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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변단체에 왜 여전히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관변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유인과 관변단체의 조

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관변단체의 회원들은

주로 친밀감, 주위로부터의 인정, 성취감, 소속감 등의 유대적 유인과 봉

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이

념-규범적 유인으로 인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단체 활동에 따

른 정치적, 물질적 편익에 대한 기대 또한 존재했으나, 그 정도는 비교적

미미했다. 관변단체의 지역조직은 돈과 권력이 모이는 ‘대단한’ 곳이라기

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 하나였으며, 특별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권에 대한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구성

원들이 이들 단체 가입하게 된 계기 또한 지인의 소개 및 권유에 따른

것으로 우연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한편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관변’단체 문제는 주로 관변단체 지원으로

인한 세수 유출과 이들의 정치적 일탈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히

려 이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변성’은 정치,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행

정적 측면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지자

체의 요청에 따라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품을 제공하고, 행정기관의 손

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존재했던 정치-행정 양면에서의 일방적인 동원과 각종 이권

을 통한 보상의 동원 메커니즘은 사라지고, 행정당국의 요청과 이에 대

한 협조라는 다른 형태의 동원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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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살펴본바, 관변단체 회원들이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큰돈과 권력보다는, 보람과 인정이었다. 친밀감, 자기표현, 봉사활동

에서의 보람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방행

정의 보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변단체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보람과 인정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은 미

처 행정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하며, 지역에 대소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대한다면, 주민의 참여를 기본 전

제로 하는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

와 같은 과정을 통한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

고 전달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

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풀뿌리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관변단체, 지역조직, 참여요인, 유인 구조, 개인적 유인, 풀

뿌리 민주주의

학 번 : 2017-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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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관변단체(官邊團體)는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지

원, 관리되는 비영리단체1)’로 정부 지원 단체, 국민운동단체,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이 범주에 속한 단

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필요에 의해 설립되어 전국적 조직으로 발

전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 확립과 국민 생활의 물질적, 정신적 향상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한편 설립 명분으로 내세운 이념적, 생활운동

적 성격의 활동과 더불어 광범위한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한 지역주민들

에 대한 통제, 동원, 계도 또한 관변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이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 관변단체들을 둘러싼 거시적인 정치

환경은 크게 변화되었다. 먼저 1990년대 초 현실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

지고, 북한에 대한 우위가 확연해지면서 반공주의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이완되었다. 그리고 고도의 경제성장과 그 토대 위에 구축한 문화적 자

산을 바탕으로 국민생활의 물질적, 정신적 향상 또한 상당 수준 달성되

었다. 관변단체들이 내세운 명시적 목표가 일정 수준 달성됨으로써 그

들이 존속할 명분을 축소된 것이다.

한편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관(官)이 정치과정의 전면에서

퇴장하게 되었고, 민(民)과 관(官)의 관계가 역전되기 시작했다. 1994년

문민정부에서 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관권선거를 뿌리

뽑는 제도적 단초를 제공했으며(정상호 2001: ), 1995년 재개된 지방자치

제도는 지방권력까지 선거경쟁의 장에서 생성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1)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널리 통용되는 하나의 개념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학술적 용어
로서 적격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한 개념규정과 범주 등에 대해서는 기
존문헌 검토 과정에서 보다 면밀히 다루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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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급속도로 진행된 시민사회의 성장은 관변단체를 대체할

역량을 가진 다양한 시민단체들을 등장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이 그 동안

관변단체들이 수행해온 실질적 역할들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대로변의 회원모집 플래카드

와 이들 단체의 성금 기부, 봉사활동 등의 모습을 다룬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흔히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퍼즐은 이러한 지점에서 출발한다.

거시적인 정치 환경의 큰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들이 존속하여 활

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설명을 구조-제도-행위자를 중심으로 정리

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적인 측면에서 민주화 이후에도 국가-사

회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고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은 강한 국

가와 상대적으로 약한 사회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민주적 절차

에 의해 정통성(legitimacy)을 확보한 정부에서도 정책 및 입장을 지원해

줄 시민사회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그 역할을 수행해줄 시민사회단

체가 부재했고, 그 공간에 기존의 관변단체들이 자리 잡은 것이다. 두 번

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관변단체 지원제도가 법제화 되어있다. 관련법

들은 주로 민주화 직후, 1994년 선거법 개전 이전에 개정되었다는 점에

서 집권세력이 관변단체들의 조직적 역량을 포섭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

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에 따라 관변단체들은 법적 근거를 가진 단체로

서 지속해왔다.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메꿔 온 최말단의 행정 공백에 대

한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행정기관과 관련된 이들의 역할이 경로 의존

2) 이미 정부예산이 법적 근거를 통해 투입되고 있었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을 제외하고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은 각각 1989년 4월 1일, 
1991년 12월 31일에 예산보조, 조세감면, 정부재산의 무상대부 등의 지원 사항을 골자
로 개정되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경우 오히려 1999년 12월 31일 기금운용의 투
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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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위자’인

관변단체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춘 봉사단체 및 순수 공익단체로의 변신

에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점 또한 이들 단체의 존속에 대한 부정적인 여

론을 희석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관변단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시각, 즉 집

단수준의 분석에서 제시된 설명이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응해온 관변

단체의 ‘결과’와 ‘현상’을 현실의 맥락에 맞추어 해석하는 정태적이고 사

후적인 분석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정단체가 성립, 유지되기 위

해서는 구성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참여는 잠재적 구성원이 유인

(incentive)을 추구함으로써 실현된다(Olson 1965). 그러나 위와 같은 설

명은 단체의 핵심적 구성요소이자, 단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구성원

들에 대한 고려가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중앙조직과 지역조직을

뭉뚱그려 하나의 분석단위로 보는 시각 또한 바람직하지 못하다. 조직의

역할, 활동 양상, 주요 구성원의 참여요인 등 많은 측면에서 동질성보다

는 상이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지역

조직의 구성원들이 왜 여전히 단체에 참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한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면, 관변단체가 여전히 존

속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관변단체가 갖는 현재적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그에 해답에도 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체 구성원들이 왜 참여하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제기되는 공익성과 당파성

에 대한 의혹들을 규명하고, 그 ‘관변성’의 실체를 규명하여 이들의 역할

과 위상에 대해 온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은 관변단체를 주로 지역적 이익에 기반을 둔 이익집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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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권위주의나 반공주의와 같은 한국 정치의 특별한 경험 속에서

등장한 독특한 시민단체로 보았다. 만약 관변단체들을 이익집단으로 볼

경우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이 가진 공통의 특수이익이 무엇인지가 명확하

지 않으며, 시민단체로 볼 경우 관변단체들의 공익추구적 성격에 대한

지속적인 의구심이 제기된다. 따라서 관변단체 참여요인에 대한 개인수

준의 실증적 연구는 관변단체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편익을 규명함으로써

그 현재적 의미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참여를 촉진하는 유인

구조(incentive structure)에 대한 이해는 관변단체라는 현상에 대한 긍정

적,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 이들 단체들과 관련된 정치적, 정책적

대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지역조직의 구성

원들이 왜 여전히 단체에 참여하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즉,

본 연구의 관심은 관변단체 회원이라고 하는 개인 수준에 놓이게 된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기본적인 문헌연구와 함께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에 대

한 심층인터뷰를 통한 경험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올슨(Olson 1965)에

의하면 사람들은 조직의 목적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편익을 추구함으로써 조직에 가담한다. 본 연구에서도 올슨의

