한 시

민들의 역량(capacity)과도 같으며, 참여자가 보유한 각종 자원이나 기술,

지식, 시간 등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의미한다(Alford, 2009; Levine,

1984; Van Eijk & Steen, 2016).

어떠한 활동이든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관한 이해를 요하는 법이다.

특정 정책이나 서비스에 관해 전혀 모르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어도 정

작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른다면 결국 공동생산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



- 33 -

다(Sharp, 1980).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사업의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재완, 2014). 이는 곧

정부가 사업에 대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를 했을 때, 참여 의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민자 자녀가 있는 가

정에 언어 학습 교재를 제공하여 공동생산의 수준을 살펴본 사회 실험의

결과,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 더욱 높은 공동생산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 개입의 효과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욱 큰 가정,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가정에서 두드러졌다(Jakobsen,

2013).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주 사소한 수준의 개입만으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공동생산에 대한 지

식의 중요성을 시사한다(Thomsen, 2017).

하지만 정책적 개입이 반드시 목표한 결과를 창출하는 것은 아니며,

효과가 극히 미미하거나 전혀 없다는 연구도 존재한다(Thomsen &

Jakobsen, 2015). 저학년의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대화식 책읽기

(dialogic reading)와 관련된 조언 및 격려를 수록한 소책자를 발송한 뒤

결과를 관찰하였다. 정보물은 공동생산의 양과 질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

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도 별다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Thomsen & Jakobsen, 2015). 정책의 수단에 따라 공

동생산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한 것이다. 정책적 개입의 종류가 무엇이건

간에, 근본적으로는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동기와 능력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쳐야하기 때문이다(Alford, 2009). 공동생산의 참여자가

보유한 유 무형의 자원은 매우 중요하다. 지식과 자원 등은 시민이 서비

스 전달과정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조건이다. 특히 금전상의 자원은 시민

이 공동생산에 투입하는 시간이나 돈, 에너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Percy, 1984). 만일 이것들이 충분치 않다면 오히려 참여의 제약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Jakobsen & Andersen, 2013).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러한 능력의 경우 참여 의향이나 실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면서

도, 그것이 충분치 않을 때에는 오히려 참여를 제약할 수 있는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력이나 소득 등의 인적 자원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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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민 외4, 2015; 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Sundeen, 1988). 특히 교육수준은 교

육, 사회서비스 및 복지, 시민적 활동, 지역사회 활동, 오락, 문화예술 등

의 공동생산 및 전반적인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

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동생산

에 참여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Sundeen, 1988).

(2) 시민의 개인적인 동기에 대한 논의

개인의 태도나 가치, 동기 등의 심리적 요인들은 앞선 능력만큼이나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된

다(최지민 외4, 2015; Alford, 2002; 2009; 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Fledderus et al., 2014; Fledderus &

Honingh, 2016; Loeffler et al., 2008; Marschall, 2004; O'Brien et al.,

2017; Parrado et al., 2013; Percy, 1984; Sharp, 1980; Thomsen, 2017;

Van Eijk & Steen, 2014; 2016; 2017; Vanleene et al., 2017). 개인 수준

에서 공동생산에의 참여 용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질적/비물질적 보

상으로 대분된다. 전자의 경우 공동생산 업무가 단순할 때 주효한 영향

을 미치는 반면, 비물질적 보상은 생산활동이 복잡한 경우에 주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내적 동기, 사회성, 사회적 규범

(expressive values) 등의 비물질적인 보상에 관한 동기를 제고하는 것이

공공관리의 주된 과제가 된다(Alford, 2002; 2009).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내재적 보상의 영향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

다. 이와 관련하여 신뢰의 영향이 강조되고 있다(Fledderus et al., 2014).

여기에는 일반적 신뢰(generalized trust)와 대인 간 신뢰, 지방정부에 대

한 특수신뢰(particularized trust)도 포함된다(Fledderus & Honingh,

2016). 보건서비스의 경우 공동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준 전

문가형, 사회적 활동가형, 네트워크 전문가형, 그리고 해박한 공동생산자

의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Van Eijk & Steen, 2014). 공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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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자들은 사익추구동기보다는 공동체 중심의 동기에서 해당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최지민 외4, 2015; Van Eijk & Steen, 2016). 이와 관

련하여 Van Eijk & Steen(2017)은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다차원

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다수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 주

목하고 있다(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Loeffler et al., 2008;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Thomsen, 2017; Van Eijk & Steen, 2016). 일례로 유아기 자녀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부모 개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들에게 책을 자주 읽어줄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이는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지식이 공동생산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

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homsen, 2017). 즉 공동생산에 대한 부

모의 사회경제적 조건도 중요하나, 근본적으로는 부모 개인이 소유한 공

동생산 행위에 대한 일종의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는 비단 특정 국가에서의 한정된 정책의 부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

다.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치적 자기효능감은 안전, 보건, 환

경 분야와 관련된 공동생산에서의 개인적/집합적 참여 모두를 설명하고

이러한 활동에의 자원 용의를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ovaird et al.,

2015; Parrado et al., 2013). 뒤이은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공동생산

참여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lford & Yates, 2015). 즉

특정한 정책의 부문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변화를 도모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공동생산 활동에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이에 자원할 용

의가 높은 것이다(Bovaird et al., 2016; Van Eijk & Steen, 2016).

정치에 대한 관심 또한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높이는데(Marschall,

2004), 이러한 내용은 시민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치에 활발히 참

여하는 이들의 경우에는 311 시스템을 통해 직장이나 통근 중인 지역에

서 지역사회 서비스의 유지 및 보수 요청을 하는 반면, 자신이 살고 있

는 지역 혹은 구역에 대한 영역성(territoriality)이 높은 주민의 경우에는

자택을 중심으로 해당 시스템에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O'Bri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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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주민은 정치적인 주체로서의 시민이자 행정의 동반자로서 공동생

산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시민성은 투표나 집회참여 등과 같은 친사회적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기부하

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동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앞선 시민성에 관한 논의와 그 맥을 같이한다(Sundeen, 1988).

한편 개인의 정치적인 성향 또한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해당 공동생산 프로그램이 속하는 정책의 영역에 따라 상이하다.

일례로 정치 성향이 공화당에 가까운 이들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그렇

지 않은 이들보다 낮았는데, 보수적 정견을 가진 이들은 정부의 개입에

부정적이며 현상 유지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Sundeen, 1988).

시민이 생활 영역에서 체감하는 문제의 수준 또한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Bovaird et al., 2016;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주민의 생활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정책 혹은 서비

스와도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바, 정부의 정보제공 및 상담이나 성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은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된다. 즉 시민은 정책 및

서비스의 평가자로서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것이다(Percy, 1984; Sharp,

1980). Loffler et al.(2008)은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위와 같은

정부 지원이 분명 참여와 관련을 갖을지라도, 강력한 영향요인은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뒤이은 결과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그리

고 공동생산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서 다소 상이하게 나타난다(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Parrado et al., 2013). 유사한 맥락에

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인식 또한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 고려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 불만족이 증가

하면 공동생산 참여 역시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다(Loeffler et

al., 2008). 이어진 실증연구에서는 공공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불만족은 공동생산 행위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참여 의향

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Parrado et al., 2013).

반면 이러한 요인들이 공동생산 참여 수준과 관계가 있다는 실증적 증거

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Alford & Yates,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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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관한 논의

상기의 논의 이외에도 다수 연구에서는 주로 통제변수로 다양한 인구

사회학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Percy(1984)는 개인과 가구

의 특성 등이 공동생산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

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연령은 참여의 매우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고려된

다. 일각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연령과는 반비례하

고 있음을 주장한다(최지민 외4, 2015;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집합적 공동생산 유형의 경우에는 오히려 연령이 증가할수록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가 나타남이 지적된다. 집합적 공

동생산은 개인적인 행위에 비해 보다 많은 노력을 요하는 특성이 있어

고령자에게는 벅찰 수 있으며, 동시에 이러한 공동생산의 유형은 본질적

으로 잦은 사회적 접촉이 이뤄지므로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이에 관

심을 갖는다는 것이다(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성별에 따른 공동생산에의 참여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대개

남성보다는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이재완, 2014;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Riccucci et al., 2016).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나타남을

지적한다(Thijssen & Van Dooren, 2016).

이 외에도 혼인상태 또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undeen, 1988; Thijssen & Van Dooren, 2016). 혼인은 가정에 대한 부

양의 책임을 부여하여 시간을 제약할 수 있는 반면, 비혼자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와 폭넓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보장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지닌다(Sundeen, 1988: 554). 전자의 경우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저하시킬

수 있는 반면, 후자는 더욱 높은 참여를 고양한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

단독 비자녀 가구에 비해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높다는 결과가 존재한다

(Thijssen & Van Dooren, 2016). 또한 기혼자들이 미혼자들에 비해 공

동생산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많은 자녀를 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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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Sundeen, 1988).

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 외에도 가정의 영향에 관한 논의도 존재한

다. 가구원수는 다양한 역할이나 책임을 부여하여 공동생산 참여를 제약

할 수 있는 반면, 지역의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욕구나 이해(stake)

를 수반하여 참여를 증진할 수도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Sundeen, 1988:

555). 다만 가구원 수는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실증

연구도 존재한다(이재완, 2014).

가구의 점유형태에 따라서도 참여가 상이하다는 주장이 존재하나, 그

영향에 대해서는 결과가 다소 혼재된 양상을 보인다. 가구의 소유는 소

득이나 부동산 가치,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애착, 주민참여 등

과도 연관되어 있다. 대개 소득이 낮은 이들의 주거형태는 불안정하며,

잦은 이사로 인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반면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에 동화된 정도가 높을 공산이 크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들의 경제적인 이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김흥순·원준혁, 2013: 98).

다른 한편에서 자가 소유자는 자산소득이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이라는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입할 가능성이 커, 주민참여가 저조

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Musso et al., 2001; 이재완, 2014: 429 재인용).

이러한 논의 외에도 가정이나 지역의 맥락적 효과가 공동생산에의 참

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Marschall, 2004;

Sundeen, 1988; Thijssen & Van Dooren, 2016). 이는 결국 공동생산이

란 행위 자체도 개인이 살고 있는 가족, 나아가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

며, 개인은 지역 속의 주요 행위자이면서도 지역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

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수

준이 낮은 이들의 비율이 낮은 곳일수록, 중년(30-58세)의 비율이 높은

곳일수록, 동네 조직이 많을수록 공동생산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

은 이를 방증한다(Thijssen & Van Doore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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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행연구의 종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1. 선행연구의 종합

최근까지 이어진 공동생산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학계에서는 관련된

상당한 지식을 축적하였다고 평가된다(Loeffler & Bovaird, 2016). 공동

생산의 사례와 관련해서도 교육, 우편, 보건, 치안, 복지, 환경 등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정적인

결론은 지역적인 맥락과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영향요인의 패턴이 상이

하다는 것이다.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서도 자기효

능감과 같은 심리학적인 요인부터 소득이나 학력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

최근 들어 활발한 조명을 받고 있는 넛지를 활용한 정책적 개입에 이르

기까지 매우 다각적으로 논의가 확장된 점은 상당한 의의라고 볼 수 있

다. 또한 개인적 공동생산과 집합적 공동생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상이함을 지적한 것 또한 큰 성과로 볼 수 있다(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공동생산의 유형 혹은 성격에 따라 패턴

이 다르다는 것이다. 요컨대 앞선 연구들은 공동생산 프로그램의 종류,

유형, 성격, 지역 등에 따라서 이에 참여하는 개인의 특성이 상이함을 밝

혀냈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동생산 참여의 동인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주로 이론적으로만

논의되었을 뿐, 아직 실증적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 거

듭 지적된다(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최근까지 공동

생산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는 참여의 동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결고리의 공백(missing link)이

존재한다는 점이다(Loeffler & Bovaird, 2016; Nabatchi et al., 2017;

Van Eijk & Steen, 2016). 이는 다수의 연구들이 공동생산의 참여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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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위한 제도적인 고려에 천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책수단은 궁

극적으로는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적 수단은 공

동생산자인 개인, 집단, 자원봉사자 등의 행위자를 거쳐 개인적, 혹은 집

합적 공동생산 행위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Jakobsen(2013)은 정책적 접

근은 궁극적으로는 공동생산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개

인의 동기와 행태를 변화시켜야 함을 역설하였지만, 여전히 능력이나 동

기와 같은 구체적인 영향요인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적이다.

둘째, 공동생산자인 주민 개인적인 차원의 동기에 더해 이들의 능력까

지 고려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큰 틀에서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는 대개 정책적 개입, 개인의 능력과 동기라고 할 수 있다

(Jakobsen, 2013: 3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차원의 연구들은 주로 동

기의 영향을 밝히는데 방점을 두고 있으며, 능력의 영향을 간과하고 있

다. 동기는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하는데 유용할지 모르지만, 이 또한 앞

선 제도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참여를 담보하지 않을 수 있다. 어

떠한 활동이건 이와 관련하여 지식, 돈, 시간과 같은 자원을 요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러한 요인들은 다분히 통제변수로 고려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어떤 사람이 공동생산에 참여하는가?’에 대

한 제한적인 해답만을 제시할 뿐, ‘왜 공동생산에 참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놓기가 어렵다. 오히려 능력과 관련해서는

Brady et al.(1995)이 지적하듯이,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 참여를 제약하

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생산의 동인으로서의

능력 또한 동기만큼이나 강조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선 많은 연구들은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공동생산

유형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집합적 공동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여전히 대다수의 연구들은 공공부문과의 결합된 행위 없이 오

로지 개인에 의해 실시되고, 그 편익 또한 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개별

적 공동생산에 쏠려 있다. 해당 유형의 공동생산이 집단적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가 용의하고 실제 참여도 활발하기 때문이다(Alfo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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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es, 2015; Bovaird et al., 2015). 하지만 최근 들어 비교적 소수에 불

과하지만 이러한 공동생산이 개인적이냐 집단적이냐, 그리고 집합적이냐

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영향요인과 그 양상이 다르다는 연구들이 등장하

고 있다. 오늘날에는 집합적 유형의 공동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정도로 집합적 공동생산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학문적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Bovaird et al., 2016). 개인적 공동생산의 경우 사적

가치를 창출하는 반면, 집합적 형태로 일어나는 공동생산의 경우 공적

가치를 창출한다. 게다가 집단이나 집합적 참여의 경우 개인적인 공동생

산에 비해 참여의 제약요인으로부터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즉 시간

과 능력 등의 제약은 개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지 모르나, 이

것이 집합적인 형태의 참여일 때에는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고 이들의 효

능감 또한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Knight et al., 2002: 147-149).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공동생산이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 또한 지적할 수 있다. 해외의 경우에도 많은 경우가 주로 유럽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는 미국 행정학계에

서의 관심과 연구의 증가가 상당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고령

자 돌봄에서의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한 최지민

외4(201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를 찾아보

기 어려운 실정이다. 사용자와 공동체의 공동생산은 오늘날 제공되는 거

의 모든 서비스에서 존재하는데다(Loeffler & Bovaird, 2016), 본 연구에

서 주안점을 두는 찾동사업의 사례와 같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과연 해외의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대한

주장들이 적실성이 있고 타당한지, 그리고 어떠한 요인들이 참여에 영향

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탐색 작업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이상의 선행연구에 대한 종합을 토대로 기존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

구가 갖는 특징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들어 재조명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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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공동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

램을 조망하고, 집합적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본

연구가 처음이다. 즉 앞선 연구들이 주로 개인적 차원의 공동생산에 방

점을 둔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집합적 공동생산에 해당하는 찾동 프로

그램에 주목한다. 특히 찾동 사업 중에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구체적인 사례로 선정하였다.

둘째, 많은 연구들의 초점이 정책적 개입이나 개인 수준의 동기에 쏠

려있다는 점이 줄곧 지적되었던 바, 본 연구는 이 중 동기 요인을 포괄

하되 비교적 조명을 덜 받았던 능력 요인들이 참여에 미치는 동시적 영

향을 살펴본다.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Brady et al.(1995)의 시민자발

성 모형(civic voluntarism model)을 차용하여 정보나 지식을 포함한 자

원이 공동생산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접근한다.

셋째, 앞선 많은 연구들이 사례연구나 질적 연구에 편중되어 있어 공

동생산 이론의 확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바, 본 연

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공동생산 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을

실증적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확률표본추출과

충분한 표본(large N)이 확보된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자료의 확

보를 통해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시도하였으며, 방법론적으

로 통계적 엄밀성을 기할 수 있는 실증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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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모형 및 분석 방법

제 1 절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1. 연구의 가설

1)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능력의 영향

(1) 정책 인지도

어떠한 공동생산 프로그램이건 대다수가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

면, 이들의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공동생산을 통한 성과도 담보하기 어려

울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공동생산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있어서 정책

인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Sharp, 1980). 이는 특정한 이슈에 대

한 정부 차원의 정책 및 서비스의 현저함(salience)을 인식하는 정도와

관련이 깊으며, 공동생산 참여의 기초가 된다(Van Eijk & Steen, 2016).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본 활동에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사업이 본궤도(本軌道)에 오른 시기가 비

교적 최근임을 고려할 때, 시민들이 정확한 사업의 명칭과 그 내용에 관

해 이해하는 것은 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이주헌 외2, 2015: 105-107). 여기서 성과란 일면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

로도 볼 수 있다(Wichowsky & Moynihan, 2008). 이러한 경향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인지도가 해당 사

업에의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이다(이재완, 2014). 이러

한 정책지식 이외에 종합적으로는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의 수준

에 따라서 시민참여에서의 불평등이 야기되기도 한다(정광호, 2008).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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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1>을 수립하

였다.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있는 특정 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

보다는 정확한 명칭 및 취지와 현황 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경우에 참여용의가 높을 것이다.

(2) 자원 제약: 교육(지식), 소득(금전), 경제활동(시간)

단순히 정책이나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만

으로 참여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는 참여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조건에

가깝다. 반면 다른 어떤 요인들은 참여를 제약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

민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참여에 요구되는 능력이나 자원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참여하려는 동기가 없거나, 또는 주위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참

여를 권유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거론된 능력은 시

간, 금전, 그리고 시민적 기술(civic skill)로 대표되는 자원과 밀접한 관

련을 지니는데, 그 충분성에 따라서 이들은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rady et al., 1995). 이러한 관계는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에서

도 동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포함한 자원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생산

에 참여하기 위한 일종의 조건으로서 시민이 보유한 자원의 영향을 고려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된 일련의 가설을 수립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는 교육이다. 대표적으로 학

력은 일종의 지식이나 능력, 시민적 기술을 나타내는 자원의 대리변수로

제시된다.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의 방법이나 수단 등을

숙지하고 있는 정도가 높으며, 지역의 문제를 더욱 잘 인식하고 참여에

별다른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지민

외4, 2015; Marschall, 2004; Sundeen, 1988). 즉 교육수준이 높은 이들은

가설 1-1: 정책 인지도는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을 증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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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참여에 요구되는 제약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에 해당하는 유용한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이다(Brady et al.,

1995). 일각에서는 학력이 높다고 하여 공동생산에 적극적인 것은 아니

며, 나아가 이 둘은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음을 주장한다(Loeffler et al.,

2008). 다만 이 또한 공동생산의 유형(개인적/집합적) 및 국가별로 그 영

향의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Bovaird et al., 2015; Parrado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도 지적인 제약이 작용

할 것이라는 <가설 1-2>를 수립하였다.

개인이나 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금전상의 재산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

지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면서도 사회참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rady et al., 1995). 대표적으로 가구의 소득은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전통적인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

로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복지 분야의 공동생산에 참여하는데 여

유가 있기 때문이다(최지민 외4, 2015; Sundeen, 1988). 생활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행하는 것은 기회비용

이 상당하므로 개인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가 존재한다. 다

만 소득이 낮을수록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적극적이라는 반론도 존재

한다. 고소득층의 경우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라는 서

비스를 시장을 통해서 구매하려고 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해당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편익을 취하려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Musso et al.,

2001; 이재완, 2014: 42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전상의 자원이

공동생산 참여를 제약할 것이라는 <가설 1-3>을 수립하였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 적을수록

참여 의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단순히 교육수준과 소득이 높다고 하여 참여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공동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시간의 투입을 요한다. 간

헐적 또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려면 일정 시간이 필요한 바, 상대적으

로 시간이 적은 경우 참여에는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 반면, 시간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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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넉넉한 경우에는 오히려 참여가 용이할 수 있다. 이는 곧 참여 의

향이나 참여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송정안, 2016; Brady et

al., 1995; Loeffler et al., 2008). 이와 관련하여 경제활동 유무는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빈번하게 고려된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활동은 상

당한 시간의 투입을 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송정

안, 2016; Loeffler et al., 2008). 하지만 이러한 영향 역시 공동생산의 유

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Marschall, 2004). 시간상의 제약은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만 영향을 미치기도 한

다(Bovaird et al., 2015; Parrado et al., 2008). 일례로 영국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집합적 공동생산에의 참

여가 높았으나, 타 국가들 및 개인적 공동생산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

견되지 않았다(Bovaird et al., 2015: 13-14). 즉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이 반드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공동생산

참여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학계에 이견이 존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시간상의 제약이 존재할 것이라

상정하고, 다음의 <가설 1-4>를 수립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자원제약

에 관한 세 가지의 가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2)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동기의 영향

(1) 시민성: 투표, 지역사회 참여, 기부, 자원봉사활동

가설 1-2: 고학력자일수록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이 높을 것이다.

(지적인 제약)

가설 1-3: 고소득자일수록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이 높을 것이다.

(금전적인 제약)

가설 1-4: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찾동 프로그

램에의 참여 의향이 낮을 것이다. (시간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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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시민의 능력과 관련된 변수들의 경우 주로 참여의 조건이자, 오

히려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였다. 물론 자원을

포함한 능력으로 참여를 접근하는 것이 상당한 설명력을 보인다고 하나

(Brady et al., 1995), 개인을 공동생산에 참여하도록 추동하는 심리적인

동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이 공동생산 참

여의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의 심리적 동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시각을 방증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관련 논의에 따라 동기를 세분화

하여 가설을 구성하였다. 여기에는 순서대로 시민성, 복지태도, 생활환경

에 대한 만족도,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해당한다.

오늘날 대중은 시민, 고객, 동반자라는 세 가지의 얼굴(역할)을 지닌

것으로 상정된다(Thomas, 2012). 특히 이 중 시민으로서의 역할은 전통

적으로 공동생산 이론에서 상정해온 입장에 상응한다. 이는 시민으로서

의 공동생산 참여자인 국민의 역할을 상정하는 것이다(Marschall, 2004;

O'Brien et al., 2017). 즉 시민성의 수준에 따라서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가설은 이러한 시민적인 기

질(civic disposition)이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을 증대시킬 것이라는 것

이다. 주민은 시민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참여

한다는 것을 상정한다. 시민에게는 사회에 기여하려는 고유한 기질 혹은

경향이 내재되어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 투표 등의 참여 행태가 나타

나는 것은 시민성이 구체적인 행태로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

의 참여는 비단 시민 혹은 정치적 참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넓게는

공공정책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은 정치적 참여의 연장선

으로서 정책 과정에도 참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은 사회

에 공헌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동기에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는 것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상정하는 입장의 골자이다(O'Brien et al.,

2017: 2). 정치적 관심이나 참여 등으로 대표되는 시민적인 기질은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기서 주지할 점은 시민성이라는 개념으로 정치적 및 사회적

활동을 포괄할 수는 있을지라도 실제로 각 참여의 유형은 다차원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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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간에는 매우 상이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Dalton, 2013).

이에 주로 정치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들이 정치적 참여의 유형을 구분하

려 시도해왔다(Brady et al., 1995; Dalton, 2013; Verba & Nie, 1972;

Verba et al., 1987). Brady et al.(1995)은 정치적 활동에 요구되는 자원

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투표, 선거활동, 각종 시간을 요하는 참여로 대분

하였다. 일반적으로 민주적 참여의 유형은 투표, 선거운동, 공직자에 대

한 주민 접촉(direct contacting), 지역공동체 활동(communal activity)의

네 가지로 대별된다(Verba & Nie, 1972; Verba et al., 1978: 55).

Dalton(2013: 39)은 여기에 항쟁(protest)과 전자 참여를 추가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특히 투표와 지역사회 활동에 방점을 둔다. 투표

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상징하나, 실질적인 참여는 매우 간헐적이면서 이

에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가 후자에 비해 적다. 지역사회 활동의 경우 풀

뿌리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는 단발적인 성격을

지닌 투표에 비해 지속적인 시간과 노력 등의 유 무형의 자원의 투입을

요한다. 투표는 다분히 정파적인 갈등이나 선호의 표출과 관련되거나 단

순히 시민적인 의무감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엄밀히는 세세한

정책에 대해 개인이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반면, 공동체 참여는 다수와의 관계를 통한 협력이 요구되

다 보니 갈등이 보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지역사회 활동의 경우

에는 다소 비정치적인 성격을 내포하면서도 정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

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Dalton, 2013: 44-50). 요컨대 다른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투표와 지역사회 참여는 서로 상이한 특성을 지녔으므로, 시

민성이라는 틀 내에서 각각 어느 정도 독립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참여를 나

타내는 변수로서 투표와 지역사회 참여를 구분하여 고려한다.

하지만 해당 기준으로 시민적인 활동을 구분하는 것은 일면 효율성이

담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된 초점이 주로 정치적인 참여의 유형에만

맞춰져 있다. 즉 관련된 모든 행위를 포괄하지는 않아, 일부 누락되는 행

태가 존재한다. 다시 말해 봉사활동이나 기부로 특징지어지는 박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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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anthropic)인 활동을 포괄하지는 않고 있다.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비단 정치적 참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이나 기부와

같은 박애적인 참여의 형식으로도 발현될 수 있다(Clerkin et al., 2013;

John et al., 2013). 비슷한 맥락에서 기부 및 자원봉사참여와 같은 박애

적이고 친사회적인 행위 또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는 봉사활동의 대체가 아닌 보완적인

성격의 활동이며, 이는 공동생산 참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Sundeen, 1988). 이는 이타적 혹은 지역사회 중심적인 동기를 의미

한다(Van Eijk & Steen, 2016).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자면, 투표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

하고 기부 및 봉사를 행하는 이들일수록 찾아가는 찾동 프로그램에도 활

발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시민적 행태는 곧 시민적인 기질이

작동한 결과이며, 나아가 이는 공동생산 참여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들에게 찾동 프로그램은 정치적 참여의 연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시민성이 높은 이들은 그만큼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애착을

가진 정도가 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참여 및

박애적 참여로 대표되는 시민성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의 <가설

2-1>,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를 수립하였다.

가설 2-1: 투표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시민적 참여)

가설 2-2: 지역사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시민적 참여)

가설 2-3: 기부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을 것이다. (박애적 참여)

가설 2-4: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

다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을 것이다. (박애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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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태도: 인지적 태도, 정의적 태도

다분히 시민적인 의무감에서만 공동생산에 참여한다고는 예단하기 어

렵다. 시민들은 자신의 정치적 선호나 신념에서, 혹은 이를 표출하기 위

한 목적으로 공동생산에 참여기도 한다.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

닌 이들이 공동생산에 소극적이라는 내용들은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공동생산 참여가 상이함을 시사한다(이재완, 2014; Sundeen, 1988). 이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 혹은 진보로 일도양단(一

刀兩斷)하기가 매우 어렵다. 어떠한 활동이건 구체적인 이슈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종전에 비

해 사회적인 이슈가 급증했다는 점도 있으며, 그만큼 대중의 정치적 참

여가 사안에 따라서 복잡다기하기 때문이다. 즉 정치적 성향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 또한 시대와 사안 등에 따라서

상이할 수 있다(Dalton, 2008: 124-127). 공동생산 프로그램이 속한 정책

의 영역에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성향의 영향은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Sundeen, 1988). 찾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성격을 내포

하나, 그 본질에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의 구현이라는 ‘복지’ 성격이

짙다. 이에 복지라는 이슈와 관련한 개인의 신념이 공동생산에 미치는

영향으로 문제를 좁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

는 복지태도 또는 복지의식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대학생의 복지의식이 이들

의 사회 및 정치참여를 고양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이에 대한 중요한 실

마리를 제공한다(정희정·김소연, 2012). 개인의 복지의식에 따라서 공동

생산에 해당하는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 또한 결정될 수 있을 가

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는 복지에 대한 개인의 이념적 선호, 감정,

신념, 규범, 가치 등을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이는 전

반적인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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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흐름 내지 사회적 태도로 정의된다

(Taylor-Goody, 1985; 최균·류진석, 2000: 227 재인용). 이러한 우산적 정

의만큼이나 복지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박미경·조민효(2016: 140)는 태도이론에 근거하여 복지태도를 인지적

(cognitive), 정서적(affective), 행동적(behavioral) 태도의 세 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이 중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해 개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지식

이나 신념, 인식 등을 의미하며, 관련 이슈로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관한 인식이 거론된다. 두 번째는 복지에 대한 일종의 선호를 나타내며,

대표적으로 복지의 공급 주체에 관한 인식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는 복

지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 특정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하

는데, 증세에 대한 비용의 부담의사가 이러한 예로 고려되었다(박미경·

조민효, 2016: 148). 이러한 개념상의 구분은 타당하나, 다만 비용부담(증

세)에 대한 단순한 찬/반의 선호만으로 이를 행동적 태도로 포섭하기에

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이것을 인지적 태도로 고려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비용부담과 관련해서는 이중적 태도가 존

재한다는 지적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각에서는 복지태도를 종합적으

로 파악함에 있어서 증세에 대한 인식을 복지대상의 범위, 복지정책의

확충 등과 함께 고려하고 있다(이상록·김형관, 2013: 12). 이에 본 연구에

서는 복지태도의 구성요소 중 앞의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둔다.

이상의 개념 및 구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태도

가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세부

적으로는 먼저 복지에 대한 인지적 태도와 관련하여 첫째, 복지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공동생산 참여 의향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신념이 고려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성장과 분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능력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 전면 무상 제공, 그리고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

복지에 대한 인식 등이 대표적인 예로 거론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전

반적인 지각의 수준은 일면 일반적인 복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인의 신

념을 상징할 것이다. 가령 앞선 네 가지 경우 모두에 긍정적인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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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지하는 것은 적극적 복지에 방점을 두는 반면, 소극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성향을 지녔다고 해석할 수 있다. 대개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이들이 공

동생산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를 상기해

볼 때(이재완, 2014; Sundeen, 1988), 복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지할수

록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

해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증진할 것이다.

한편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의 수준은 정서적 태도에 따라서도 상이

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는 개

인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이에 대한 선호 또한 상이할 것이

다. 또한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복지정책 과정에서의 참여의 차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복지책임을 어떤 주체에 지우는지에 따라 참여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개인과 가족 및 친

척에게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국가복지의 확대에 해당하는 찾동 프로그램

에의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반면 복지공급의 주체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비해 참여 용의

가 높을 것이다(이소영, 2014). 민간 분야나 국가를 복지책임주체로 판단

하는 이들 또한 복지를 사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이들에 비해서는 찾동

프로그램의 참여 의향이 높을 것이다. 공동체나 사회에 의한 복지정책에

보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태도를 표출하는 것이 가능하며, 나아가

복지의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개인의 복지태도는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상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설 2-5>와 <가설 2-6>을 수립하였다.

가설 2-5: 복지정책에 대한 인지적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

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가설 2-6: 복지주체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따라서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

향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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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민성은 일반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내재화된 기질(propensity)을

의미하는 바, 이와 달리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영역(condition)에 대한 인

식 혹은 만족이 공동생산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ercy, 1984).

이는 오로지 현재 개인이 처한 특정한 상황이나 맥락(context)에 따라서

만 공동생산이 발생한다는 전통적 입장이다. 이는 곧 각 생활의 영역에

서 주민이 인식하는 현 상황에 대한 문제 진단의 수준에 따라서 공동생

산 참여가 결정된다는 내용을 상정하고 있다. 치안과 관련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의 수준, 환경과 보건 분야에서의 만족도의 수준 등이 그

예에 해당한다. 시민의 주관적인 경험에서 기인한 특정 상황에 대한 인

식은 공동생산에의 참여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Bovaird et al., 2016;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Percy, 1984). 예를 들어 EU

의 5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낮은 생활만족도가 오히려 공동생산

에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arrado et al., 2013). 이러한 경향

은 영국의 5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집합

적 공동생산의 경우 생활 영역에서의 낮은 만족 수준이 오히려 참여를

증진했던 것이다(Bovaird et al., 2016).