주장대로 참여에 따른 유인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

개인이 관변단체 참여와 관련하여 체감하는 개인적인 유인을 인터뷰를

통해 찾아내고 그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강원도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의 3개 유형에 속하는 관변단체들

이다. 분석대상 또한 연구 질문과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연구

자가 해당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가질 수 있는 접근성의 이점,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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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먼저 첫 번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방법, 분석 대상에 대

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두 번째 장은 기존문헌검토로 관변단체에 대한

나름의 개념규정을 통해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관변단체란 무엇인가

를 명확하게 밝히고, 선행연구 및 기존하는 사전적 정의의 한계를 지적

하고자 한다. 또한 관변단체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그 함의와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밝힐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는 기존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안적 접근방식

을 제시한다. 선행연구들과 달리 개인수준에서의 유인 구조를 분석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가 제시될 것이다. 관변단체를 집단 이론(group

theory)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추동요인

(push factor)으로써 개인적 유인의 유형들과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써 조직적 특성의 유형들을 제시한다. 네 번째 장에서는 3개 단체 각각

4인씩 총 12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관변단체 참여

영향요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연구자가 진행한 심층인터뷰의

조사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각 단체 구성원들의 참여 영향요인

과 이에 대한 분석, 그리고 종합적인 패턴 및 단체 간 차이 등을 제시한

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장에서는 연구를 정리하며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의 의미와 한계를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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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문헌 검토

제 1 절. 관변단체란 무엇인가?

‘관변단체(官邊團體)’라는 말을 글자 뜻 그대로 풀이해보면 ‘관(官)의

외곽(邊) 존재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같은 한자권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

에서도 ‘관변(官辺/官方)’은 정부 및 관공서에 관련되었다는 뜻으로 통용

되고 있으나,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통용되고 있지 않다(한국민주주의연

구소 2015). 한국 관변단체의 기원과 역할을 고려했을 때, 시민사회영역

의 형성에 있어 우리와 다른 경험을 가진 서구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찾

아보기 힘들며, 행정학에서 주로 언급되는 준정부기구(QUANGO:

Quasi-Autonomous NGO)도 한국의 관변단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합

하지 못해 보인다. 준정부기구(QUANGO: Quasi-Autonomous NGO)는

통상적으로 정부조직법에서 의해서 설립된 정부기관이 아니면서 정부의

보호 아래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상철 외 2005)으로 이해되는

데, 여기에는 정부가 투자, 출연, 보조, 위탁, 협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공사, 공기업, 연구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포함되기 때

문이다.

오히려 관변단체에 대한 이해는 위와 같은 제도적 시각 보다는 역사적

맥락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이다. 관변단체들은 권위주의

정권의 필요에 의해 비어있는 시민사회 영역에 만들어진 민간단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변단체’는 ‘과대성장 된 국가와 미성숙한 시민사회

(최장집 1993: 35-36)’라는 한국정치사의 독특한 맥락에서 생성된 특정한

단체의 유형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통용되고 있는 ‘관변단체’라는 용어는 그 동안의 거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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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변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 선입견(이

강웅, 허철행 2006)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용어로 적합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하

기에 앞서 이 글에서 다루고자하는 관변단체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문헌들에 제시된 관변단체에 대한 개념정의들을 살펴보면, 나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자들도 있으나,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비교

적 열린 형태의 개념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김영래(1996: 177)는 관

변단체를 ‘종속적 협력형’ 이익집단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면서 ‘정부나

관의 주위에 존재 또는 기생하는 단체’라고 규정했고,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에서 수행한 연구에서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 법률에 의해 공식적

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조직’으로 정의했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이강웅과 허철행(2006)은 관변단체를 ‘정부 지원단체’에 속하는 기형적

시민단체로 보고, ‘관변단체’가 시의성과 가치중립성이 부족하다는 면에

서 학술적 용어로 부적합하지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를 유형화 할 때

용이하다는 점에서 관변단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예슬과 김헌(2012)은 이강웅과 허철행의 개념을 수용함과 동시에, 앞선

연구들에서 제시된 관변단체의 특성을 소개하면서 비교적 열린 형태의

개념규정을 시도했으며, 관변단체를 준정부기구(QUANGO:

Quasi-Autonomous NGO)로 번역했다. 한편 도묘연(2016)은 관변단체들

을 정부주도형 NGO로 규정함으로써 여타 NGO와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가장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전의 정의를 살펴보

면,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두산백과), ‘정부

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지원받는 공익성

을 띤 단체’(네이버 시사상식사전) 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언론에

서 구사되는 관변단체의 개념 또한 이러한 정의와 유사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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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시된 관변단체에 대한 개념규정을 종합해보면, ‘정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자원에 대한 의존’, ‘정부의 의도와 필요에 복무’라는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

서 관변단체들을 살펴보면 위와 같은 정의들은 다소 적절하지 못해 보인

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화의 진전과 관련법 개정 등의 환경변화와 이

에 따른 관변단체 및 여타 사회단체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

다.

1987년의 민주화 이행은 정치적 측면에서 선거민주주의라는 절차적 최

소를 확립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영역의 성장을 가져왔다. 국가-사

회관계가 단방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불법의 영역에 속했던

시민사회가 국가의 영역과 합법적인 정치과정 상에 통합된 것이다(김선

혁 2006). 이 과정에서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점차 영향

력을 확대해 갔다. 그러나 새롭게 등장한 시민단체들이 단숨에 자생력을

갖추고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서구적 의미의 시민사회를 형

성할 수는 없었다. 새롭게 등장한 시민단체들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

부터 예산, 행정상의 편의 등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수혜하고 있으며,

이때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전적으로 정부에 손에 달려있으므로 정

부의 의도에 의한 지원과 육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진 신생 군소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존립의 문제

와 연관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오히려 기존의 관변단체들이 정부의 지원과 육성, 그리고 정부의 의도

와 필요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 관변단체인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자유총연맹의 경우 1960-80년대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얻은 자산을 바탕으로 한 자체 수입만으로 중앙예산의 95%이상을

3) 중앙일보. 2019. [로컬프리즘] 관변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 문화일보. 2019. “관변단체 
전락” 자조 속... 참여연대‘뒷북 권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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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는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진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물론

관변단체에 대한 ‘육성법’ 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이 현재 시행되고 있으

며, 각 지자체가 개별적인 조례에 따라 지원 이들 단체를 지원하고 있으

나, 95%에 달하는 재정자립도는 관변단체가 더 이상 ‘육성’의 대상이 아

님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관변단체들 스스로도 명칭을 ‘국

민운동단체’, ‘자생단체’ 등으로 변경해왔다. 그러나 관변단체들을 ‘국민운

동단체’나 ‘자생단체’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3대 관변단체 모두 일상적으

로 진행하고 있는 각각의 캠페인이 있으나, 지역 수준에서 구체적인 운

영 양상을 살펴보면 봉사단체의 변모에 가깝고, 여전히 운영비와 활동비

의 일정부분을 지방정부로부터 보조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관변(官邊)’에서 ‘관(官)’의 의미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시절 관변단체들을 설립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 동

원, 계도의 수단으로 이용한 ‘관(官)’은 지배자(ruler)로서의 권위주의 정

치세력과 통치자(governor)로서의 행정기관을 포괄하는 의미였거나 지배

(rule)하는 권위주의 정치세력 아래서 통치(govern)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기관을 의미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실질적인 정권교체가 시작되면서

통치자와 지배자가 헌법에 따라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제자리를 찾았고,

정부의 ‘의도’와 ‘필요’에서 정치적인 요소가 제거되면서 행정적인 요소만

이 남았다. 어떤 측면에서든지 ‘하향식 동원’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

다.

종합해보면 ‘정부에 근원을 둔 자원에 대한 의존’, ‘정부의 의도와 필요

에 복무’라는 특징만으로는 더 이상 관변단체를 규정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관변단체를 여타 사회단체와 다른 것으로 전제하고 이를

규정할 때, 중요한 것은 관변단체의 기원(origin)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관변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시절 정부의 필요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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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고, 광범위한 지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통제, 동원, 계도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제는 정부가 관변단체를 육성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지원하고 이에 상응하여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시간에 흐름에 따라 관련 법규의 개정은 관변단체들에

대한 지원의 명문화, 확대, 보장이 아니라, 지원 축소, 정치적 중립의무

강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

는 관변단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설립되어 육성되었으며, 현재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 관리되는 비영리단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국

민운동단체, 주민조직, 이익집단, NGO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이상의 관변단체의 개념에 포함되는 단체들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법적 근거는 미약하나 사실상 토지 및 건물

을 무상으로 임대받거나 지방비를 보조받는 임의 관변단체가 있고, 둘째

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민운동 조

직’이 있다(이은진 2004).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3대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후자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유형 중 법적 관변단체인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

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3대 관변 단체를 다룬다. 임의적 관변단체는

노인회, 체육회, 예술인 단체, 보훈단체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 단체

는 특정한 사회적 특성이나 직능을 대변하고자 하는 명시적 목표가 뚜렷

하다는 점에서,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이 거시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본 연구의 연구 질문에 적합

하지 않기 때문이다.

4)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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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3대 관변단체의 과거와 현재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변단체는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필요에 의해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일 것이다. 관변단체들은 정당성이 결

여된 권위주의 체제 유지 세력으로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해 줄

기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미성숙한 시민사회

세력을 대신하여 정부의 정책사업 홍보 및 지원에 동원되면서 유지되었

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다른 한편으로는 집권세력의 정권 재창출

을 위해 활용되었는데, 전통적으로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약한 한국정당

정치의 풍토에서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의 외곽조직으로 활용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은밀한 선거운동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지역적으로 최하위 수준까지 확산되어 있는 관변

단체 지역조직들을 고려할 때, 선거판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민주화 이후에도 제 집권세력들은 이들 단체를 포섭하기

위해 노력했다(김주완 2010).

권위주의 정부의 필요에 의해 등장한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단체, 바

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국가가 제시한 시대적 과제에 앞장섰다. 먼저 한

국자유총연맹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반공운동의 일환으로 창립된 아

시아민족반공연맹을 기반으로 한국반공연맹이 설립되었고, 이를 모태로

출범하였다. 이들은 대표적인 반공우익단체로서 1950-60년대 반공을 제1

의 국시로 제시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 반공이데올로기를 사회전반에 확

산시키는데 기여했다. 한편 새마을운동단체는 1970년 4월 박정희 대통령

의 ‘새마을 가꾸기 운동’ 제창으로 시작되어 압축적인 공업화를 통한 고

도성장의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소외되고 피폐해진 농촌의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여촌야도’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농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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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소중한 지지기반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을 위

로해야 했으며, 통제하고 동원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운동단체가

앞장 선 것이다(김대영 2002). 마지막으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0

년대 신군부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정화위원회를 모태로 출범했다. 1980

년 새마을운동에 대한 모방으로서 전두환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정화위는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의 강제적인 동원 메커니즘이었으며,

공직자 부정부패, 고액과외, 조직폭력배 문제 등의 가시적 해결을 통한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시도였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이 농촌을 동원

화 했듯이 도시지역을 동원 대상으로 삼았고, 제6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전환되었다(정상호 2001).

민주화 이후 1990년대에는 관변단체들에 대한 폐지론과 지원중단이 지

속적으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최하위 수준까지 확산되어있는

공고한 지역조직이라는 정치적 가치를 필요로 한 정권에 의해 번번이 무

산되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권에 들어서는 이들 단체에 대

한 정부지원이 증가했으며,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도 관변단체 정리와

지원 삭감을 추진했으나 지자체에서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면서 지원이

증가했다(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이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관

변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으나, 관변단체들은 지

속적인 구조조정과 역할변화를 통해 환경변화에 적응했다.

2000년대 이후 시민사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민간주도의

자생적인 주민조직이 생겨났고, 새로운 시민단체들은 점차 관변단체들을

대체할 역량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변단체들 또한 순수

민간단체 또는 봉사단체로의 변모를 시도했고 일정 수준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관변단체가 처음 등장한 1950년대 이래로 관변단체들은 정부의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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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광범위한 지역조직을 바탕으로 통제, 동원, 계도 역할을 수행해왔

다. 그러나 민주화 이행과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관련 법 및 제도의 변화

는 관변단체들이 수행해 온 역할을 변화시켰다. 정치적 동원은 불법화되

었으며, 정책적, 행정적 측면에서도 관(官)과 민(民)의 관계가 완전히 역

전되어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동원이 불가능해졌다. 즉, 이전의 동원의

개념에서 협조 요청과 지원의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이들 단체는 각각

의 고유한 사업과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외에 지역사회에

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행정 말단의 공백을 보조하고 있다. 한

편 산불, 수해 등의 재난 상황 대응과 올림픽 등의 대형 행사에서 지원

인력을 동원하는 역할 또한 이들의 몫이다. 즉, 현재 관변단체들은 하향

식 동원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

로 지역사회의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가운데 또 한 가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지역수

준에서는, 3개 단체 고유의 색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3개 단체

각각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민의식 고취, 공동체 발전이라는 명시적 목표

를 제시하고 지속해 온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제로 진행되는

활동들을 보면 별다른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의 경험적 분

석 대상인 강원도 강릉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3개 단체 모두 유사한, 또

는 동일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3개 단체는 모두 사랑의 김장, 어르신

잔치 및 식사대접, 연탄봉사, 모금 활동 및 장학금 전달, 취약계층 지원,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며,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9년 동해안 산불

당시에는 동일한 형태의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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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관변단체를 직접 다룬 연구들

관변단체가 한국정치사에서 수행해 온 공식적, 비공식적 역할들에 비

하여, 그동안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관변단체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치학적 시각에서 관변단체를 직접적으

로 다룬 연구는 드물다. 각종 매체에서는 관변단체가 민주화 이후에도

선거 시기에 특정 정당 및 정치인의 외곽조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

을 끊임없이 제기해 오고 있지만, 이는 법적 조치를 전제로 하는 정치적

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관변단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들은 주로 지역사회학과 행정

학의 지방자치연구의 영역에서 수행되어왔다. 먼저 이은진(2004)의 연구

는 도시지역 관변단체의 조직적 특성을 다루면서 관변단체를 통반조직과

국민운동단체로 구분하고 이들의 드러난 기능과 숨겨진 기능을 분석했

다. 관변단체들은 행정보조 및 행정적 동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

지만, 선거 동원, 조직 내부의 친목, 관청과의 네트워크 구성 등 숨겨진

기능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트포겔(Wittfogel 1957)과 니스

벳(Nisbet 1974)의 논의를 수용하여 아시아적 전제국가들은 매개조직을

통해 개인들을 간접적으로 지배했으며, 봉건왕조시대부터 관변조직은 국

가 형태에 조응하여 발전해왔다는 것에서 관변단체의 원형을 찾고 있다

는 점에서 흥미롭다. 더불어 자영업자들이 관변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집

단임을 식별하였고, 이들을 중심으로 한 풀뿌리보수주의와 지역적 차원

의 물질적 이해관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함의가 있다.