이러한 관점에서 생활환경적인 조건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책 부문에서 시민이

경험하는 환경 혹은 조건에 대한 인식이 나쁠수록 오히려 공동생산에 더

욱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현 상황에 대해서 시민이 체감

하는 만족도가 낮을수록, 오히려 찾동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

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가설 2-7>).

가설 2-7: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을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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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

오늘날 주민의 생활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시민은 공공서비스와 기관에 대한 평가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으며, 이러한 내용에 대한 평가는 곧 공동생산에의 참여의 차이로 이어

질 수 있다(Percy, 1984). 이처럼 특정 정책 혹은 서비스 분야에서 체감

하는 정부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좌우하

는 주효한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Bovaird et al., 2016; Bovaird et al.,

2015; Loeffler et al., 2008;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정부-시민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주민이 인식하는 정부성과의 수준

이 이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는 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정부 성과에 대한 부

정적인 인식이 참여의 동인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민이 직접

서비스나 정책을 개선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Loeffler et al., 2008). 동

네의 치안에 불안을 느끼거나 학교 교육에 불만족할 시, 이에 관해 지인

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공직자를 접촉하는 등의 활동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성과에 대한 부정적 혹은 불만족의 상태에서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추동되는 반면(Marschall, 2004), 정부의 성과가 주민이 어느 정

도 만족할만한 수준이라면 굳이 직접적인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다(Parrado et al., 2013).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지역이나 서비스의 분

야별로 비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예단하기는 어려

워 보인다(Bovaird et al., 2015). 성과에 대한 만족의 수준이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그 성격이 개인적인지 혹은 집합적인지에 따라서

도 다르며, 그 패턴 또한 매우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Bovaird et al., 2016). 한편, 이러한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과 공동생산

참여는 상관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도 존재한다(Alford & Yates,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성과에 대한 불만족이 공동생산 참여를 추동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찾동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타날 것으

로 예상하였다(<가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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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사업 중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에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의 모형을 수립하였다.

가설 2-8: 정부 성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

향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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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분석의 자료 및 조작적 정의

1. 분석의 자료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료의 취득 및 연구윤리 준수 과정에 대해 개관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서울특별시측에 해당 자료를 요청

(2017.02.14)한 후 동 자치단체의 복지정책과를 통해 즉시공개 결정통지

(2017.02.16)를 받았으며, 동 플랫폼을 통해 설문지, 원 데이터(raw data),

그리고 코드북 등을 취득하였다. 한편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생

명윤리심의를 거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 본 연구의 계획 및 설문지

등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생명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심사면

제 승인(IRB No. E1705/003-016)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2년 「서울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

라 시민의 복지수준과 추진 중인 복지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

으로 2013년부터 격년으로 「서울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6)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횡단면

조사이며, 5개 생활권역별로 「서울시민복지기준」과 관련된 생활수준의

파악과 복지욕구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경혜 외

6)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서울시민의 사회복지권을 보장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시정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한편, 복지의 최저 기준(minimum standard)

을 넘어 적정기준(decent standard)의 추구를 통해 보편주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립되었다. 2012년 2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동년 10월 최종

적인 기준을 확정 및 발표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그리고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 시민들의 의견 개진을 위한 ‘정책워

크숍’과 실시간 의견 수렴을 위한 ‘서울복지메아리단’의 구성 및 운영, 나아가

복지정책의 결정을 위한 ‘1000인의 원탁회의’의 개최 등은 시민참여를 활성화에

일조하는 한편, 본 복지기준의 정치적 정당성을 높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렇게 형성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은 서울시 복지정책 및 사업 진행의

지침으로 기능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5: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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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5). 즉 기존의 서울시 복지정책의 집행 성과를 파악함과 동시에 향

후의 복지정책 수립의 근거 기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2015년 8월 11일부터 동년 10월 9일까지 실시되었다. 모집단은 조사시점

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며, 표본은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오차의 한계가 1.8%p 내외로 관리될 수 있도록 총 3,000가구를 목

표로 하였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조사구 리스트

를 표본추출 프레임으로 활용하여 다단계층화비례배분 방식을 통해 표본

이 추출되었다. 즉 다단계 층화비례 배분방식으로 먼저 300개의 표본 조

사구를 추출하고, 계통추출법(systematic sampling)을 통해 각 조사구별

로 10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통해 컴퓨터를 활용한 가구방문 일

대일 개별면접조사(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CAPI)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단 응답자가 종이 형식의 설문지를 선호하거나 장

치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쇄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응답

완료 가구 중 93.0%가 CAPI로, 나머지 7.0%는 설문지로 진행되었다. 표

본가구로 선정된 가구 내의 응답자는 가구 전반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가구원으로 하였다. 본 조사에서 활용된 조사구는 총 303개이며, 권

역별로는 도심권 38개, 동북권 78개, 서북권 49개, 서남권 76개, 동남권

62개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목표한 3,000가구를 초과한 총 3,019가구

에 해당하는 7,452명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응답자 구성은 가구주가

52.1%로 가장 많았고 이의 배우자가 44.8%, 자녀 및 부모 등 기타 가구

원이 3.1%였다(김경혜 외4, 2015).

데이터의 구조에 관해 개관하자면 이미 가구주 및 가구원 데이터가

결합(merge)된 형태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다

만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을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가구

원으로 한정한다. 왜냐하면 만 18세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의 경우 자발

적으로 공동생산을 포함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봉사

활동 실적 등의 이유로 인해 참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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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투표 참여 변수의 경우 투

표권은 만 19세 이상부터 부여되고 있다. 투표권을 보유하였음에도 투표

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나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았기에 참

여하지 못하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다. 이에 최종적인 표본은

3,019명의 응답자 중 만 18세에 해당하는 2명을 제외한 3,017명이다.

2. 주요 변수의 조작화 및 측정

1) 종속변수의 측정

공동생산 참여의 의향은 실제 참여행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필

요조건으로 받아들여진다(Alford, 2002; 2009). 앞선 다수의 연구에서도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을 종속변수로 활용해왔다(최지민 외4, 2015; 이

재완, 2014; 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5; Bovaird et al.,

2016;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

산 참여를 나타내는 종속변수로서 ‘동주민센터 중심의 지역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을 선정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집합적 공동생산의

대표적인 양태로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방점을 둔다.

찾동 프로그램 중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은 「2015년 서울복

지실태조사」의 찾동에 관한 문항 중 “귀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

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활용하였다. 본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의 범주는 “①전혀 없다, ②없는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⑤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로 구성되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향으로 명명하며, 응답치

가 높을수록 해당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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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변수의 측정

(1) 공동생산 참여의 능력

①정책 인지도

본 연구에서는 정책 인지도를 공동생산 참여의 능력을 구성하는 독립

변수 중의 하나로 고려하였다. 정책 인지도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찾동

사업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 정도를 지칭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공동

체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측정한 이재완(2014)을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

는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 문항을 활용하였다.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서울시

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복지기능이 강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명

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수준으로 측정하였다. 이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

며, 응답의 카테고리는 “①모른다, ②들어보았지만, 내용은 모른다, ③내

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④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로 구성되어 있

다. 측정치가 클수록 찾동 프로그램에 관한 인지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②인적 자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통칭하여 인적 자원이라

고 명명한다.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충분성에 따라서 참여 의향

이 달라질 수도 있는 바, 이는 참여의 조건이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보유한 인적 자원이자 참여의 제약

요인으로서 학력(지적인 제약), 소득(금전상의 제약), 경제활동 여부(시간

상의 제약)를 고려하였다. 각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육수준은 많은 연구에서 지식이나 시민적 기술을 나타내는 대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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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활용되고 있다(송정안, 2016; Brady et al., 1995; Dalton, 2008).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지식의 대리변수로 고려한다. 학

력은 동 조사에 수록된 응답자의 최종 학교 및 졸업 상태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다음의 문항에 대한 응답치를 재범주화 하였다. 본 설문에

서 학력에 대한 응답의 카테고리는 “①미취학(만7세 미만), ②무학(만7세

이상), ③초등학교, ④중학교, ⑤고등학교, ⑥대학(4년제 미만), ⑦대학(4

년제 이상), ⑧대학원(석사), ⑨대학원(박사)”로 구성되어 있다. 졸업 상

태의 경우 “①재학, ②휴학, ③중퇴, ④수료, ⑤졸업”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총 5개의 범주(①초졸 이하, ②중졸 이하, ③고졸 이하,

④전문대졸 이하, ⑤대학교 재학 이상)로 재범주화 하였다. 여기서 이하/

이상은 재학, 휴학, 중퇴, 수료, 졸업을 포함한다. 단, 고등학교까지는 수

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4가지 경우가 해당하며, 나머지는 수

료의 범주가 존재하여 총 5가지 경우가 이에 속한다.

소득은 참여의 기본적인 조건이면서도 그 충분성에 따라 참여를 제약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앞선 많은 연구에서는 가구의 총소

득이나 월평균 소득 등을 활용하여 금전적인 제약을 구성하고 있다(송정

안, 2016; Brady et al., 1995).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는 2014

년을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종류별 소득 합산치에 관한 문항을 수록하

고 있다. 각각의 세전 소득을 합산한 연속형 변수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

으며, 단위는 만 원이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부동산

소득, 사적 이전소득, 공적 이전소득, 기타 수입의 총 7개 종류가 해당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모든 연간 총 소득을 단순 합산하여 가

구의 연소득을 구성한 뒤, 이를 6개의 범주(①1천만원 미만, ②1～3천만

원 미만, ③3～5천만원 미만, ④5～7천만원 미만, ⑤7천～1억원 미만, ⑥1

억원 이상)로 분류하고 그 응답점수로 측정하였다.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 또한 참여에 요구되는 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앞선 연구들은 대개 경제활동 상태를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송정안, 2016; Brady et al., 1995). 이에 본 연구에서도 시간

적 제약의 대리변수로 경제활동 유무를 고려하였다. 직업유무 변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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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활동 부분의 조사주간 중 경제활동 참여 상태에 대한 문항을 활용하였

다. 해당 문항의 응답 카테고리는 “①상용직 임금근로자, ②임시직 임금

근로자, ③일용직 임금근로자, ④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⑤고용

원이 없는 고용주, ⑥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⑦무급가족종사자, ⑧실업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함), ⑨비경제활동인구”의 9개 유형

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①에서 ⑦까지를 경제활동(유직)으

로, 나머지 ⑧과 ⑨를 비(非) 경제활동(무직)으로 고려하였다.7) 생성된

두 범주를 더미변수로 활용하며, 기준집단은 무직인 집단이다.

(2) 공동생산 참여의 동기

①시민적 기질: 시민성, 박애성

본 연구에서는 O'Brien et al.(2017)을 참고하여, 시민적 기질 혹은 행

태가 과연 한국적인 맥락에서도 공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

증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시민적 기질은 투표 참여부터 자원봉사활동까

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변수를 크게 정치적 참여

와 박애적 참여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다(Clerkin et al., 2013). 특히 정치

적 참여 변수는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투표 참여와 지역사회 참여로 다

시 세분화하였다(Brady et al., 1995; Dalton, 2013; O'Brien et al., 2017).

정치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사회활동에 관한 문항 중 “귀하는 최근 1

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

니까?”라는 질문의 응답치를 활용하였다. 응답은 Likert 4점 척도로 구성

되었으며 “①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②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가끔 참

여했다, ④자주 참여했다”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제시된 참여의 항목

은 크게 다섯 가지로 대분되는데, “1)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7)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경우도 경제활동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 또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로 포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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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2)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

은 지역봉사활동, 3)마을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

동을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4)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5)대통령선

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투표 참여”가 이에 해당한다.

정치적 활동의 양태는 각각의 상이한 특성을 지녔던 바(Brady et al.,

1995; Dalton, 2013),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구분에 따라 이러한 5가지

활동을 투표와 지역사회 참여로 대별하여 변수로 구성하였다. 첫째, 민주

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참여 양태인 투표 참여 변수이다.

이를 위해 “5)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투표 참여”를 해당

변수로 활용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참여는 관련된 다수 문항을 결합하여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는 근린 단위의 참여 양태인 “1)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를 포함한 나머지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점수로 측정하였다. 두 변수 모두 측정치가 클수록 주

민들이 정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측정문항들이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

치적 참여에 대한 5개 문항 중 투표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문항에 대해

서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타당성 분석은 주성분 분석,

배리맥스(varimax) 회전을 사용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이상인 성분

만을 추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통상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크론바하 알

파(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판단하였다.

지역사회 참여 문항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항목이 단일

요인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문항이 0.6이상의

유의미한 성분값을 나타냈으며, 초기 고유값은 2.434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의 결과는 4개 문항 간의 상관이 상당히 높으며 이들이 공통 개념을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어 해당 변수에 대한 안정성, 내적 일관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상적으로 문항의 내적

일관성 척도로 활용되는 크론바하 알파 계수를 신뢰도의 척도로 활용하

였다. 대개 사회과학에서는 신뢰도 계수가 0.6 이상이면 측정지표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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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수치

로 신뢰성의 기준을 삼았다. 그 결과 4개 문항의 신뢰도가 0.735로서 기

준치인 0.6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측정지표의 신뢰성을 만족하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다음의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한편 앞선 정치적 참여와 달리, 박애적 참여는 기부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행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기부와 자원봉사는 대표적인 박애적인

(philanthropic) 행위라고 할 수 있다(Clerkin et al., 2013). 기부 경험은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사회활동에 관한 문항 중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습

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은 3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응답

카테고리는 “①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②비정기적으로 기부했다, ③기부한

적 없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월)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문항을 활용했다. 응답은 “①정기적으로 참여했

다, ②비정기적으로 참여했다, ③참여한 적 없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이분변수로 재범주화하여

<표 3-1> 지역사회 참여 문항의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자 회의, 통반장 회의 0.637

2. 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0.830

3. 마을주민들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는

마을공동체사업
0.862

4. 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동 0.772

고유값(Initial eigenvalue) 2.434

추출 제곱한 로딩 2.434

누적률(%) 60.861

신뢰도(Cronbach’s α) 0.735
주: 요인분석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고유값 1이상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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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경험이 없는 경우를

각각의 기준집단으로 하여, 나머지 경우를 경험이 있는 것으로 고려하였

다.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정기적, 정기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②복지태도(welfare attitude)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포괄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서 최근 화

두가 되고 있는 복지태도를 측정하여 활용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문항들을 활용하되, 크게는 이를 인지적 요

소와 정서적 요소라는 2가지로 대별하였다.

먼저 인지적 태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응답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귀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서 정책방향, 복지대상, 비용부담,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다. 응답 카테고리는 “①A가 매우 중요,

②A가 중요, ③반반이다, ④B가 중요, ⑤B가 매우 중요”로 구성된다. A

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 복지에 대해 부정적인 인지적 태도를 가진 것으

로 볼 수 있는 반면, B에 방점을 둘수록 긍정적인 인지적 태도를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응답치가 작을수록 소극적, 부정적으로 복지를 인식

하는 것이며 이 수치가 커질수록 적극적, 긍정적으로 복지를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 각각의 문항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정책방향과 관련하

여 A는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인 반면, B는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로 구성된다. 복지대상의 경우 A는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고 기술된 반면, B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되

어 있다. 이어 비용부담의 경우 A는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

다”이며 B는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이다. 마지막으로 복지수준

과 관련하여 제시문은 A(“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 게 좋

다”)와 B(“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게 좋다”)로 구분된다.