이강웅과 허철행(2006)은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지원단체인 관변단체들의 역할평가와 재편방향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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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논의했다. 조사결과 관변단체는 역할평가와 지원보조금의 타당성 면

에서 모두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었으며, 전면적인 폐지보다는 활동방향

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정예슬과 김헌(2012)의

연구는 그동안 관변단체에 대한 편중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제

도적 변화가 시도 되었으나, 경로의존적으로 남아있는 관변단체 편중지

원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관련법 개정에 따라

중앙정부의 편중지원 문제는 해소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의 편중지원 문

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정치학적 시각에서 관변단체를 직접 다룬 연구로는 민주화 운동

기념 사업회 산하의 한국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한국민주주

의연구소 2015)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3대 관변단체 12명의

실증면접조사를 통해 관변단체가 과거와 달리 상당부분 탈 정치화된 순

수 봉사단체로 변모했으며, 지역 민주주의 및 거버넌스를 매개하는 지역

커뮤니티로서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관변단체의 지역조직은 현재

지역의 가장 활발한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대체할 조직이나

집단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지역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

된 이들 단체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관변단체의 지역조직에 주목하여 지방정치 또는 지역정치와 연관 지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는 관변단체들이 가진 역량의 근원이 지역적으

로 동(洞), 리(里)단위의 최하위 수준까지 확산되어 있는 공고한 지역조

직에 있다는 것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도묘연(2016)의 연구 또한 관변단체들의 역할과 위상을 새롭게 평가하

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 연구는 관변단체와 자발적으로 설립된

NGO가 공존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특수성을 수용하여, 거버넌스 네트워

크의 관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단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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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연구들이 암묵적으로 관변단체들에 역할과 의미를 무시해온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로 인식하여 분석하였으며, 오히려 관변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민간주도형’ NGO에 비해 네트워크 관계에서 더 큰 개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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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관변단체 관련 연구들

관변단체를 지방정치와 연관 짓는 연구경향은 직접적으로 관변단체를

다루지 않았으나 다른 주제와 관련하여 관변단체를 핵심적으로 서술한

연구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지방의회와

비정부조직 간의 관변단체를 통한 연계의 긍정효과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연구(윤주명 200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5: 8에서 재인용)가 있

으나, 주로 관변단체들에 의한 지방권력구조 장악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

다.

민경희(1996)와 홍덕률(1997)의 연구는 지역사회의 권력구조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지역의 권력자들이 관변단체를 통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을 규명했다. 한편 정상호(2001)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영업 집

단을 지방정치의 핵심집단으로 식별하고, 이들이 관변단체를 통하여 지

방권력과 연합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자영업자들을 핵

심집단으로 하는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이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계기로 지

방의회에 진출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권력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이 연

구에서 흥미로운 것은 관변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이 자영업 집단임을

식별하고, 자영 상층과 자영 하층의 구분하여 각각의 역할과 구체적 이

해(interest)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자영업 상층은 관변단체에서 주로 임

원을 맡으며 구체적인 경제적 보상보다는 유력인사와의 친분형성 또는

정치적 충원의 가능성을 고려하며, 자영 하층은 관변단체 일반회원의 다

수를 점유하는데 규제당국과의 채널 확보 및 가시적인 경제적 보상을 추

구한다는 것이다.

하승수(2007) 또한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계기로 토호세력이 관변단체

를 기반으로 하여 제도권에 진출하였으며, 그 기득권을 더욱 공고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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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역사회의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2대 요인

으로서 중앙권력의 영향력과 더불어 관변단체의 영향력을 제시했다. 지

역사회에서 관변단체들은 지역 정치인을 충원하는 배출구의 역할을 하

며,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다. 강진연(2015)은 관변단체의 핵심참여 세력인 지역 자영업 집단의 최

상층에 위치한 지역 건설업자들과 지방정부, 지방의회가 지역성장 연합

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변단체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연합이 ‘풀뿌리 보수주의’의 사회적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박상필(2004), 김준기(2006), 임승빈(2006) 등은 관변단체를 NGO

나 시민단체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정부에 의도에 의해 설립되었으

나, 환경변화에 따라 관변적 성격이 희미해졌고, 이제는 시민단체와의 구

분이 쉽지 않으며, 구분하는데 실익도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관변

단체들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여타 민간단체들과 동일한 조건

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김영래(1996)는 이익집단에 대한 넓은

의미에서의 정의를 바탕으로 관변단체를 이익집단의 한 유형으로서 종속

적 협력형 이익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관변단체들은 권위주의 정부와 토호세력을 매개하는 ‘풀뿌

리 보수주의’의 사회적 기반이었으며,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와 함께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그 구성원들이 지방의회에 대거 진출하

여 지역의 지배구조와 ‘성장연합’을 공고화함으로써 특정지역에 기반하여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지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 독특한 시민단체

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관변단체들이 특수이익을 추구하

는 이익집단인지, 아니면 환경변화에 따라 스스로를 변모시키고 지역사

회의 일반이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인지의 여부가 아니다. 오히려 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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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이 아니며, 그 구성원들이 나름

의 편익(benefit)을 추구함으로써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집단이라는 것이

다. 그리고 그 편익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은 본 연구가 풀어내야 할 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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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비판적 검토

선행연구들은 관변단체를 구성하는 핵심집단을 식별했으며, 이들 단체

가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함의를 가진

다. 누가(who) 참여하며, 그 활동이 어떻게(how) 이루어지는지를 규명한

것이다. 이는 관변단체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변신하여 여전히 존립하

고 있는지에 대해 일정 부분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왜(why) 참여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

기 힘들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관변단체를 집단수준에서 분석 해왔다. 변

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가 왜 여전히 존속하는지에 해답을 제

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단체 구성원의 개인수준에서 왜 참여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관변단체의 활동이 누구(who)에 의해서 어떻

게(how) 이루어지는지를 살피는 것은 이미 존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관

변단체의 ‘결과’와 ‘현상’을 현실의 맥락에 맞추어 해석하는 것 일뿐, 관

변단체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리고 관변단체에 누가 참여하고, 누가 참여하지 않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로는 참여에 대한 정태적 이해는 가능하나 정치적이나 정책적으로

대안적 발전 방향에 대한 함의를 찾기 어렵다. 참여자의 연령, 소득, 직

업,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변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어떤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특정단체가 성립, 유지되기 위해서는 구성원

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참여는 잠재적 구성원이 유인(incentive)을 추구

함으로써 실현되기 때문이다(Olson 1965). 유인은 집단에 참여하는 개개

인이 체감하는 것이므로 집단수준의 연구로는 적절하게 파악하기 어렵

다. 각자가 처한 상황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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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면, 그것을 보다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적인 효용

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강원택 2000: 55). 특정 집단에서 집단수준

의 효용이 개인수준으로 자동적으로 전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사람들이 관변단체의 참여 요인들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관변단체의 현재적 의미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개

인수준의 연구를 수행한다. 즉 이 연구에서는 관변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보다 실증적이고 심층적으로 참여의 요인에 대해 분석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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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대안적 접근

제 1 절. 관변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선행연구 검토 결과, 현재의 관변단체들은 더 이상 권위주의 시기 중

앙권력의 주민 통제, 동원, 계도 수단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관변단체들은 민주화 이행과 관련법 개정, 지방자치제도 실시를

통해 관(官)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게 되었고, 여전히 말단 수준까지 확산

되어 있는 지역조직을 통해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이들은

특정 집단 및 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익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자발적 행위자로 볼 수도 있다. 즉 현재의 관변단체들은 주체

적 행위자이며, 다른 형태의 민간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의 자발

적 참여를 통해 유지된다.