이러한 문항들은 각각 서울시 복지정책에 대한 부문별 응답자의 인식

을 묻고 있지만, 종합적으로는 복지에 대한 인지적 태도에 관한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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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다. 이상록·김형관(2013: 12)은 복지대상의 범위, 증세에 대한 인식,

복지지출의 확충에 관한 문항의 응답치를 합산하여 복지태도를 구성하였

는데, 이는 박미경·조민효(2016: 140)가 상정했던 인지적 태도에 해당한

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로

복지에 대한 인지적 태도 변수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측정문항들이 과연 인지적 태도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척도의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

다. 복지의식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항목이 단일의 요

인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문항이 0.5이상의 유

의미한 성분값을 나타냈으며, 초기 고유값은 1.601로 나타났다. 주성분

분석의 결과는 이들 문항 간의 상관이 높으며 공통 개념을 나타내고 있

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들 4개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

치를 복지에 대한 인지적 태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하기로 한다. 측

정치가 높을수록 친복지적인 태도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표 3-2> 인지적 태도 문항의 주성분 분석 및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 요인

1. 정책방향(A: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B: 성장보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
0.551

2. 복지대상(A: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 B: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0.516

3. 비용부담(A: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B: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0.721

4. 복지수준(A: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 게 좋다,

B: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게 좋다)
0.716

고유값(Initial eigenvalue) 1.601

추출 제곱한 로딩 1.601

누적률(%) 40.020

신뢰도(Cronbach’s α) 0.477
주: 요인분석으로는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고유값 1이상이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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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본 연구에서는 척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 문항의 신뢰도가 0.477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의식 수준이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기에는 척도의 신뢰도가

충분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적으로 신뢰도의 판단 기준은 크

론바하 알파 계수의 값을 0.6을 기준으로 하지만, 앞서 정치적 성향을 복

합척도로 구성했던 일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지수의 신뢰도가 본 연구

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이재완, 2014). 아울러 복지태도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함과 동시에 본 연구와 같이 총합 측정치의 신뢰도를

산출한 이상록·김형관(2013)의 연구에서도 신뢰도 계수가 0.6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동 요인이 활용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복지의식

의 평균치를 지표로 활용하되, 복지의식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분석결과의 검토 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하겠다. 척도의 신뢰도가 제한

적인 수준이므로 인지적 태도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타

당도 및 신뢰도 분석결과는 이상의 <표 3-2>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상정한

다. 이는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 주체에 관한 선호를 일컫는다(박미경·조

민효, 2016). 본 연구에서는 해당 문항을 활용하여 복지의식의 일면을 파

악하고자 하였다. 해당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문항은

“귀하는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다음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라는 질문으로서 복지를 책임지는 최우선의 주체를 질문하고 있

다. 이에 대한 응답의 카테고리는 “①자기 자신, ②가족과 친척, ③지역

사회 공동체, ④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⑤국가”로 구성된다. 대체로 보

수적 관점에서는 복지와 관련된 문제의 해결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보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해

야 할 문제라고 판단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합적으로 공동체를 통해서

접근하는 입장과 사회를 통해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에

서는 자기 자신과 가족과 친척 문항을 하나로 고려하며, 민간복지시설이

나 단체와 국가를 통합하여 총 3개 응답으로 구성된 더미변수로 구성하

였다. 기준집단은 자기 자신/가족과 친척으로 기술된 응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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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생활환경 만족도

앞선 많은 연구들은 생활 영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측정하기 위

해 각 영역에서 체감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측정하거나(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6;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생활 영역에서 체감하는 개인의 생활환경 만족도의 수준을 측

정하고 있다(이재완, 2014). 전자는 각 영역에서 체감하는 상태를 묻고

있는데, 이는 곧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감을 묻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척도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삶의 질에 관한 질문 중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 현재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의 문

항을 활용하였다. 응답 카테고리는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①

매우 불만족, ②대체로 불만족, ③그저 그렇다, ④대체로 만족, ⑤매우 만

족”으로 구성되었다. 생활 영역은 세부적으로 총 7가지로 구성되었으며,

별도로 위 영역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의 전반적 생활만족도 문항을 수록

하고 있다. 전자에는 “1)경제상태(소득, 생활수준, 노후소득보장 등), 2)고

용과 노동(취업, 직업, 고용조건 등), 3)주거생활(주거수준, 주거비 부담,

주거환경 등), 4)요보호 가족 돌봄(영유아보육, 노인이나 장애인 등의 보

호와 수발), 5)건강과 보건(건강관리, 의료시설 이용, 의료비 부담 등), 6)

교육(학교시설, 급식,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 7)여가생활(여가시설, 여가

활동, 문화생활 등)”이 해당하며 후자에는 “8)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생활만족도”가 존재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7가지 부문의 합산 혹은 평균치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생활인식 수준의 대리변수로 고려하였다. 왜

냐하면 위처럼 7가지 척도의 평균을 내게 되면, 표본의 결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실되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크다는 문제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 생활만족도를 척도로 고려하였다.8) 이 경우, 표본의

8) 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각 분야에 따라 그 표본이 상이하다. 이를 개관하자면

경제상태 만족도(3,000), 고용과 노동상태 만족도(2,833), 주거생활 만족도(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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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

이 가능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활환경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다.

④정부성과 인식

앞선 다수의 연구에서는 정부성과의 변수로서 시민이 각 생활의 영역

에서 체감하는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을 척도로 활용하

고 있다(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5; Bovaird et al.,

2016;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정

부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통해 해당 지표를 측정하되, 특

히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서울시정의 성과 인식에 관한 내용을 정책

및 서비스의 성과 만족에 관한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성과 인식 변수는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의 서울시 복지정책

방향에 관한 질문 중 “귀하는 다음의 생활 영역별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

과 지원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문항에 대한 Likert 5점 척

도로 측정하였다. 응답 카테고리는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보통이다, ④그런 편이다, ⑤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없음은 결측치로 처리하였다. 문항에서 제시된 생활 영역은 “1)경

제생활, 2)고용과 노동, 3)주거생활, 4)요보호 가족 돌봄, 5)건강과 보건,

6)교육, 7)여가생활, 8)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지원수준”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생활영역에 대한 인식 변수의 측정과 동

일한 이유에서, 정부성과 인식 변수를 “8)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

적 지원수준”에 관한 문항을 활용하였다.9)

요보호 가족 돌봄 만족도(1,837), 건강과 보건 만족도(2,976), 교육 만족도(2,211),

여가생활 만족도(3,000)로 매우 차이가 심하다. 특히 요보호 분야의 경우 표본이

1,837개에 불과하여, 이들을 평균으로 환산하면 표본의 결손이 상당하다는 한계

가 존재한다. 이에 표본이 3,011인 전반적 생활 만족도 척도를 활용하는 것이

표본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보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9)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은 생활영역에 따라 표본의 규모가 상이하다. 경제생활

(2,938), 고용과 노동(2,846), 주거생활(2,933), 요보호 가족 돌봄(2,123),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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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개인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혼인상태를 고려한다. 가구의 특성으로는 가구원

수와 가구의 점유형태를, 지역의 맥락적인 특성은 권역을 고려한다.

우선 연령은 조사 당시 응답 대상자의 만 나이를 활용하였다. 성별에

관한 사항은 가구일반사항에 관한 문항에서 추출하였으며 응답 카테고리

는 “①남자, ②여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더미변수로 활용하였다. 기준

집단은 남성이다. 한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서는 가구원별 혼

인상태를 “①배우자있음, ②사별, ③이혼, ④별거, ⑤미혼(만18세 이상,

미혼모 포함)”으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미변수(①기혼

이 아닌 경우, ②기혼)로 처리하였다. 기혼은 배우자 있는 경우를 의미하

며, 그 외는 기혼이 아닌 경우로 고려한다. 이를 더미변수로 활용하며,

기준집단은 기혼이 아닌 경우로 설정하였다.

한편 가정의 특성에 해당하는 가구원 수의 경우에는 가구일반사항에

기재된 가구원 번호를 활용하여 응답자를 포함한 가구의 총원을 산출하

였다. 이를 비율변수로 활용하였다. 한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에

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점유형태를 “①자가 거주자, ②전세 거

주자, ③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자, ④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자(사글세 포

함), ⑤무상, ⑥기타)”로 조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미변수(①

자가 거주자, ②자가 거주자가 아닌 경우)로 처리하였다. 기준집단은 자

가 거주자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를 ②로 코딩하였다.

지역의 특성을 의미하는 권역은 본 설문의 25개 자치구 코드를 활용

하되, 앞선 일부 내용을 참고하여 이를 5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김권수, 2014; 양재섭, 2016). 자치구 코드는 “01)종로구…25)

강동구”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보건(2,928), 교육(2,434), 여가생활(2,959)로 매우 차이가 심하다. 요보호 분야의

경우 표본이 2,123에 불과하다. 이에 표본이 2,980인 전반적 생활 만족도를 활용

하는 것이 표본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정보량을 유지하는 대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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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의 5개 유형으로 재범주화 한다. 도심권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

구가 해당하고 동북권은 동북1권(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동

북2권(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을 포괄한다. 서북권의 경우 은평

구, 서대문구, 마포구의 3개 지역을 아우르며 서남권의 경우에는 서남1권

(양천구, 강서구), 서남2권(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권(동작구, 관

악구)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동남권은 동남1권(서초구, 강남구)과 동남2

권(송파구, 강동구)의 2개 지역을 아우른다. 이를 더미변수(권역 고정효

과) 처리하여 그 영향을 통제하기로 한다.10) 기준집단은 도심권으로 설

정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추정방정식과 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측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3-3>과 같다.

10) 권역별로 유형화하여 통제하는 이유는 첫째,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생활실

태 및 복지욕구를 생활권역별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자치구별 표본의 크기가 80∼170개 사이로 충분치가 않다. 이를 9개 권역

으로 구분하여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표준편차가 커진다는 한계가

있다. 즉 가장 안정적인 분석 단위는 5개 권역이라는 것이다(김경혜 외4, 2015).

<표 3-3> 추정방정식과 변수별 조작적 정의 및 측정
공동생산 참여의향i = α + β능력i + γ동기i + δ통제변수i + εi

종

속

변

수

공동생산

참여

Y = 문항: “귀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이

웃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을 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측정: ①전혀 없다…⑤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

독

립

변

수

능력

정책

인지도

X11 = 문항: “서울시는 기존의 동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이 강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

까?”

측정: ①모른다…④비교적 자세히 알고 있다

지적

자원

X12 = 응답자의 최종 학력을 측정함

측정: ①초졸 이하…⑤대재(4년제 이상) 이상
금전

자원

X13 = 응답자 가구의 연소득 수준으로 측정함

측정: ①1천만원 미만…⑥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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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자원

X14 = 응답자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를 측정함

측정: 경제활동 참여(=1), 경제활동 비참여(=0)

동기

시민적

기질

X21 = 문항: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

월) 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

니까?, 5)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때

투표참여”

측정: ①전혀 참여하지 않았다…④자주 참여했다
X22 = 문항: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

월) 간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

니까?, 1)반상회, 주민회의, 부녀회, 아파트, 대표

자 회의, 통반장 회의, 2)지역 방범활동, 청소년선

도, 교통정리와 같은 지역봉사활동, 3)마을주민들

이 모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문화 활동을 하

는 마을공동체사업, 4)시민운동단체, 사회단체 활

동”

측정: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4개 설문 문항(①전

혀 참여하지 않았다…④자주 참여했다)의 평균

점수

X23 = 문항: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

월) 간 현금이나 물품으로 기부한 경험이 있습니

까?”

측정: 기부한 적 있다(=1), 없다(=0)
X24 = 문항: “귀하는 최근 1년(2014년 7월～2015년 6

월) 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

까?”

측정: 참여한 적 있다(=1), 없다(=0)

복지

태도

X25 = 문항: “귀하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

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정책방향(A:

분배보다 성장이 우선이다, B: 성장보다 분배가

우선이다), 2)복지대상(A: 가난한 사람에 집중해

야 한다, B: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3)

비용부담(A: 능력에 따라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

다, B: 전면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4)복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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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지혜택이 적더라도 세금부담이 적은 게 좋

다, B: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혜택을 늘리는 게

좋다)”

측정: 복지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한 4개 설문 문

항(①A가 매우 중요…⑤B가 매우 중요)의 평균

점수

X26 = 문항: “귀하는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다

음 중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측정: 자기 자신/가족과 친척(기준), ①지역사회

공동체, ②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국가 더미

생활

환경

만족

X27 = 문항: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생활영역에 현재 얼

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8)위의 사항을 모두 고

려한 전반적 생활만족도”

측정: ①매우 불만족…⑤매우 만족

정부

성과

인식

X28 = 문항: “귀하는 다음의 생활 영역별로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지원수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

까?, 8)위의 사항을 모두 고려한 전반적 지원수

준”

측정: 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

통제

변수

개인

특성

X31 = 응답자의 연령(만 나이)을 측정함

X32 = 응답자의 성별을 측정함

측정방법: 여성(=1), 남성(=0)
X33 = 응답자의 혼인상태를 측정함

측정방법: 기혼(=1), 기혼이 아닌 경우(=0)

가구

특성

X34 = 응답자를 포함한 가구원 수를 측정함

측정방법: 가구원 수(단위: 명)
X35 = 가구의 거주형태를 측정함

측정방법: 자가(=1), 자가가 아닌 경우(=0)
지역

특성

X36 = 응답자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권역을 측정함

측정방법: 도심권(기준), ①동북권, ②서북권, ③
서남권, ④동남권 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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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분석방법

통계처리 및 분석은 STATA 13.1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활용하였

다. 분석방법에 대해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변수를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문항 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응답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과 영향변수들의 특징을 파악

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능력 및 동기요인 등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의사의 차이를 살펴

보기 위한 목적으로 변수들 간의 집단별 평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T

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특

히 ANOVA 분석 이후에는 Bonferroni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및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 연속형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 가설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각 변인들의 영향 유무 및 상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를 판단하기 위함이

다. 회귀분석 이후에는 분석의 결과가 불편추정량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다

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residual

vari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을 측정하였다.

공차한계가 0.3보다 작으면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며, VIF 값이 10이상이

면 회귀계수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어 회귀식에서의 오차항

간의 자기상관(autocorrelation)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Durbin-Watson

통계량을 산출하였다.11) D/W 통계량은 0에서 4까지의 값을 가지며, 이

것이 2에 가까울수록 자기상관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11) 다만 Stata 13.1 패키지에서는 횡단면 데이터에 관한 자기상관 탐지기능이

존재하지 않아 D/W 통계량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SPSS/Win 22.0 프로

그램을 통해 해당 수치를 도출하였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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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분석 및 결과

제 1 절 기초통계 분석

1. 응답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영향변수의 특성

1) 응답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이하에서는 응답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연령과 성별을 살펴보면, 50대가 28.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

다. 40대가 20.52%로 그 뒤를 잇고 있으며 60대가 18.99%로 나타났다.

30대는 17.63%, 19세와 20대에 해당하는 연령층은 6.79%로 가장 적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여성 응답자가 남성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남성은

816명으로서 전체의 27.05%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무려 2,201명으로

무려 72.95%를 차지한다.12)

이번에는 응답대상자의 학력에 대해서 살펴보자. 고등학교 졸업 이하

의 학력을 소지한 이들은 전체의 46.44%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졸 이

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집단의 경우 11.87%이며, 대학교 졸업 이하에 해

당하는 이들도 25.69%를 차지하고 있어 학력이 상당히 고도화되어 있음

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학원 이상에 해당하는 이들은 전체의 2.22%를 차

지하고 있다. 반면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지닌 이들은 8.45%, 초등

학교 졸업 이하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5.34%로 나타났다.

가구의 연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5천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집단으로, 전체의 32.14%를 차지하고 있다.

1～3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보유한 가구는 23.56%를 차지하고 있다. 5～7

12) 이처럼 표본이 여성 응답자로 편중된 이유는 조사가 주로 낮 시간에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김경혜 외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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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미만의 가구는 19.16%, 7천～1억원 미만의 소득을 올린 가구는

11.69%, 연 1천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올리는 집단에 해당하는 이들은

9.36%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은 전체의 4.09%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 유무의 경우, 유직에 해당하는 이들이 무려 1,953명으로 전

체의 64.7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직은 1,064명(35.27%)

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래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무직에 해당하는

집단 중에서 실업자가 단 19명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위를 제외한 1,045명이다.13)

응답대상자의 혼인상태에 대해 살펴보자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는

전체의 62.4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외에 사별(13.62%), 미혼(13.16%),

이혼 및 별거(10.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점유형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본 결과, 자가 거주자가 전체의

46.37%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전세의 경우 37.39%로 자가의 뒤를 잇

고 있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14.42%), 보증금 없는 월세(0.93%), 무상

및 기타(0.89%)의 순이었다.

마지막으로 응답대상자가 거주하는 권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

북권에 거주하는 이들이 25.49%로 나타나, 서남권(25.26%)과 근소한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동남권에 해당하는 이들은 20.72%로 나타났으며, 서

북권이 15.98%, 도심권이 12.56%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의 <표 4-1>과 같다.

13)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1,064명으로서 이 중 남성이 128명, 여성이

936명이다. 반면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총 1,953명으로서 남성은 688명, 여성

은 1,265명으로 나타난다. 표본으로 고려된 2,201명의 여성 중 57.5%에 달하는

1,265명이 경제활동 중인 것이다. 여기에는 상용직(645명), 임시직(254명), 일용

직(65명), 공공일자리(12명), 고용원 있는 고용주(51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68명), 무급가족종사자(70명)가 해당한다. 여성 중 실업자는 11명이고 비경제

활동 중인 이들은 925명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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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응답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통계량
변수명 빈도(명) 비율(%)

연령

19-29세 205 6.79

30-39세 532 17.63

40-49세 619 20.52

50-59세 870 28.84

60-69세 573 18.99

70세 이상 218 7.23

소계 3,017 100

성별

남 816 27.05

여 2,201 72.95

소계 3,017 100

학력

초등학교 졸업 이하 161 5.34

중학교 졸업 이하 255 8.45

고등학교 졸업 이하 1,401 46.44

전문대졸 이하 358 11.87

대학교졸 이하 775 25.69

대학원 이상 67 2.22

소계 3,017 100

가구연소득

1천만원 미만 277 9.36

1～3천만원 미만 697 23.56

3～5천만원 미만 951 32.14

5～7천만원 미만 567 19.16

7천～1억원 미만 346 11.69

1억원 이상 121 4.09

소계 2,959 100

경제활동 유무

무직 1,064 35.27

유직 1,953 64.73

소계 3,017 100

혼인상태

기혼 1,883 62.41

미혼 397 13.16

이혼/별거 326 10.81

사별 411 13.62

소계 3,017 100

주택점유형태 자가 1,399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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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속형 변수의 특성

다음의 <표 4-2>는 모형 추정에 활용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먼저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은 5점 만점에 2.520점으로 저조한 편이

다. 숫자가 커질수록 참여 의향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공

동생산 참여 의향이 보통(3점) 수준에도 못 미침을 알 수 있다.

응답자의 능력을 나타내는 특성 중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

은 4점 만점에 1.671점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응답자의 동기를 나타내는 특성 중 시민성에 관한 문항 중 투표 참여

의 경우 평균은 4점 만점 중 3.170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응

답자들은 선거에 가끔이라도 참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지

역사회 참여의 경우에는 4점 만점에 평균이 1.263점으로 나타나 매우 저

조한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투표가 단발적이고 별

다른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 않는 반면, 지역사회 참여는 그보다는 시간

과 각종 자원, 지속적인 네트워크 등을 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복지태도를 나타내는 변수 중 인지적 태도의 경우 최대 5점

전세 1,128 37.39

보증부월세 435 14.42

월세 28 0.93

무상 및 기타 27 0.89

소계 3,017 100

권역

도심권 379 12.56

동북권 769 25.49

서북권 482 15.98

서남권 762 25.26

동남권 625 20.72

소계 3,017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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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평균이 2.942점으로 나타났다. 1점은 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경향

을 나타내는 반면, 5점은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냄을 고려할 때, 비

교적 복지에 대해 중도적인 태도를 가진 이들이 다수임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555점으로

나타나,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지닌 이들이 다수임을 엿볼 수 있다. 정책

이나 서비스에 대한 인식 수준은 5점 만점에 평균은 3.475점으로 나타났

으며, 이 또한 보통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통제변수로 고려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중 연령의 경우 만 19세에서

최대 95세를 아우르고 있다. 평균 연령은 50.258세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많게는 9명에 이르고 있으며, 평균 가구원 수는 2.468명이었다.

2.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분석

1) 능력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의 차이 분석

본 논문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집단 간의 차이를 판별하기 위한

Bonferroni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능력을 정책인지도 및 자

<표 4-2> 주요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변수명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마을공동체 활동 3,017 2.520 0.968 1 5

찾동사업 인지도 3,017 1.671 0.877 1 4

투표 참여 3,017 3.170 1.045 1 4

지역사회참여 3,017 1.263 0.439 1 4

인지적 태도 3,017 2.942 0.639 1 5

생활환경 만족도 3,011 3.555 0.753 1 5

정부성과 인식 2,980 3.475 0.843 1 5

연령 3,017 50.258 13.498 19 95

가구원 수(명) 3,017 2.468 1.19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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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교육, 소득, 경제활동 유무)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따른 찾동 프로

그램 참여 의향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

여 의향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관측된다(F=128.49, p<0.001).

정책 인지도가 전무한 집단의 경우 참여 의향이 2.26점으로 가장 낮은

반면, 이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2.92점으로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1). 특히 후자의 경우 찾동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느 정도 알고 있는 이들(2.75점)보다도 참여 의향이 높다(p<0.01). 다만

찾동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이들 역시 그것이 전무한 이

들에 비해서는 참여 의향이 높은 편이다(p<0.001). 인지도가 가장 높은

이들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이 3.61점으로 가장 높은데,

이는 다른 모든 집단과 비교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1).

둘째, 개인이 보유한 지적 자원으로 상정된 최종학력에 따라서도 공동

생산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F=18.37, p<0.001), 대

체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참여 의향 역시 증가하는 양상이 관측된다. 초

졸 이하의 참여 의향은 2.04점으로 가장 낮다. 중졸 이하가 2.34점

(p<0.05), 고졸 이하 2.50점으로 나타났으며(p<0.001), 이들은 초졸 이하

에 해당하는 이들에 비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전문대졸 이하

및 대재 이상의 참여 의향은 2.65점으로 동일했는데, 해당 수치는 앞선

초졸, 중졸, 고졸 이하 집단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셋째, 금전상의 자원을 의미하는 가구 연소득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

에의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F=13.08, p<0.001). 연소득

이 가장 낮은 집단 및 가장 높은 이들의 참여 의향은 2.37점으로 저조한

편이고, 1∼3천만원 미만의 경우 해당 수치가 2.38점, 3∼5천만원 미만

집단의 참여 의향은 2.51점으로 점차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5∼7

천만원 미만이 2.71점, 7천∼1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이들이 2.74점으로

가장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집단 각각의

참여 의향은 앞선 네 집단과 비교해서도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 그

외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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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집단의 경우 공

동생산 참여 의향의 평균이 2.498점인 반면, 유직자들은 이보다 높은

2.532점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요컨대 개인이 보

유한 능력 중 시간상의 자원을 제외한 정책 인지도, 학력(지적 제약), 그

리고 가구 연소득(금전 제약)에 따라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에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능력에 대한 차이 분석의 결과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정책

인지도

모름 1,749 2.260a 0.940

128.49***
d>a, b, c***

c>a***

b>a***, c**

들어봄(내용 모름) 582 2.920b 0.780

어느 정도 앎 616 2.750c 0.980

비교적 자세히 앎 70 3.610d 0.600

소계 3,017 2.520 0.970

최종

학력

초졸 이하 161 2.040a 0.970

18.37***

e>a, b***, c**

d>a***, b**, c†

c>a***

b>a*

중졸 이하 255 2.340b 1.010

고졸 이하 1,401 2.500c 0.940

전문대졸 이하 358 2.650d 0.970

대재 이상 842 2.650e 0.960

소계 3,017 2.520 0.970

가구

연소득

1천만원 미만 277 2.370a 1.000

13.08***
e>a, b***, c, f**

d>a, b***, c, f**

1～3천만원 미만 697 2.380b 1.000

3～5천만원 미만 951 2.510c 0.940

5～7천만원 미만 567 2.710d 0.920

7천～1억원 미만 346 2.740e 0.960

1억원 이상 121 2.370f 0.950

소계 2,959 2.530 0.970

경제

활동

무직 1,064 2.498 1.032

-0.92 -유직 1,953 2.532 0.932

소계 3,017 2.520 0.96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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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기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의 차이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 참여의 동기를 시민적 기질(투표 참여, 지역

사회 참여,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참여), 복지태도(인지적 태도, 정서적

태도),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정부성과 만족으로 파악한다. 이

중 지역사회 참여와 복지의식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 대한 차이 분석

및 사후검정의 결과를 제시하자면 다음의 <표 4-4>와 같다.

첫째, 시민적 기질과 관련된 변수 중 하나인 투표 참여에 따른 공동생

산 참여 의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관측되었다(F=13.34, p<0.001). 투표 참

여가 전무한 이들의 참여 의향은 2.27점으로 가장 저조하다. 참여하지 않

는 편에 해당하는 이들은 해당 수치가 2.41점으로 나타났으나, 앞선 집단

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투표에 가끔이라도 참여하는 집단

의 공동생산 참여 의향은 2.54점이며, 투표에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이들

의 참여 의향은 2.59점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이들 두 집단의 마을공동

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은 투표 참여가 전무한 집단에 비해서 높은 수준

이었으며(p<0.001), 그 외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은 기부(t=-8.90, p<0.001) 및 자원봉사활동

(t=-9.38, p<0.001) 경험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기부 경험이 없는 집단의 전반적인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는 2.449

점으로 나타난 반면, 기부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 수치가 2.855점으로 앞

선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다.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없는 이들

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은 2.466점에 그친 반면, 유경험자의 경우 해당 수

치가 3.013점으로 나타나 앞선 이들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박애적 기질에 따라서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이 상이한 차이를 보

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셋째, 복지태도 중 정서적 태도에 따라서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F=7.21, p<0.001). 이는 복지의 책임을 어느

주체에 귀속시키는지에 따라서 참여 의향이 상이함을 시사한다.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이 당사자(자기 자신) 및 가족과 친척 등에 있다고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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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사는 2.4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복지책임주체가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및 국가라고 여기는 이들의

참여 의향은 2.550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선 집단과는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p<0.05). 게다가 지역사회 공동체에 복지의 책임을 지워

야 한다고 인지하는 이들의 공동생산 참여 의향은 2.61점으로 가장 높았

다. 이들 역시 복지를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지하는 이들에 비해 참

여 의향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p<0.01). 요컨대 복지책임

을 미시적 단위에 부과하는데 동조하는 이들보다는 공동체나 사회의 개

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넷째,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은 생활환경

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에 따라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난다(F=42.14, p<0.001).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에 대한 만

족도가 매우 낮은 이들의 경우 공동생산 참여 의향이 불과 1.94점으로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집단 또한 해당 수치가 2.06점으로 저

조한 편이며, 보통 수준으로 인지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은 2.36

점으로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1). 대체로

생활환경에 만족하는 이들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은 2.640점으로

앞선 세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공동생산 참여 의향이 2.9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모든

집단들과 비교해서도 그 차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p<0.001).

마지막으로 생활 영역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의 관련 정책과 지원 수준

에 관한 전반적인 정부성과 인식에 따라서도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51.86, p<0.001). 성과 인식이 가장 부정적인 집

단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전반적인 참여 의사가 1.81점으로 매우

저조하다. 정부성과가 그다지 충분치 않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이들 역

시 참여 의향이 2.19점으로 낮은 편이다.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인지하는

집단의 경우 참여 의향은 2.34점으로 나타나, 이를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집단에 비해 참여 의사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p<0.1). 서

울시의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지닌 이들의 참여 의사는 2.69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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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선 세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수준이다

(p<0.001). 특히 정부성과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참여 의

사의 평균이 2.97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앞선 네 개의 집

단에 비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p<0.00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동기 요인으로 고려된 투표 참여, 기부 경

험, 자원봉사활동 경험, 정서적 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정부성과 인식 등

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에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표 4-4> 동기에 대한 차이 분석의 결과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정

(Bonferroni)

투표

참여

전혀 참여 안함 422 2.270a 1.020

13.34***
d>a***

c>a***

참여하지 않는 편 167 2.410b 0.900

가끔 참여했다 901 2.540c 0.930

자주 참여했다 1,527 2.590d 0.970

소계 3,017 2.520 0.970

기부

경험

없다 2,486 2.449 0.955

-8.90*** -있다 531 2.855 0.959

소계 3,017 2.520 0.968

봉사

경험

없다 2,720 2.466 0.955

-9.38*** -있다 297 3.013 0.951

소계 3,017 2.520 0.968

정서적

태도

자기 자신/가족 1,180 2.440a 1.010

7.21***
c>a*

b>a**
공동체 550 2.610b 0.960

민간시설/국가 1,287 2.550c 0.920

소계 3,017 2.520 0.970

생활

환경

만족

매우 불만족 16 1.940a 1.060

42.14***
e>a, b, c, d***

d>a*, b, c***

c>b***

대체로 불만족 206 2.060b 0.940

그저 그렇다 1,108 2.360c 0.940

대체로 만족 1,453 2.640d 0.950

매우 만족 228 2.990e 0.910

소계 3,011 2.520 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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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의 차이 분석

통제변수로 고려된 인구사회학적 변수들 중 성별, 혼인상태, 주택점유

형태, 거주 권역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의 차이분석 및 사후검정의

결과는 다음의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성별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

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t=-3.24, p<0.01).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대한 남성의 평균은 2.426점인 반면, 여성의 경우 해당 수치

가 2.55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당 공동생산 프로그

램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지녔음을 암시한다.

둘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의 차이는 혼인상태에 따라서도 동일하게 나

타나고 있다(t=-7.75, p<0.001). 기혼이 아닌 미혼/이혼/사별 등에 해당하

는 이들의 경우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의 전반적인 수준은 2.346

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 집단의 경우 해당 수치가

2.625점으로 나타났는데, 두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

혼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주택의 점유형태에 따라서도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

동 참여 의향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t=2.05, p<0.05). 자가 주택

을 소유한 이들의 공동생산 참여 의향은 2.559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

세, 월세 등 그 외의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의 경우 전반적인 참여 의사

가 2.486점으로 나타나, 앞선 집단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성과

인식

전혀 그렇지 않다 27 1.810a 0.960

51.86***
e>a, b, c, d***

d>a, b, c***

c>a*

그렇지 않은 편 298 2.190b 0.940

보통이다 1,195 2.340c 0.930

그런 편이다 1,153 2.690d 0.950

매우 그렇다 307 2.970e 0.910

소계 2,980 2.520 0.97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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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시민이 어느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따라서도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F=3.17,

p<0.05). 5개 권역 중 서북권에 거주하는 이들의 참여 의향은 2.63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동북권(2.47점) 및 동남권(2.46점)에 비해서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p<0.05),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지역 차원의 영향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의 차이

검정 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남성보다, 기혼자가 다른

경우보다, 비자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에 비해, 그리고 서북권 거주자들

이 동북권과 동남권 거주자들에 비해 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차이 분석의 결과

변수명 빈도 평균
표준

편차
F(t)

사후검증

(Bonferroni)

성별

남자 816 2.426 0.963

-3.24** -여자 2,201 2.555 0.968

소계 3,017 2.520 0.968

혼인

상태

미혼, 이혼, 사별 등 1,134 2.346 0.960

-7.75*** -기혼 1,883 2.625 0.958

소계 3,017 2.520 0.968

주택

점유

자가 1,399 2.559 1.006

2.05* -전세, 월세, 기타 등 1,618 2.486 0.933

소계 3,017 2.520 0.968

권역

도심권 379 2.560a 1.020

3.17* c>b, e*

동북권 769 2.470b 0.910

서북권 482 2.630c 0.970

서남권 762 2.530d 0.980

동남권 625 2.460e 0.980

소계 3,017 2.520 0.970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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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의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해 변수별 집단에 따라서 공동생산 참

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다른 혼란요인(confounding variable)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

서 도출된 제한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통계적 통제를 통해 이

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인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이하에서는 주요 연속형 변수들을 대상으로 한 상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통계적인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들 간의 확률적인 상호 관련성의 정도를 살펴보

고자 모형에 투입된 주요 연속형 변수들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 모든 연속형 변수들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되었다(<표 4-6> 참조).