그러나 관변단체 현상은 다른 형태의 민간조직들과 달리 이론적 측면

에서 살펴보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 동안 관변단체 현상을

직접적으로 다룬 체계적인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정

부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결사체들에 대한 연구의 맥락에서 관변단체 참

여를 분석할 이론적 맥락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현재 관변단체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연구의 영역

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NGO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

로, 그 개념규정에 있어 가장 널리 인용되는 샐러먼과 앤하이어(Salamon

& Anheier 1994)에 따르면, 공식적 제도화,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이윤배



- 23 -

분의 금지, 자기 통치, 자발성 등을 특성으로 한다(김영래, 이정희 외 공

저 2004: 499).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관변단체들은 NGO의 영역에 속해

있는, 또는 가까운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차원에서 수행되는 관

변단체들의 활동이 지역 시민사회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도묘연 2016: 90). 그러나 한국적 맥락에서의 NGO의

개념에 공익성과 비당파성이 강조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관변단체들이 그

공익성과 비당파성을 스스로 입증하기 전에는 NGO의 범주 안에서 관변

단체들을 살펴보기 힘들 것이다. 한편 NGO 관련 연구들은 NGO와 정부

의 관계를 다루는 거버넌스, NGO의 운영, 예산, 관리 등 조직 특성,

NGO와 사회자본 등 집단수준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관변단

체 구성원들의 참여 유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찾아보기 어렵다.

2. 이익집단(interest group)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개인들의 집합체로서 공통의 가치, 목표,

이익 등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조직된 집단을 의미한다. 이익집

단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들(Schattschneider 1942, Key 1954, Berry 1984

등)은 공통이익의 추구와 정부에 대한 독립성, 공공정책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이익집단의 핵심적인 특성으로 제시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영

래(1996)가 이익집단에 비교적 넓은 의미의 개념 규정을 적용하면서 관

변단체를 종속적 협력형 이익집단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익집단 개념의 용례를 고려할 때, 관

변단체가 특정 집단 및 세력을 중심으로 ‘이익집단화’되었다는 설명은 가

능하지만, 관변단체를 이익집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첫

째로, 관변단체 구성원들이 갖는 공통의 이익이 무엇인지 제시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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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특정한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이해관계와

관심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이익집단의 개념규정에 포함되는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직접적인 공직

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변단체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특정 정당 및 정파의 외곽조직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1995년 지방자치

제도가 재개되면서 구성원들을 대거 지방의회로 진출시키면서 지역수준

에서 정치적 충원의 풀(pool) 역할을 해왔다. 셋째로 공공정책에 대한 영

향력 행사의 측면에서 관변단체는 여타 이익집단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

인다. 마지막으로 그 기원(origin)적인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익집단들과 달리 관변단체는 국가의 필요와 의도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익집단과 관련된 고전적 연구들에서 관변단체 구성원들의 개

인적인 참여 유인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

다. 이익집단(interest group)은 기본적으로 ‘이익(interest)’과 ‘집단

(group)’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개념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초기의 이익

집단 형성이론은 벤틀리, 트루먼 등의 ‘집단(group)’연구자들에 의해 수

행되었다. 이들은 집단을 단순한 인간들의 묶음이 아닌 활동(상호작용)의

묶음으로 보았고, 이익활동이 있는 곳에 이익집단이 자연적으로 발생된

다고 주장했다. 반면 올슨(Olson 1965)은 집단적인 활동에는 별도의 이

유가 필요하며, 사람들은 그 이유 때문에 조직에 참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올슨이 제시한 그 이유는 조직이 제공하는 선택적 유인(selective

incentive)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절에서 참여 요인에 대해 보다 상세

히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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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사람들은 왜 관변단체에 참여하는가?

1. 추동요인: 개인적 유인

모든 집단은 활동을 전제로 형성되며 집단 활동(참여)에는 이유가 있

어야 한다. 사람들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

적인 이론적 맥락은 조직 참여의 동기를 개인적 수준의 유인으로 분석한

합리적 선택(rational choice)이론이다. 올슨(Olson 1965)은 무임승차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조직의 목적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구체적

이고 개인적인 경제적 편익을 추구함으로써 조직에 가담한다고 설명했

다. 즉, 조직의 명시적 목표 및 역할과는 무관할 수 있는 선택적 유인

(selective incentive)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리치(Rich 1980), 모우(Moe 1980), 워커(Walker 1983), 로젠버

그(1992) 등의 연구는 올슨의 경제적 편익 결정론과 상반되는 주장을 제

시했다. 사람들은 복합적인 가치구조(complex system of values)를 가지

며, 실제로 이념과 가치에 기반하는 조직들을 다수 관찰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직 참여의 유인에 대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을 제시

하는 연구로 윌슨과 클락(Wilson & Clark 1961)의 고전적인 연구가 있

다. 이들은 물질적-비물질적, 가시적-비가시적 요인들을 포괄하여, 물질

적(material), 유대적(solidary), 목적적(purposive) 유인(incentive)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들은 다양한 참여 유인의

일반적 유형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유형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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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관변단체의 참여의 추동요인(push factor)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유인(incentive)의 유형으로 정치적(political)

유인, 물질적(material) 유인, 유대적(solidary) 유인, 이념-규범적

(ideo-normative) 유인을 제시한다.

한편 로렌스(Lawrence 1981: 334-335), 고든과 밥척(Gordon &

Bobchuck 1959: 25)는 단체 참여의 유인체계를 도구적 참여

(instrumental participation)와 표현적 참여(expressive participation)로

분류했다. 먼저 도구적 참여는 단체 참여를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표현적 참여는 참여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며, 유무형의 편

익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참여자는 단체 활동을 통해 자기표현

의 기회를 얻거나, 이념-규범적 의무감을 충족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관

변단체의 구성원들이 관변단체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

는지, 아니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치적 유인과

물질적 유인은 도구적 유인(instrumental incentives)으로 분류하며, 유대

적, 이념-규범적 유인은 목적적 유인(purposive incentives)으로 분류한다.

학자
요인 유형

물질적 유대적
유대+목적

적
목적적 특수

Clarke et al.(1978) 개인-도구적 사회적 민주-정치적 당파적

Rich(1980)
자산가치

수호

동지에 대한

의무

시민적

의무,

이웃에 대한

헌신

Knoke(1988),

Knoke &Adams(1987)

물질적,

정보 선점적
사회적 규범적 로비

Schmitz

& Schomaker(1994)

물질적,

자기개발

사회-정치적

결과추구

목표달성,

목표지지

<표 2> 단체 참여요인 유형(곽현근 2006: 189를 발췌, 재구성)



- 27 -

1) 정치적(political) 유인

정치적(political) 유인은 관변단체들이 지방 정계진출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많은 수의 관변단체 인사

들이 지방의회에 진출했다(정상호 2001, 김주완 2010, 강진연 2015)는 점

에서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것이다. 정상호(2001)의 연구에 따르

면 1995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새마을운동단

체 출신 인사만 1300명 가까이 당선되었다. 특히 기초의원의 경우 전체

의 26.9%가 이들 단체 소속 또는 출신 인사로 각종 미디어에서는 이들

단체를 ‘제4당’으로 칭했다(정상호 2001: 172). 또한 현재에도 지방의회

홈페이지 게시되어 있는 지방의원들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관변단체의 직

함이나 활동이력을 흔히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관변단체들

은 여전히 지역적으로 말단 수준까지 확산된 공고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

며,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선거동원은 불가능하지만, 지

역정치와 관련하여 소위 ‘청운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관변단체는 여전

히 다수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

변단체의 전통적인 보수적 이념성향을 고려할 때, 보수성향의 인사들에

게는 정치적 유인이 더욱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인적 유인(push factor)

도구적(instrumental) 유인 목적적(purposive) 유인

정치적(political)

유인

물질적(material)

유인

유대적(solidary)

유인

이념-규범적(ideo-normative)

유인

<표 3> 개인적 유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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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질적(material) 유인

물질적(material) 유인은 소득 증대, 세금 감면, 부동산 가치의 상승 등

금전적 가치로 환산이 가능한 편익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관변단

체 참여와 관련된 물질적 유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보다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형태의 물질적 유인은 잠재적 고객이 형

성된다는 것이다. 대도시에 비해 유동성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거

래행태에서 비용(cost)-편익(benefit)에 대한 고려만큼 중요한 것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관변단체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구성원들은 구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비슷한 가격일 경우 같

은 단체 회원의 업체를 이용하려 할 것이며, 각종 자영업체를 운영하는

회원들은 다른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홍보, 소개 등의 ‘영업활동’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날 것이다. 또한 식당, 식료품점, 광고, 출판 등의 특

정 업종의 경우 단체의 공식 활동에 자신의 업체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

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비교적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형태의 물질적 유인은 관변단체 활동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는 것이다. 선행연구들에 제시된 것과 같이 관변단체에는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지자체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지역의 정책 사업, 규제 관련 정보, 행사관련 사항 등의 정보는 금전

적 가치로 환산 가능한 중요한 정보이다.

3) 유대적(solidary) 유인

유대적(solidary) 유인은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지위, 인

정에 대한 욕구, 집단정체감, 어울림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단체의 공식적 목표와는 별개로 단체를 유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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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인이다(Wilson & Clark 1961: 134). 특히 관변단체의 구성원들

은 인구유동성이 떨어지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적 특성을 오랜 시간 공유

한다는 점에서 조직 내부의 유대적 요인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

제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15)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관변단체 구

성원들의 가입 계기는 지인의 추천 및 소개로 나타났다. 또한 관변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얻는 긍정적인 평판과 임원 및 간

부 등의 직책을 맡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 관변단체 중앙조직 및

정부요인 명의 포상 및 표창 수상 등 또한 유대적 유인을 구성하는 중요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관변단체 구성원들의 연령이 주로

50-70대에 분포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질적, 시간적 여유를 가진

중, 노년층 구성원들에게 관변단체 활동은 유대관계 형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이념-규범적(ideo-normative) 유인

이념-규범적(ideo-normative) 유인은 개인이 체감할 수 있는 이념, 규범

등의 초개인적 가치의 추구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무, 책임감 등을 포함한다. 이념-규범적 유인은 주로 단체의 명시적 목

표와 직접으로 연관되며, 구성원 개개인의 사적 편익과 배치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반공의식 및 안

보의식 고취 등에 대한 추구가 이에 해당될 것이며, 바르게살기운동의 경

우 바른 시민의식 함양, 사회질서 구현 등의 가치를, 새마을운동의 경우

공동체 정신을 추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3개 단체 공히 봉

사단체의 변모를 보이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에 참여하며, 취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의식도 이념-규범적 유인을 구성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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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인적 유인의 변화

<그림 1> 개인적 유인의 변화

이상 제시한 관변단체 참여의 유인체계는 그동안의 환경변화에 따라

일정하게 변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관변단체를 둘러싼 거시적

환경의 변화는 관변단체를 포함하는 지역 권력구조의 변화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관변단체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incentives)들

의 근원(source)이 관(官)에서 조직 내부로 옮겨졌으며, 유인(incentive)

의 내용과 방식 또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과거에는 국가와 관청에서 비롯한 세재혜택, 장학금, 할인, 대출우

대, 특채 등의 물질적 혜택을 중심으로 한 물질적 유인과 반공주의 및

발전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한 이념적-규범적 유인이 크게 작용했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관변단체가 제공하는 핵심적인 유인은

회원들 간의 친소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유대적(solidary) 유인과 관변단

체 조직을 정계 진출의 플랫폼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유인의 비중

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유인이 주로 정부 및 관청

과의 공식적 관계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다면, 현재는 회원들 간의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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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친소를 관계를 중심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흡인요인: 조직적 특성

관변단체 참여에 추동요인(push factor)이 되는 개인적 유인만큼 중요

한 것은 흡인요인(pull factor)이 되는 조직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

직성 특성은 관변단체의 활동 수준과 조직의 역량 등 단체가 가질 수 있

는 영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관변

단체를 대체할 역량을 지닌 시민단체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은 더 이상

관변단체의 존재 자체가 유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관

변단체가 제공하는 유인의 근원이 관(官)에서 조직 내부로 옮겨졌다는

점에서 단체의 질적 측면이 더욱 중요해졌다.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쟈말티노와 원더스먼

(Giamartino & Wandersman 1983)는 조직 분위기 척도(GES: Group

Environment Scale, Moos & Humphrey 1974)를 이용하여 주민조직 참

여의 만족도와 조직 분위기 요인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열 가지

조직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를 제시했고, 그중 응집력과 리더십,

현실적인 과업목표의 세 가지 유형의 요인이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원더스먼과 플로린(Wandersman & Florin 2000)의 연

구에 따르면 주민조직 내부의 동지애, 조직의 구조화, 공식화 정도, 리더

십에 따라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상승하고, 참여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

다. 국내에서는 곽현근(2008)이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의 영향요인을

연구하면서 리더십, 응집력, 공식적 성격 등 조직 분위기(organizational

climate)가 주민참여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도

묘연(2006)은 이익집단의 활동조건이 이익표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

의하면서 이익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적 요인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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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목표, 자원, 리더십의 민주성, 재정후원, 갈등을 제시했다. 선행연

구들에서 제시된 조직적 특성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관변단체의 참여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

로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 응집력, 리더십, 자원, 사회적 평판의 다섯

가지 조직적 특성의 유형을 제시한다.

1) 목표

단체의 목표는 단체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며 동시에 활동

의 방식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베리(Berry 1977)에 따르면 단

학자 조직적 특성
Giamartino

& Wandersman

(1983)

cohesiveness, leader support, expressiveness, independence, task orientation,

self-discovery, anger&aggression, order&organization, leader control, innovation

Wandersman

& Florin (2000)
주민조직 내부의 동지애, 조직의 구조화 및 공식화 정도, 리더십

도묘연 (2006) 조직의 목표, 자원, 리더십의 민주성, 재정후원, 갈등

곽현근 (2008) 리더십, 응집력, 공식적 성격

<표 4> 선행연구들에서의 조직적 특성 유형

조직적 특성 (pull factor)

목표 응집력 리더십 자원 사회적 평판

<표 5> 조직적 특성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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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목표는 조직 활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며 동시에 이익표출

활동의 지침과 평가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도묘연 2006: 63). 이러

한 관점에서 단체의 목표는 단체가 추구하는 이익이 사익인지, 공익인지

에 따라 달라진다. 사익집단의 경우 단체의 목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기

보다는 로비 등 권력수준의 직접적인 활동을 선호하며, 공익집단은 단체

의 목표를 대중들에 알리고 설득하면서 동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관변

단체들은 국민운동단체로 공식적으로 공익집단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안보 견학 및 강연,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정신 함양 등 각 단체가 중

점적으로 추진하는 캠페인을 대중적인 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식적 목표의 추구는 앞서 제시한 이념-규범적 유인과 연관되

어 있으며, 일부 단체의 경우 보수적 이념성향과 관련된 활동을 전개한

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인과도 연관된다.