능력 요인 중 정책인지도의 상관계수가 0.29로 나타나 가장 높은 수준

이며, 최종학력이 0.143, 그리고 가구연소득이 0.106으로 그 뒤를 잇고 있

다. 동기 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의 수준의 상관계수가

0.258로서 상관의 정도가 가장 높으며, 생활만족도가 0.232로 나타나 그

뒤를 잇는다. 지역사회참여의 경우 상관계수가 0.215로 나타나고 있는 반

면, 투표 참여(0.115)와 인지적 태도(0.109)는 비교적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외에 연령이 -0.056, 가구원수가 0.133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에서 공동생산의 사례로 선정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의 동인은 매우 복합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즉 개인이 보유한 능력과 동기 모두 참여 의향과 통계

적인 관련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변량 상관관계 분석의 결과

역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므로, 엄밀

히는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다른 혼란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변수들의 인과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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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주요 연속형 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마을

공동체

활동

능력 요인 동기 요인 통제

[1] [2] [3] [4] [5] [6] [7] [8] [9]

[1]정책인지도 0.290*** 1

[2]최종학력 0.143*** 0.088*** 1

[3]가구연소득 0.106*** 0.071*** 0.356*** 1

[4]투표참여 0.115*** 0.101*** 0.057** 0.149*** 1

[5]지역참여 0.215*** 0.131*** 0.068*** 0.127*** 0.213*** 1

[6]인지적태도 0.109*** 0.204*** 0.063*** -0.008 0.085*** 0.029 1

[7]생활만족도 0.232*** 0.256*** 0.292*** 0.287*** 0.132*** 0.166*** 0.219*** 1

[8]정책만족도 0.258*** 0.275*** 0.194*** 0.152*** 0.073*** 0.147*** 0.245*** 0.539*** 1

[9]연령 -0.056** -0.003 -0.624*** -0.212*** 0.076*** 0.061*** 0.024 -0.146*** -0.075*** 1

[10]가구원수 0.133*** 0.057** 0.170*** 0.484*** 0.095*** 0.142*** -0.128*** 0.099*** -0.013 -0.138***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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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 분석

1. 실증분석의 결과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 프로그램으로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

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식별하기 위한 목적으

로 개인의 능력, 동기, 인구사회학적 요인 등을 투입한 동시적 회귀

(simultaneous regression)를 실시한다. 실증분석을 시행한 후 독립변수

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정 및 자기상관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VIF

및 D-W 통계량을 산출하였다.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회귀모형은 다음과 같으며, 모형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내용은 <표

4-7>에 제시된 내용과 같다.

<표 4-7> 모형에 투입된 변수
구분 내용

공동생산 참여

(종속변수)
Y: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의 수준

능력 요인

(독립변수 1)

X11: 정책 인지도 수준
X12: 최종학력 수준
X13: 가구연소득의 수준
X14: 경제활동 유무 더미(경제활동 참가=1)

동기 요인

(독립변수 2)

X21: 투표 참여의 수준
X22: 지역사회 참여의 수준
X23: 기부 경험 더미(있다=1)
X24: 자원봉사활동 경험 더미(있다=1)
X25: 인지적 태도의 수준

모형: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 f(능력 요인, 동기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

Y = α + b11X11 + b12X12 + b13X13 + b14X14 + b21X21 + b22X22 +

b23X23 + b24X24 + b25X25 + b26X26 + b27X27 + b28X28 + b31X31
+ b32X32 + b33X33 + b34X34 + b35X35 + b36X36 + 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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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 4-8>에는 공동생산 프로그램으로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에 미치는 능력과 동기 요인들의 영향에

관한 다중회귀분석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30.64, p<0.001), 공동

생산 참여 의향의 변동에 대해 18.3%의 설명력(R2)을 지닌다. 각 요인별

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능력으로 고려된 모든 요인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향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동생산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지적인 제약이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선 찾동 프로그

램에 대한 인지도는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0.220, p<0.001), 그 영향력 역시 개인의 능력 및 동기로 상정된 다른

어떤 변수들과 비교해서도 가장 크다(β=0.200).

한편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공동생산 참여에 대해서 지적인 제약이

작용할 여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마을공

동체 활동 참여 의향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0.046, p<0.05).

이는 높은 학력은 활발한 참여를 보장하는 반면, 낮은 교육수준은 오히

려 참여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 외에 금전

및 시간상의 자원제약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가구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보이고

있다(B=-0.048, p=0.003).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공동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는 점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B=0.073, p<0.1). 요컨대 능력 요인과 관

X26: 정서적 태도 더미(자기 자신/가족과 친척=0)
X27: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의 수준
X28: 정부성과 인식의 수준

인구사회학적

요인

(통제변수)

X31: 연령(만 나이) 수준
X32: 성별 더미(여성=1)
X33: 혼인상태 더미(기혼=1)
X34: 가구원 수(명)
X35: 가구 거주형태 더미(자가가 아닌 경우=1)
X36: 권역 더미(도심권=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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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

이는 이들은 높은 정책인지도, 고학력, 저소득, 그리고 경제활동에 참가

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인다.

둘째, 동기 요인으로 고려된 다수의 변수들이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

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시민성 중 정치적 참여와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했던 사

람일수록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는 태도를 피력하는 것으로 보이며(B=0.251, p<0.001), 그 영향력 또한

시민성으로 고려된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큰 편이다(β=0.113). 박애적인

참여의 경험 역시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증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

부 경험이 있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의사가 높았다(B=0.160, p=0.001). 이러한 경향은 자

원봉사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B=0.284,

p<0.001). 다만 투표에 활발히 참여할수록 공동생산 참여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영향은 아니었다.

한편 복지태도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에 매

우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적 태도와 관련하여 친

복지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공동생산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 역시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복

지책임주제에 대한 정서적 태도와 관련하여 복지의 일차적인 책임을 당

사자나 가족, 친척 등에 귀속시키는 이들보다는 공동체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이들의 참여 의향이 높았으나,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아니었다. 오로지 복지를 개인적 혹은 미시적인 차원의 문제로 인지

하는 이들보다는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및 국가 등이 책임이 있는 사회

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이들의 전반적인 공동생산 참여 의향만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B=0.080, p<0.05).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B=0.067, p=0.014)와 정부성과에 대

한 긍정적인 인식(B=0.164, p<0.001)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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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회귀계수의 크기로 판단컨대,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의 상대적인 영

향력은 지역사회 참여, 기부 및 봉사 등과 비교하여 다소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β=0.052). 오히려 동기 요인 중에서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

인 인식이 공동생산 참여를 증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β=0.142).

정리하자면 동기 요인과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가 적극적

인 이들은 지역사회활동에 활발히 참여했고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도 참

여해 본 경험이 있으며, 복지의 일차적 책임을 사회에 부여하고 있다. 아

울러 생활환경 전반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시정성과에도 긍정적인 인

식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B=0.099, p<0.05), 기혼자가 다른

경우보다(B=0.109, p<0.05), 그리고 비자가 거주자가 자가 거주자에 비해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개방적인 태도를 지닌 것으

로 나타났다(B=0.072, p<0.1). 또한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공동생산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B=0.066, p<0.001). 이 외에도 거주하

고 있는 일부 권역 간에 공동생산 참여 의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

고 있다. 기준 집단인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거주자들에 비해 서

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거주자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았

다(B=0.222, p<0.001). 도심권과의 이러한 차이는 서남권(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

다(B=0.106, p<0.1). 다만 나머지 지역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았으며, 연령 역시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사후검정으로서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

문제의 발생 여부를 진단하였다. 우선 전자와 관련하여 공차한계와 분산

팽창요인(VIF)을 산출하였다. 각 변수들의 공차는 작게는 0.413에서

0.896에 이르고 있어, 0.3보다 작은 변수가 존재하지 않았다. VIF 값은

작게는 1.12에서 크게는 2.42에 이르고 있다. 모형에 투입된 전체 설명변

수들의 평균 VIF 값 역시 1.59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게다가

후자에 해당하는 D-W 통계량 역시 1.744로 나타나 2에 가까웠다. 이를

통해 다중공선성 및 자기상관이 문제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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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영향요인

구분 B SE β t
공선성

통계량
공차 VIF

(상수) 0.191 0.192 - 1.00 - -
독립변수 1: 능력
정책 인지도 0.220 0.020 0.200*** 10.99 0.845 1.18

최종학력 0.046 0.020 0.054* 2.27 0.500 2.00

가구연소득 -0.048 0.016 -0.064** -2.95 0.603 1.66

경제활동 유무(활동=1) 0.073 0.038 0.036† 1.91 0.785 1.27
독립변수 2: 동기
투표 참여 0.027 0.016 0.029 1.64 0.896 1.12

지역사회 참여 0.251 0.040 0.113*** 6.22 0.846 1.18

기부 경험(있음=1) 0.160 0.049 0.063** 3.26 0.760 1.32

봉사활동 경험(있음=1) 0.284 0.062 0.087*** 4.58 0.782 1.28

인지적 태도 0.042 0.028 0.028 1.53 0.860 1.16

정서적 태도(개인/가족=0)

지역사회 공동체 0.029 0.047 0.011 0.61 0.800 1.25

민간시설, 단체/국가 0.080 0.037 0.041* 2.19 0.806 1.24

생활환경 만족도 0.067 0.027 0.052* 2.45 0.618 1.62

정부성과 인식 0.164 0.024 0.142*** 6.85 0.656 1.52
통제변수
연령 0.001 0.002 0.013 0.55 0.503 1.99

성별(여성=1) 0.099 0.039 0.045* 2.56 0.895 1.12

혼인상태(기혼=1) 0.109 0.045 0.054* 2.43 0.558 1.79

가구원 수(명) 0.066 0.019 0.081*** 3.39 0.491 2.04

가구점유형태(비자가=1) 0.072 0.037 0.037† 1.94 0.760 1.32

권역 더미(도심권=0)

동북권 0.085 0.058 0.038 1.47 0.413 2.42

서북권 0.222 0.063 0.082*** 3.54 0.524 1.91

서남권 0.106 0.057 0.048† 1.85 0.419 2.39

동남권 0.058 0.060 0.024 0.96 0.448 2.23

N 2,921 F(p) 30.64(0.000)

R2 0.189 Adjusted R2 0.183

Mean VIF 1.59 D-W 1.744
주: † p<0.1,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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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

실증분석 결과, 공동생산으로 고려되었던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

체 활동 참여에는 매우 복합적인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능력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정책 인지도, 최종학력, 가구연소득,

경제활동 유무 등은 참여 의향을 결정하는데 일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가 도출되었다. 동기 요인 중 시민성(지역사회 참여, 기부 및 봉사 경험),

복지태도(정서적 태도), 생활환경 만족도, 정부성과 인식 등 또한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공동생산 참여 의사를 결정

함에 있어 능력과 동기의 두 차원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다. 이하에서

는 먼저 능력 요인이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 해석, 그리고 가설검증의 결과를 논할 것이다. 이어

동기 요인이 해당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기로 한다.

1)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능력의 영향

우선 기존의 동주민센터가 복지기능이 강화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로 명칭을 변경한 사실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정책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찾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의향 역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가설 1-1> 지지). 즉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앞선

학자들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강력

한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Sharp, 1980; Van Eijk & Steen, 2016). 이와

관련하여 이재완(2014)은 실증연구를 통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

한 인지도가 주민참여를 증진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

과는 이러한 내용을 지지한다. 정책인지도는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를 의미하는 정책 리터러시의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한다. 정책 리터러시

의 격차는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불균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광호, 2008: 79-80), 공동생산에의 참여 또한 정책 인지도의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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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특정 정책에 대해서 알

고 있다는 것은 참여에 요구되는 절차나 규정, 참여의 채널, 세부적인 프

로그램, 편익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에서 정책 인지도는 개인이 체감하는 참여의 용이성의 차이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정광호, 2008; 이재완, 2014: 416-417). 결국 본 연구에

서와 같이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성의 차

이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정책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라면

참여의 용이성 또한 제약으로 기능할 공산이 크므로, 그만큼 본 활동에

참여하려는 태도 역시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이 보유한 자원과 관련하여 지적인 자원, 금전적 자원 및 시

간상의 자원은 모두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중 지적 자원을 제외한 금전 및 시간상의 자원이 찾동 프로그

램 참여 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예상과는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먼저 지적인 자원에 해당하는 최종학력이 높아질수록, 찾동 프로그

램에의 참여 의향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학력이 낮아

질수록 참여 의향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는 지적인 자원에 해당하는 교

육수준이 참여의 조건이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가설 1-2> 지지).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자일수록 주민참여나 공동생

산 참여 역시 증가함을 주장했던 앞선 다수의 연구들과도 일치한다(김혜

정, 2012; 송정안, 2016; 최지민 외4, 2015; Brady et al., 1995; Dalton,

2008: 73; Marschall, 2004; Sundeen, 1988). 일반적으로 높은 교육수준이

갖는 함의는 참여와 관련하여 가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지식이나 참여의

기술, 기회 등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풍부하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보다는

높은 이들이 더욱 높을 것이다. 게다가 높은 교육을 받은 이들은 참여의

기회에 자주 노출되다보니,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참여에 대해서 별

다른 어려움을 느끼지 않게 된다(Sundeen, 1988: 557).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수준은 공동생산 참여의 조건이자 일종의 제약요인으로 기능하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활동의 경우에는 그 취지상으로는 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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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나 집단을 이뤄 자율적·독립적으로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개

실상은 주민들이 사업을 구상하되 서울시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뒤, 지

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성을 내포한다(최

지민 외2, 2016: 32-33). 주지할 점은 사업의 구상이나 단계별로 요구되

는 각종 행정적인 절차는 개인이 소유한 지적 자원에 의해 상당 부분 영

향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비록 본 활동이 동주민센터를

거치더라도 이 과정에서 지적인 자원의 투입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수준이 낮은 이들은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고학력자들의 경우 참여기술이 풍부하고 참여의 기회에 노출된 정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다보니,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앞선 두 변수들과는 달리 금전상의 제약

요건인 가구연소득과 시간적인 제약을 나타내는 경제활동 참가는 본 연

구에서 설정했던 가설과는 정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가

설 1-3>, <가설 1-4> 기각). 우선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금전적인 제약

을 의미하는 가구연소득은 오히려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의 연소득이

낮을수록 찾동사업 참여 의향의 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의향이 줄어드는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곧 개인이 보유하고 있

는 금전적인 자원이 참여와 비례한다는 앞선 연구들의 결과 및 본 연구

의 예상과는 배치된다(최지민 외4, 2015; Brady et al., 1995). 적어도 서

울시민들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자원이 참여의 전제 조건도 아니거니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도 아니라는 것

이다. 오히려 저소득자일수록 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피

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이 찾동 프로그

램에의 참여 의향을 억제한다기보다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경제적인 유

인이 상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방적인 성격

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또한 큰 틀에서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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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매할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참여의 유인이 낮은 편이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이들은 이러한

정책이나 서비스의 편익을 시장을 통해 구매하기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

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획득할 수 있다는 유인이 더욱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Musso et al., 2001; 이재완, 2014: 429 재인용).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공동생산 프로그

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의사가 높다는 결과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

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다수의 주장이다. 즉 시간도 일종

의 자원인 바, 이것이 결핍되어 있다면 참여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송정안, 2016; Bovaird et al., 2015; Brady et al., 1995). 하지만 본 연구

의 결과는 시간적인 제약이 참여의 의지를 제한한다는 기존 연구들의 내

용을 뒷받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시간 제약

에 많이 노출된 집단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적어도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

향과 관련해서는 개인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참여의 조건도 아니거니

와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도 아닐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

과 봉사활동에 관한 전이이론(spillover theory)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노동이 갖는 양면성과 관련이 깊다.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면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의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는 사회적인 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는 야누스적인 성격을 내포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적 네트

워크나 참여 기회가 증가하며 봉사활동이나 시민적 참여에 요구되는 시

민적인 역량 또한 증대된다. 이에 시민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사

회적 참여를 수행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게 된다(Wilson, 2000:

220; Wilson & Musick, 1997: 252-253). 즉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사회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나아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도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으

로 추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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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할 때, 개인이 보유한 능력과 관련하여 정책 인

지도와 최종학력, 가구연소득, 경제활동 유무 등은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

의사의 적극성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

전 및 시간상의 자원은 참여에 요구되는 조건도 아니었으며, 나아가 그

것이 충분치 않은 이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도 아니었다. 오히려 자

원의 결핍은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적극성의 차이를 설명하는 수요 혹은

욕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동기의 영향

동기로 고려된 요인들 또한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성, 복지태도,

생활만족도, 정부 성과 인식 등의 변수들은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변수로 나타났다. 다만 여기서도 일부 변수들의

결과는 앞선 연구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언급할 것은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에 미치는 시민

적 기질의 영향이다. 본 논문에서는 시민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적 참

여를 나타내는 투표참여와 지역사회 참여, 그리고 박애적 참여 행태를

의미하는 기부 및 봉사활동에의 참여로 세분화하였던 바, 투표 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가설 2-1> 기각, <가설 2-2>, <가설 2-3>, <가설 2-4> 지지).