2) 응집력

단체의 응집력은 단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헌신, 참여, 소속감, 관심, 우

애 등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체의 조직적 역량을 결정하는 핵심적

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변단체의 응집력은 네 가지 유형의

개인적 유인 모두와 연관된다. 먼저 관변단체 활동에 대한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참여는 관변단체의 공식적 목표에 대한 공감이라는 이념-규범

적 유인의 체감을 통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변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대적 유인들은 관변단체의 응집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다시 더 큰 유대적 유인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관변단체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정치

적 유인 또한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잠재

적 구매자 또는 지지자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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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더십

리더십은 단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조정하는 기

술로써 이를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이며, 단체의 일체성을 확보하고

관련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역할을 의미한다(도묘연 2006:

66). 한편 리더십의 성격에 따라 단체의 의사결정과정, 대외적 관계 등이

결정되며, 현재 관변단체 지역조직들은 지속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수입구조가 찬조금, 기부금, 회비 위주로 형성

되어 있다는 점에서 리더의 역할과 자원동원 역량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4) 자원

자원은 관변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양적-질적 수단을 의

미한다. 관변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자원은 회원 수, 예산 규모, 조직의 규

모 등의 양적 자원과 회원의 인적구성, 유력 인사의 참여 여부, 관공서와

의 접근성 등의 질적 자원이 있다. 관변단체가 보유한 자원은 관변단체

가 구성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의 수준을 결정하는데, 단체의 모

든 활동은 단체가 가진 자원의 범위 내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사회적 평판

사회적 평판은 단체와 관련된 행위자 모두에게 표출되는 단체의 총체

적인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판(reputation)’이라는 개념은 주로 경영

학, 조직론, 마케팅 등 실무적인 분야에서 논의되어 왔던 개념으로 기업

과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지각하는 전반적인 매력을 의미하며

(Fombrun 1997),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에 대한 몰입과 만족도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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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노성민 2013). 관변단체는 처음 정부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정부와 시장 밖의 ‘제3섹터’에 위치해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역량

과 관련되어 사용되던 평판의 개념을 원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관변단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관변단체를 대

체할 역량을 갖춘 민간단체들이 다수 존재하는 가운데, 여전히 관변단체

에 참여하고 있는 이유를 알기위해서는 사회적 평판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다.

3. 분석틀

<그림 2>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관변단체 구성원들이 왜 관변단체에 참여하는지를 규명

하기 위해 위의 분석틀을 사용한다. 네 가지 유형의 개인적 유인은 관변

단체에 참여하는 구성원 개인이 체감하는 것으로 관변단체 참여에 있어

추동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한다. 한편 다섯 가지 유형의 조직적 특

성은 관변단체 참여의 흡인요인(pull factor)으로 관변단체의 조직적 역

량을 결정한다. 개인적 유인과 조직적 역량으로 구성된 두 범주의 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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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참여요인은 서로 상호작용관계에 있는데, 관변단체의 역량을 결정

하는 조직적 특성은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개인적 유인의 크기를 결정하

며, 구성원들이 체감하는 개인적 유인의 성격에 따라 관변단체의 조직적

특성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하는 두 가지 범주의

참여요인을 관변단체 구성원들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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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관변단체 참여 영향요인 분석

제 1 절 실증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행, 관련법 개정, 지방자치제도 실시 등의 거

시적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구성원들이 관변단체 참여하는 이

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강원도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

맹, 새마을운동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강릉시지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

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는 단체마다 4인씩 총 12인을 대상으

로 하였으며, 사례 지역의 선정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다.

1. 사례 지역 개관

심층 인터뷰에 대한 소개에 앞서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경험적 분석

의 사례가 되는 강원도 강릉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자 한다. 강릉시의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사항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강릉시는 2018년 기준으로 인구 21만5천여 명으로 전국 162개

시, 군 중(광역시 포함) 50위 정도의 중소도시이며, 강릉시민의 평균연령은

45.6세로 전국 평균 42.2세에 비해 높은 편에 속한다. 한편 인구 순 이동은

–392명으로 인구유출도시에 해당되며, 2018년 기준 전입은 32191명, 전출

은 32589명인데, 전체 이동 중 강릉시 관내 이동이 60%라는 점에서 인구

유동성이 작은 편이다. 마지막으로 강릉시의 면적을 살펴보면, 약 1041㎢로

서울의 약 1.7배에 해당되는데, 전국 기초 자치단체 중 6번째에 해당하는

비교적 큰 면적을 가지고 있다(자료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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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측면에서 강릉시는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

당의 대선후보들 중 단 한명도 강릉에서 보수정당 후보보다 많은 득표를

한 적이 없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촛불정국 이후에 치러진 19대 대선에

서도 근소한 차이로나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득

표율을 넘어섰다. 흥미로운 것은 1972년 10월 유신으로 헌정이 정지되기

이전의 강릉에서는 이러한 압도적인 보수 편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1963년 제5대 대선에서 강릉시민들은 박정희에게 41%를, 윤보선에

게 46%를 투표했으며, 7대 대선에서는 박정희와 김대중에게 각각 55 대

45의 투표했다.

한편 국회의원 선거를 살펴보면, 강릉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 계열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고 있다. 5대 총선에 당선된 김명윤과 14, 15대 보궐

선거 및 18대 총선에 당선된 최욱철을 제외하고, 강릉을 지역구로 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초대 대동청년당부터 자유당,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

당,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소속이었고, 이러한 지지 편향은 비례대표

투표에는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또한 지방선거를 살펴보아도 민선1기

시장 이래 모든 시장은 한나라당 계열 정당의 소속이었으며, 제4회 지방

선거부터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이 시작되면서 보수 편향의 정

치성향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강릉시의 경제적 특성을 엿볼 수 있는 사업체 구성 및 산업구조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강릉시의 사업체 수는 총

20,518개이며, 가장 많은 업종은 숙박·요식업으로 27.6%인 5,661개이며,

다음은 도·소매업으로 23.6%인 4,852개이다. 이어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이 2,235개, 운수업이 1,622개, 제조업이 1,263개, 교

육 서비스업이 1,015개, 건설업이 893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 39 -

649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93개, 부동산 임대업이 444

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75개,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

비스업이 358개 금융보험업이 248개, 정보통신업 104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6개, 농림, 임업 및 어업 38개, 광업이 26개, 전기·가

스·중기 및 수도 사업 13개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 효과가 높은 제조업

이 6.3%인 1,263개로 2차 산업이 매우 취약하다(자료 출처: 강릉시 통계

연보 2018 pp116-126).

강릉시 산업 구조를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농업, 임업, 어업

등 1차 산업이 0.3%,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차 산업이 18.4%에 불과

하며,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이

81.3%를 차지하고 있다. 3차 산업 가운데서도 약 70%가 관광과 직간접

으로 관련된 자영-서비스업 종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전체 자영

업자 비율이 25%임을 고려했을 때, 강릉시는 압도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자료 출처: 강릉시 통계연보 2018 pp109-114).