이러한 내용은 시민성이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임을 주장한 연구

(O’Brien et al., 2016) 및 정치적 관심이 공동생산 참여를 증진한다는 연

구(Marschall, 2004)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및 박애적

참여 활동의 경험이 주민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재완(201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즉 개인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적인 동

기에서 공동생산인 찾동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 참여나 자원봉사 및 기부 등의 활동은 일면 개인이

보유한 사회자본의 일부를 구성한다는 것이 기존의 논의이다. 개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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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수직적, 수평적 결사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연결(social

tie) 혹은 네트워크(network)가 확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범을 내재화하게 되고 다양한 참여의 기

회에 노출되며, 지역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을 인지하게 된다. 이는

곧 정치적인 관심과도 직결될 수 있는데(이재완, 2014: 427; Marschall,

2004: 232-234),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동생산 참여에 대해서도 보다 개

방적인 태도를 지닐 공산이 크다. 공동생산 프로그램 역시 일종의 시민

적 참여 유형의 연장선상에 놓인 활동으로 간주하고,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요컨대 시민들은 지역사회에서의 활발

한 참여 및 박애적 참여를 통해 더욱 많은 상호작용의 기회를 갖게 됨은

물론이거니와,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마을공동체 활동에도 전향적인 것

으로 보인다. 시민적 행태를 나타내는 정치적 참여와 박애적 참여는 공

동생산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동인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복지태도의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

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으

로서 정치적 성향을 포괄할 수 있는 복지에 대한 복합적인 신념으로서의

인지적 태도와 복지책임주체에 관한 정서적 태도를 고려하였으나, 오로

지 정서적 태도에 따른 일부 집단 간에만 전반적인 참여 의향의 차이를

보였다(<가설 2-5> 기각, <가설 2-6> 부분지지). 복지책임의 일차적인

주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민간복지시설이나 단체, 그리고 국가의 역

할을 선호하는 이들이 개인이나 가족, 친지 등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

는 집단에 비해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적극적인 의

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복지책임

주체로서 지역사회 공동체를 선호하는 이들 또한 다분히 복지를 미시적

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로 간주하는 이들에 비해 전반적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찾동 프로그램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해서는 일면 전통적으

로 상정되어온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이념성향이 작용하고 있는 것

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본 연구의 결과는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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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록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다는 앞선 연구들과 접점이 존재한다(이재완, 2014; Sundeen, 1988). 정

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대개 정부의 개입 자체 혹은

확대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진보 성향을

지닌 이들은 대체로 사회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개입

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특히 이러한 시각은 공동생

산에의 참여와 관련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 보인다. 공동생산 이

론에서 상정하듯, 공공서비스의 전달과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되면 종국

적으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과 품질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Ostrom,

1996: 1083). 다시 말해 시민들이 제도화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참여함

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인 바, 이는 앞선

후자의 정치적 성향과 접합점이 존재하는 반면 전자의 입장과는 배치된

다. 왜냐하면 공동생산에 참여한다는 것은 공공재나 공적 개입 등의 확

대에 동의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이다(Sundeen, 1988: 556). 이러

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역시 민관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격이 짙기 때

문에, 복지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이들이 그 반대의 경우에

비해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복지에 대한 인

지적 태도가 공동생산 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이유로는 복

지에 대한 개인의 신념체계가 매우 복합적이며, 심지어는 복지태도의 이

중성을 내포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최균·류진석, 2000). 성장과 분배, 보

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능력에 따른 비용부담과 전면 무상 방식, 그리

고 저부담/저복지와 고부담/고복지 등에 대한 선호는 개인마다 매우 상

이할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진보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라면 분배 중시,

보편적 복지, 전면 무상 등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소극적일 가능성도 농후하다. 물론 이는 그

역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복지태도의

다면성과 이중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활 영역에 대한 만족도 또한 기존의 논의와는 달리, 매우 흥미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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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인다.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수로 나

타났다(<가설 2-7> 기각). 즉 생활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마

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을 배가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생활 영역에

서 체감하는 불만족이 공동생산 참여의 동인이라고 주장한 앞선 연구들

의 결과와는 배치된다(Bovaird et al., 2016;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게다가 오스트레일리아의 사례를 통해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

이 공동생산 참여와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해당 변수를 영향요인으로 설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한 Alford

& Yates(2015)와도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생활환

경에 대한 만족도가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참여 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생활환경에 대해서 만족

한다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이재완, 2014: 427). 지역사회에 대한 심리적인 유대감은 일면 공

동체의 이익과 규범을 중시하는 영역성과도 연관되며, 이것이 높아질수

록 공동생산에 참여하려는 태도 또한 적극성을 내포함을 짐작할 수 있

다(O'Brien et al., 2017). 반면 생활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감소하는 것과도 일정 맥락을 같이 한다. 나아가 이는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찾동 프로그

램의 경우 일면 지역사회에서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한 복지공동체의

구축 등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바, 이것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반영 및 실

현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된다. 다만 해외 사례의 경우 이보다는 자기효능감이 참여에 주효한 영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생활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직접

적으로는 공동생산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Bovaird et al., 2016;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다만 여기서 주지할 점은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면 이는 자기효능감을 고양시키고, 높은 자기효능

감은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의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Parrado et

al., 2013: 99-101). 즉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감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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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공동생산을 증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지할 점은 기존의 해외 연구들의 결과와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정

부의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예측할 수 있

는 유용한 변수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시정성과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지

면 공동생산 참여의 의향 역시 증가하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정부성과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인 인식은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태

도를 촉발할 수 있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

서 상정한 <가설 2-5>는 기각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부성과의 하

락에 대한 인식이 공동생산에의 참여를 증진하는 기제로 작용한다거나

혹은, 이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는 상반된다(Alford

& Yates, 2015; Bovaird et al., 2015; Loeffler et al., 2008; Marschall,

2004; Parrado et al., 2013). 본 연구의 결과에서와 같이 제공되는 서비

스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호의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면 다양

한 정책적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 혹은 동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

음을 시사한다. 이는 정부나 정책을 향해 주민이 품고 있는 신뢰와도 밀

접한 연관이 있다. 정부의 성과에 대한 만족이 증가하면 정부에 대한 신

뢰 또한 상승하며(Van Ryzin, 2011), 이는 공동생산 참여의 증진으로까

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Fledderus et al., 2014; Fledderus & Honingh,

2016; 이재완, 2014).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서울시의 정부서비스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정부신뢰를 높이고(이현국·김윤호, 2014;

최지민·김순은, 2014), 나아가 이러한 신뢰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

동체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해외 사례들의 경우에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동생산에 참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자기효능감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증진시키는 효

과가 있다는 점 역시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성과의 쇠퇴에 대

한 인식에서 공동생산에의 참여가 촉발된 반면,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기효능감을 증진한다. 이어 높은 자기효능감은 공동생산 참여

를 직·간접적으로 높이는 동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Bovaird et al.,

2015: 18; Parrado et al., 2013: 99-100). 다만 앞선 생활환경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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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과 공동생산 참여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앞선 개인의 능력 요인만큼이나, 동기 요인은 공동생산으로서

의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나 박애적 참여와 같은 시민성 변인은 해당

활동 참여 의사의 차이에 관한 유용한 설명을 가능케 한다. 특히 최근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공동생산에의 활발한 참여는 생활영역이나 정부성

과에 대한 불만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적어도 서울시민들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족감이 매우 중요한 동인이라고 판단된다.

3) 공동생산 참여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

한편, 통제변수로 고려된 일부 변수들 또한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연령

이 높아질수록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는 연령이 공동생산 프로그

램에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Sundeen(1988)과 마을공동체 활

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재완(2014)과 동일하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공동생산 참여에 적극적인 태

도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앞선 일부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이재

완, 2014; Loeffler et al., 2008; Parrado et al., 2013; Riccucci et al.,

2016). 성별에 따른 공동생산 참여에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다보니 이에 깊이 동화되고, 지역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

라고 주장한다(Conway & Hachen, 2005; 김흥순·원준혁, 2013: 97).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 봉사자들에게는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젠더의 영역

이 존재하며, 여성들은 이에 끌리는 성향이 있음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여성은 돌봄이나 대인(person-to-person) 업무, 지위나 권력으로부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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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덜 받으면서도 비정치적인 일 등을 선호한다는 것이다(Wilson,

2000: 227-228). 이러한 맥락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하는 것은

여성에게 일정 부분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

가구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기혼자인 경우,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

리고 비자가 거주자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찾동 프로그램에

의 참여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기혼자의 사회참여가

두드러진다는 내용은 기존의 연구와 일치한다(이재완, 2014; Sundeen,

1988). 기혼자는 다른 경우에 비해 높은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

다. 기혼자는 다른 경우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에 포섭될 기회가

많고, 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의 이해관계도 커진다. 이러한

까닭에 기혼자가 공동생산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된다(Sundeen,

1988: 557). 최근 우리사회에서 혼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지만, 위

내용은 아직 찾동 프로그램에 주효한 것으로 추측된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진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많다

는 것은 이들이 지역사회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과

공공서비스에 높은 욕구(needs)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들은

공공서비스의 전달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편익의 일부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생산에 관심을 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Sundeen, 1988: 557-558). 대가족일수록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관련된 다

양한 서비스를 획득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택점유 형태의 경우 자가가 아닌 이들이 자가인 경우에 비해 공동

생산에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았는데, 이는 이재완(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거주형태가 자가인 경우에는 전세나 월세 등에 해당하

는 이들에 비해 시장을 통해 서비스를 구매하기가 용이하다. 이들은 자

가가 아닌 경우보다 부동산 혹은 자산소득이 높기 때문에 경제 및 생활

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적을 수 있다.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

한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을 통해 구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찾동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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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Musso

et al., 2001; 이재완, 2014: 429).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거주하는 권역에 따라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의사의 적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사회적인 맥락이 학교와 관련된 공

동생산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Marschall(2004)의 결과와는 상

이한 것이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도심권(종로

구, 중구, 용산구)에 비해 서북권(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과 서남권(양

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의 순으로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난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동남권(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에 거주

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은 도심권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이 또

한 다른 권역들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은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다양

한 차원의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Vanleene et

al.(2017)의 주장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실증분석을 통한 최종적인 가설

검증의 결과를 정리하자면, 우선 개인이 보유한 능력으로는 정책 인지도

와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았다. 반면 가설과 달리, 가구의 연소

득이 낮을수록 참여 의향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개인의 동기와 관련해서는 시민성, 정서적 복지태도, 생활만족도, 정부

성과 인식 등이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을 설명하는 유용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참여 중 지역사회 참여와 박애적 참여(기부 및

봉사활동 참여)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향을 증진

하고 있다. 정서적 태도와 관련하여, 복지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으로 돌

리는 집단보다는 사회에서 해법을 찾으려는 집단의 참여 의향이 높았다.

게다가 예상과는 다르게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 및 정부성과에 대한 인

식이 긍정적일수록 참여 의사가 증진된다는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되었

다. 이상의 분석 및 가설검증의 결과는 다음의 <표 4-9>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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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한 가설과 검증 결과
구분 독립변수 가설 결과

능력

정책 인지도 + 1-1 + 채택

인적자원

최종학력 + 1-2 + 채택

가구연소득 + 1-3 - 기각

경제활동 - 1-4 + 기각

동기

시민성

투표 참여 + 2-1 없음 기각

지역사회 참여 + 2-2 + 채택

기부 경험 + 2-3 + 채택

봉사활동 경험 + 2-4 + 채택

복지태도
인지적 태도 + 2-5 없음 기각

정서적 태도 + 2-6 없음/+ 부분채택

생활환경 만족도 - 2-7 + 기각

정부성과 인식 - 2-8 +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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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 중 마을공동체 활

동을 공동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로 선정하고, 주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의 참여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 데이터를 구득

및 활용하였다. 이론적 논의에 따라서 공동생산 참여의 주요 영향요인을

능력과 동기로 대별한 뒤, 이들 요인들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 t-검정, ANOVA 분석, 그리고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로 고려된 개인의 능력과 동기에 따른 찾동 프로그램에의 전

반적인 참여 의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공동생산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책인지도와 개인

이 보유한 지적자원을 나타내는 최종학력이 높을수록 전반적으로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의 수준도 높았으며 그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전상의 자원인 가구연소득의 경우에도 유사

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다만 시간상의 자원과 관련해서는 직장이 있는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에 비해 전반적 참여의사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었다.

둘째, 개인의 동기에 따라서도 공동생산에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시민성과 관련하여 투표 참여

의 적극성의 정도가 높으면 전반적인 참여 의향 또한 증가하였다. 기부

와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찾동 참여 의

향의 평균이 더 높고, 이러한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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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중 정서적 태도와 관련하여,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선호에 따라서

전반적인 참여 의향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일차적 책임주체를 ‘자기

자신/가족’으로 여기는 이들보다는 ‘지역사회 공동체’나 ‘민간시설, 단체/

국가’를 선호하는 이들의 참여 의향이 높았다.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에 대

한 만족이 높고 정부성과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면 전반적인 공동생산

참여 의향의 수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이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인의 능력과 동기의 양자는 찾동

프로그램 참여 의사의 적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개인의

능력은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의 정도를 결정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이 보유

한 자원과 관련해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찾동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이

증가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학력은 개인의 지적 자원이자 참여의 제

약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학력을 제외한 소득과 경제활동

유무가 공동생산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 및 본 연구의 가설

과는 다소 상이한 패턴이 도출되었다. 셋째, 가구의 연소득은 공동생산

참여의 금전상의 조건이자 제약 요인으로 상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소득이 낮을수록 참여 의사가 높아지는 상반된 결과가 도출되었

다. 넷째,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시간상의 제

약을 더욱 많이 받을 것이라는 가정과는 달리, 오히려 찾동 프로그램에

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자원제약이론

에서 상정한 내용과는 달리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사에는 오로지 지

적 자원만이 제약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는 반면, 금전 및 시간상의 제약

은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정책 인지도와 학력

이 높은 반면, 소득수준이 낮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능력만큼이나 동기는 공동생산에의 참여 의향에 대한 유용한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첫째, 시민적인 기질은 찾동 프로그램

에의 참여 의향을 증진하고 있다. 이 중 시민적인 참여 행태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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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사회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

일수록 찾동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었

다. 즉 정치적으로 적극적인 참여 행태를 보일수록 공동생산에도 활발히

참여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아울러 박애적 참여 행태와 관련하여,

기부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

들보다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이는 앞

선 정치적 참여와 유사하게, 박애적 참여 또한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증

진시킨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할 때, 시민성은 찾동 프

로그램 참여를 고양시킨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태도는 공동생산 참

여에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인지적 태도와 관

련하여,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 의향을 증

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정서적

태도와 관련하여, 복지책임주체에 대한 선호에 따라 전반적인 참여 의향

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의 주체를 자기 자신

(개인)과 가족에게 귀속시키는 이들보다 민간 복지시설, 단체/국가 등에

부여하는 이들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더욱 높았다. 즉 개인보다는 사

회를 복지책임주체로 인식하는 이들이 공동생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기존 연구 및 본 연구의 가설과는

달리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찾동 프로그램에의 참여 의향

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기존의 예상과는 달리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공동생산 참여를 추동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적어도 서울시

민의 경우에 공동생산에 대한 참여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동기 모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인구사

회학적인 특성이 참여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는 간접적이고 부분적인 수

준에 그친다. 오히려 본 연구는 개인 수준의 능력과 동기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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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함의

본 연구는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 중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 영향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으

며, 다음과 같은 이론 및 정책적인 함의를 가진다. 이론적 함의와 관련하

여 첫째, 본 연구는 공동생산 이론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

민센터 프로그램을 조명하고, 이러한 공동생산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의 첫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공

동생산의 개념, 유형, 효과 등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 비해 공동생산 참여

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부상하였으며, 여전히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과거 국내에서는 주로 경찰서비스를 대상으로 공동생

산의 효과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지만 일시적인 흐름에 그쳤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에 따른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강조되는 가운데

(김순은, 201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다시금 정책대안으로서의 공동생산

에 대한 관심이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에 관

한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지민 외4(2015)의 연구가 유일하다. 앞선 연구에

이어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한국적 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개인 수준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적어도 서울시민의 경우에는 앞선 해외 연구들과는 상이한 영향

요인들에 의해 찾동 프로그램 참여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일부 변수가 미치는 영향의 패턴이 서울시 찾동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선 개인의 능력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원제약이론

에서 상정하는 내용과 달리,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에는 금전 및 시간

상의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적을수록 참여 의

향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반적인

참여 의향의 수준이 높았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게다가 동

기와 관련하여 생활환경이나 정부성과의 쇠퇴에 대한 인식에서 공동생산

참여가 추동되는 정향을 보고한 해외 연구들과 달리, 적어도 서울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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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에서는 이들에 대한 만족감이나 긍정적인 인식이 참여 의향을 높이는

상이한 패턴이 발견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오늘날 서울시는 독거사, 양극화, 복지사각지대 등의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더욱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

다는 Marschall(2004: 241)의 통찰은 오늘날에도 설득력이 있다. 찾동 프

로그램의 도입 및 추진은 Joshi & Moore(2004)가 명명하였던 제도화된

공동생산이라는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관건은

본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능력과 동

기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주지할 점은 동주민센터를 통

한 마을공동체 활동에의 전반적인 참여 의향은 보통 정도에도 미치지 못

하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해결

에 대한 주민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만연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물론 본

연구에서와 같이 참여 의향만으로는 실제 참여를 예단하기에는 무리가

존재할 것이다. 의향은 실제 참여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에 찾동 사업에의 참여 의향이 실제 행태로 발현되도록 지지하거나 혹

은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

다(곽현근, 2015: 293-294). 앞선 많은 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정책이나

프로그램 차원의 개입이 효과적임을 지적하였던 바(Alford, 2009; 2012;

Jakobsen, 2013; John et al., 2013; Thomas, 2012), 본 연구의 결과에 근

거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14)

첫째,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동주민센터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에의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던 바, 이를 증진하기 위한 정

책적 대안 모색이 시급해 보인다. 앞선 기술통계 분석결과, 찾동 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14) 주지할 점은 정책적 접근의 주된 대상(target)을 능력이 뛰어나거나 참여를

위한 심리적 동기가 충만한 이들로 한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미 참여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밝혀진 결과에 기초하여 제도화된 참여의 틀 안으로 포섭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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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의 다각화 및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요구된다. 제도적 차원의 적극적인 복지정보 제공, 홍보

및 상담의 증대와 만족도 증진, 그리고 참여의 용이성 제고 등이 필요하

다(최지민 외4, 2015; Loeffler & Bovaird, 2016). 특히 오늘날 ‘복지동장’

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동·통장은 지역사회복지에서 구심점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는 바, 이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도모하는 것 또한 실

효성 있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 아산시 온양 3동의 민

관협력 네트워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당 지역은 동장이 지역사회에

산재(散在)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연결시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사

회적 자본의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전병관, 2015; 2013), 이러

한 모델을 참고하여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인적 자원과 관련하여 공동생산 참여에 지적인 제약이 작용하는

반면, 금전상의 자원 및 시간상의 자원이 충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높은 참여 의향을 나타남을 고려하여 참여의 접근성(accessibility)

또는 용이성을 증진하기 위한 전자 공동생산 체계를 구축 및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Clark et al., 2013; Meijer, 2011; 2014). 이와 관련하여 고려

해볼 수 있는 대안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네트워크의 활성화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공동생산은 비단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

다(Nabatchi et al., 2017: 6). 오프라인 활동에 정보기술을 결합한다면 활

동 과정에서의 경험이나 사회적인 규범, 감정의 공유가 가속화되어 참여

가 증진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Meijer, 2011; 2014). 특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공동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채널을 확대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증

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Clark et al., 2013). 현재 서울시는 찾아가

는 동주민센터 홈페이지와 SNS인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자는 2017년 9월 말에 폐쇄될 예정이며, 복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서울시복지포털’에서 찾동 관련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는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매체에 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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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 격차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다,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그칠 수

있다. 후자 또한 찾동 관련 정보의 홍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게시글

에 대한 호불호 표시의 창구로 주로 이용될 뿐 쌍방향의 소통 및 적극적

참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특정 매체에 관계없

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 및 활용이 가능한 찾동 사업만의 모바일 플랫폼

을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노하우나 성과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극대화하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서울시복지포털’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모바일서울’ 앱 등과도 연동하여 정보나 지식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동주민센터가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서는 일선

에서 동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시민들의 접근성 또한 극대

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은 정책 인지도를 높이고 자원의 제약을

완화하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동기와 관련해서는 크게는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

째, 시민성이 공동생산 참여 의향을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린 단위에서의 주민참여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모색이 필요

하다(이승종, 2015: 72). 특히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활동 참여 수준은 전

반적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던 바, 이를 증진하는데 방점을 두

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참여는 다른 참여의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시민의식의 고양에도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김혜정, 2012: 233). 이에

근린단위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을 제도적 참여의 영역으

로 포섭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곽현근, 2015). 다시 말해 소규모 공동체,

나아가 지역사회라는 근린 단위에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확대하고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근린참여

의 과정에서 시민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나 미비점에 대해 자연히 주

의를 기울이고, 보다 많은 참여의 기회에 노출된다. 이러한 참여 및 성취

의 경험은 주민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하며(곽현근, 2005: 308-309), 이

는 곧 공동생산 참여를 실질적으로 증대하는 촉매제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Parrado et al., 2013: 98). 생활수준에서의 참여 과정을 통해 생성

되는 사회적 자본은 공동생산 참여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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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 시민의식의 신장이라는 선순환의 고리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이러한 근린참여의 양태로는 입주자 혹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공동체(김순은·권보경, 2016; 최지민 외2, 2016), 읍면동 주민자치

회(김순은, 2014; 이승종, 2015: 72), 그리고 반상회, 부녀회 등의 동네조

직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곽현근, 2005). 근린자치의 활

성화 과정에서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

이다. 다만 오늘날 주민은 시민, 고객, 동반자라는 세 가지의 얼굴을 지

니고 있다는 점(Thomas, 2013), 주민참여는 시민과 공직자 간의 상호작

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Yang, 2005: 282-283). 공동생산은 주민이나 공동체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과도 지속적인 관계의 유지를 요하기 때문이다(곽

현근, 2015: 294; Bovaird, 2007: 847).

둘째, 복지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따라서 참여 의향이 상이하게 나타

났던 바, 복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개인보다는 사회에 복지책임을 부여하는

경우에 전반적인 참여 의향이 높았다는 것은 복지와 관련된 찾동 프로그

램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사한

다. 친복지적인 태도는 공동생산 참여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상

반된 정서적 태도는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다수의

연구들은 복지에 대한 공론(公論)의 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역설

하고 있다(박미경·조민효, 2016: 160; 유정호·조민효, 2016: 202; 이상록·

김형관, 2013: 21). 한국인의 복지태도는 선별적 복합 중심형, 선별적 국

가 중심형, 보편적 국가 중심형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박미경·

조민효, 2016). 이러한 원인으로는 세대 간 사회화를 나타내는 교육수준

과 이념성향의 차이가 지적된다(이상록·김형관, 2013). 청년세대의 복지

의식 또한 고부담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 잔여적 복지, 저부담 제도

적 복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는 신뢰, 민주주의 성숙도, 사회갈등

인식 등의 사회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개인 차원의 주관적 계층의식이

미치는 영향 또한 상이하기 때문이다(유정호·조민효, 2016). 이와 관련하



- 114 -

여 다시금 「서울시민복지기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적시하고 있다. 서울의 높은 물가, 지역별

생활격차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만든 선구적인

복지기준으로서 각 분야에 대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에 대한 내용을 수

록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한 중점사업들을 수행 중에 있

는데, 찾동 프로그램도 이 중 하나이다(이태수, 2016). 시민들의 복지의식

이 복지국가의 향방과 공공정책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유정호·조

민효, 2016: 172), 사회적 합의로 수립된 복지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각 정책과정에서의 공론화가 절실하다. 이는 찾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식의 골을 좁히고, 공동생산 참여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셋째, 생활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정부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이러

한 인식들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방공공서비

스의 품질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달성

될 수 있다.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불만과 오해를 해소하고 정부신뢰 등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Marschall, 2004: 241). 이에 기존의 성과평가방식을 개

선하고, 환류를 통해 이를 반영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공동생

산 프로그램의 평가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투입과 산출 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시민성의 증진에 얼마나 성과를 냈는

지까지 확대될 필요가 있다(Wichowsky & Moynihan, 2008). 찾동 1단계

사업백서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인

력을 몇 명이나 충원하였고 어려운 가정을 몇 건이나 발굴했는지, 비용

과 공간을 얼마나 개선했는지 등에 대한 고려는 물론 중요하다. 다만 향

후에는 성과평가의 범위를 앞선 내용들과 같은 산출(output)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과(end outcome)로서의 시민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할 것

이다.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은 단순히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

제해결을 넘어 공적가치의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Alford,

2011). 이에 찾동 프로그램의 최종적 성과로서 지역사회 및 정치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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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및 기관에 대한 신뢰, 내·외적 자기 효능감 등의 증진에도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Wichowsky & Moynihan, 2008: 917-918). 하지만 이러

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의 마련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꾸준한 지표 개발과 공론화가 요구된다. 성과평가방

식의 개선 및 피드백은 일차적으로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것

을 넘어 주민이 시민, 혹은 동반자로서 참여하는 기회의 확대를 통해 지

역사회의 환경이나 정부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제고하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시민들이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참

여하려는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이들이 보유한 능력과 내적인 동기가 동

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위에서 제시된 일련의 정책 대안들을 순차적 혹은 개별적으로 시행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하나의 정책 꾸러미로서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Bovaird et al., 2016: 64). 또한 이러한 정책적 접근

은 일차적으로는 시민들의 참여 의향을 증진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찾동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적인 참여행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

되어야 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의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

째, 2차 자료를 활용하다보니 누락변수(omitted variable)에 의한 편의

(bias)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자기효능감, 정부의 정보제공이나 상담에

대한 만족도 등이 공동생산 참여의 영향요인들로 거론되나, 이를 고려하

지 못하였다. 주민이 동반자로서 공동생산에 참여하려는 기질이 있음을

밝힌 O’Brien et al.(2017)의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인 기

질의 영향만을 상정했다는 점 또한 미비점으로 남는다. 후속연구에서는

경쟁가설의 배제를 위해 통합모형을 구성하거나, 최근 화두로 떠오른 넛

지를 활용한 실험설계를 통해 엄밀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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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동생산으로서의 찾동 프로그램을 마을공동체 활동으로만 한정

하였으며, 이에 대한 참여의 의향만을 고려하였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

적될 수 있다. 찾동 프로그램의 경우 마을공동체 활동 이외에도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는 자원봉사활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주위의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동주민센터나 구청 혹은 120다산콜센터 등에 제보

하는 행위를 통해 취약계층을 제도화된 복지의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사

전적인 성격의 공동생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활동 또한 고려해볼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마을공동체 활동과의 비교를

통해 세부적인 영향요인을 발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한편 참여 의향은

참여 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의향이 참여로 이어질 것이

라고는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에는 실제 공동생

산 참여의 행태로 연구의 초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 분석의 자료인 「2015년 서울복지실태조사」는 서울시에 거주하

는 주민들을 모집단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외적 타당성

의 한계를 내포한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의 다양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

에서는 해마다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시상 및 발표회’를 개최할

정도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이미 상당한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행정자치부, 2016).15) 아울러 서울시의 찾동 프로그램이 읍면동 복지허

브화 사업에 접목되어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 점쳐지는 상황을 고

려해볼 때, 향후에는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측정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존재한다는 점 또한 반드시 짚고 넘

어가야 하는 문제일 것이다. 복지태도 중 인지적 태도의 경우 구성타당

도는 확보되었으나 신뢰도가 통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측정의 신뢰도에 합리적인 의심이 개입될 여지가 존재하므로

15) 최근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서울시의 찾동 프로그램을 접목하기 위한 정책검토에 들어

갔다(내일신문, 2017). 찾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이는 후속 연구들을

통한 외적타당성의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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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태도의 해석에는 다소 주의를 요한다. 학계에서는 복지태도 척도의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뒤이은 연구에서는 신뢰도

와 타당도가 확보된 측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사례로 서

울시가 방점을 두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마

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을 탐색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정책과정에 시민들의 활

발한 참여 없이는 정부성과가 존재할리도 만무하다는 경구는 오늘날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Ostrom, 1996: 1083; Marschall, 2004: 242). 이러한

맥락에서 앞으로도 공동생산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

여의 영향요인 탐색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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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launched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gram since July 2015, triggering the

'a case in which three women living in Songpa-gu killed

themselves', which left a great shock and sadness in our society.

During the period of about 2 years, this project has created desired

achievements such as expansion of welfare workforce, improvement

of facilities of residents, breakthrough of poverty crisis and discovery

of welfare blind s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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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it is pointed out that the aspect of the local social

welfare system is underestimated in the process of being overly

institutional restructuring.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nation-centered welfare system, but it is necessary to balance other

forms of participation and local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re is a

need to revitalize citizen participation, that is, participation in

coproduction, in the delivery process of public services.

Nevertheless, the existing research and information for activat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gram is very limited. In other

words, there is no basic information about who participates in this

co-production program or wh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tion of 'Village

Community Projects through Community Service Center' in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gram as coproduction. Through this, I

inte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at can be used to establish

strategies for revitalizing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in the progra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lassified influential factors as ability

and motivation factors according to existing discussion. I set policy

literacy and human resources as constraints of participation. The

intellectual resources were considered for the final education. I

estimated the annual income of households as financial resources and

the economic activity as time resources. Motivational factors include

citizenship, welfare attitud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percep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Citizenship is divided into

voting,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charitable giving and volunteering activities, which is a pattern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lfare attitudes were classified into cognitive

attitudes and emotional attitudes.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I used data of "2015 Seoul Welfare



- 132 -

Act Survey" for 3,019 residents of Seoul. Based on this data, T-test,

F-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intention according

to policy literacy, final educational, and annual income, excluding the

presence of economic activity. The motivational factor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ccording to voting participation, donation and

volunteer activity experience, emotional attitude toward welfar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both

ability and motive facto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etermini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production program. In

particular, policy literacy on the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gram in relation to capacity factors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romoting participation i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through the Community Service Center.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active participation is in human

resources. This implies that there may be intellectual constraints on

coproduction participation. On the other hand, money and time

resources did not restrict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Rather, the lower the income, the more active was the

participation. Participation in economic activities showed a higher

participation rate than those who did not, despite the existence of

time constraints.

In terms of motivational factors, participation in community

activities among citizenship variables showed a tendency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hile voting participation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Those with experience of donation and voluntary

participation considered as philanthropic participation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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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ly more likely to participate than those who did not.

Welfare attitude had a limited effect on participation intention of

village community activity. The effect of cognitive attitude was not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emotional attitude toward welfare, those

who prefer social intervention represented by private welfare facilities

or organizations and countries were more active than those who

regarded the primary responsibilities of welfare as family, relatives.

Contrary to previous expectations, positive perceptions of satisfaction

with living environment and government performance increase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I presented a set of

policy implications for the activa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The need for diversification of education and publicity for

the promotion of policy awareness, the enhancement of access to

participation in human resources, the activation of neighborhood

participation system for the promotion of citizenship, the continuous

education for finding contact points of the divided emotional welfare

attitud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government

performance perception were presented.

This study selected Outreach Community Service Center Program,

which Seoul city is focusing on as a case of coproduc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has empirically identified the

multifaceted factors of ability and motivation to influence the people's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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