한편 강릉시는 삼국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영동지역의 중심지로 멀리

는 청동기 시절의 유적부터 최근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 까지 풍부한

역사, 문화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험준한 태백산백의 영향으로

수도권 및 강원 영서권과 분리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적

자원의 전파가 늦다. 그리고 이러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사투리 등 지

방색이 매우 강하고 ‘토박이’ 비율이 높으며 텃세가 심한 편이라는 평가

가 있다. 실제로 강릉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상당수가 강릉에 거주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계

(契)모임’, ‘다도회’ 등5) 토속적인 공동체 모임이 오랜 기간 활발하게 지속

되어 올 정도로 지역수준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발달된 모습을 보인다.

5) 향토문화전자대전 ‘강릉의 계 문화’, ‘강릉의 다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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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 인터뷰 개요

강릉시 3개 단체 12명에 대한 섭외는 1차적으로 인터넷 자료를 통해

지역조직의 임원을 파악한 후 직접적인 전화연락 및 지인의 소개로 진행

되었다. 1차 섭외에서는 각 단체 당 1인씩을 섭외한 후 이들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2, 3, 4차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 받거나, 선차 인터뷰 대상자에

게 후차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는 스노우볼(snowball) 표집 방식을 사

용했다. 섭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거부를 경험했으며, 대부

분의 경우 연락 두절의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인터뷰를 승낙한 대상자

들은 인터뷰를 통해 본 연구에 기여할 것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면서도 연락을 거부하지 않았고, 연구자의 거듭된 요청에 인터뷰를 승

낙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3개 관변단체의 중앙조직6) 및 지역조직의 임원들

로, 일반회원의 경우 활동기간이 한정적이며 참여정도(commitment)가 낮

다는 인터뷰 대상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면접 대상자 선별에서 제외했

다. 또한 성별 따른 차별성을 고려하여 각 단체마다 여성회원을 1인 이상

섭외하여 인터뷰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연령 또한 고려하려 했으나,

단체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압도적으로 50대 이상, 70대 이하의 범위에 분

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인터뷰는 주로

시(市) 지회 사무실, 개인 사무실, 카페 등 조용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녹취가 수월한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를 진행

하기 전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고지하고, 녹취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3. 인터뷰 대상자의 구성

인터뷰 대상자들을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우선 응답

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총 12인 중 7인이 60대 이며, 40대 후반 3인, 50

6) 강릉시 지역조직 활동으로 시작하여 중앙조직 임원으로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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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2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60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인터뷰 과

정에서의 답변에서도 단체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중반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대체로 관변

단체 활동에 무관심하고, 활동 권유에도 응하지 않으며, 70대 이상에서는

고령으로 적극적인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인터뷰 대상자들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주부, 영업직 등

단체 관련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기 용이한 일에 종사하고 있었다. 인터

뷰 과정에서의 답변에서도 단체 구성원 중 압도적인 다수가 자영업, 주

부, 은퇴자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장인들의 참여가 드물게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정치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당파가 5명이었으며. 이외의 정당에 대

한 지지표명은 없었다. 한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에

도 강한 이념적, 정책적 지지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번호 소속단체 직위 나이 성별 직업 지지 정당
정치참여7) 

경험
인터뷰 
날짜

1 자유총연맹8) 고문 61세 남
시의원(자영

업)
자유한국당 현역 시의원 10.17

2 새마을운동 부회장 66세 남 은퇴 더불어민주당 유 10.18

3 새마을운동 부녀회장 49세 여 주부 무 무 10.18

4 새마을운동 사무국장 46세 남 사무국장 무 무 10.18

5 바르게살기 지회장 68세 남 자영업 무 무 10.19

6 자유총연맹9) 중앙위원 56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유 10.24

7 바르게살기 동위원장 55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무 10.24

8 자유총연맹10) 전 부지회장 64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무 10.24

<표 6> 전체 응답자의 구성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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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뷰 질문 문항

연구 질문이 반영된 인터뷰 질문 문항은 질적 연구 방법을 고려하여

설계했다(Flick 2009, Creswell 2017 등).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인터뷰

나 질문지를 이용할 때 보다 비교적 개방된 형태로 구성된 인터뷰 상황

에서 조사자의 견해가 보다 명확해 질 것(Kohli 1978, Flick 2009에서 재

인용)이라고 예상하고,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실증적 분석을 시도했다.

따라서 질문의 깊이(depth)와 범위(range)를 점차 심화하고 개방성

(non-direction)을 점차 줄여가는 방식을 취하여 질문 문항을 [단체 현황

및 개인 사항 → 비구조화 질문(unstructured question) → 반구조화 질

문(semi-structured question) → 기타 질문 및 정리]의 순서로 작성했다.

인터뷰는 사례 지역의 강한 지방색을 고려하여 인터뷰 대상자와의 관

계(rapport) 형성을 위한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는데, 천재지변, 지역 현

안, 출신 학교, 군 생활, 거주지 등에 관한 대화로 연구자가 외지인이나

낯선 상대가 아님을 알렸고, 이를 통해 인터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

었다. 또한 응답자에게 얻은 답변은 시간차를 두고 유사한 질문을 다시

제시하거나 다른 응답자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재확인하고자

7) 입후보, 선거운동 등 제도적 의미에서의 참여 및 항의 등 비제도적 형태의 적극적 참여
를 본인이 밝힌 경우 

8) 3개 단체 모두 경험
9) 새마을운동 동 협의회장 경험
10) 바르게살기운동 동 협의회장 경험
11) 자유총연맹 회원 경험

9 새마을운동11) 동 협의회장 49세 남 영업직 무 무 10.25

10 바르게살기 동 위원장 64세 여 자영업 자유한국당 유 10.26

11 바르게살기 여성회장 64세 여 주부 무 무 10.26

12 자유총연맹 중앙위원 69세 여 주부 자유한국당 유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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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질문 문항

단체

현황

및

개인

사항

- 지역 회원 규모는 얼마나 되나?

- 재정적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회비(찬조금)를 낸다면 얼마나 내는가?? 임원의 경우 더 부담하는가?

- 얼마나 자주 모이는가?

- 회원은 어떻게 충원되나?

- 지역의 다른 조직과 연대 또는 연합으로 활동하기도 하는가?

- 구체적인 활동 내용 및 방식은 어떠한가?

- 해당 단체에 가입한 시기는?

- 단체에 가입하게 된 동기, 또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무엇이 있나?

- 소속 단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 본인의 활동비는 어떻게 충당되나?

- 본인이 주로 하는 활동의 내용과 방식은? 또는 본인의 역할은?

비구조화

질문

- 진행 중인 활동 중 가장 지역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진행 중인 활동 중 가장 선호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 현재 단체 활동에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

- 단체 활동에 왜 참여하는가?

반구조화

질문

<참여 유인 일반>

- 단체의 회원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 다른 사회단체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 회원들은 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유대적 유인>

- 주로 어떻게 친목모임을 가지는가? 공식적인 모임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비공식이고

친목적인 모임이나 관계도 많이 가지고 있는가? 예를 들면 술자리라든지?

- 단체 활동을 하면서 인간적인 유대나, 사람을 사귀는 즐거움을 크게 느끼는가?

- 단체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 단체 내에서 친해진 사람들이 많은가?

<이념-규범적 유인>

- 단체의 목표, 이념 등에 얼마나 공감하는가?

- 단체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

각하는가?

- 단체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거나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가?

- 단체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가?

<물질적 유인>

- 활동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과 활동비 등이 있는가?

- 회원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표 7> 인터뷰 질문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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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에 참여함으로서 사업상 여러 가지로 서로 상부상조 할 수 있을 텐데, 주로 어떤 측

면에서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행사에 납품을 한다든지, 직간접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든지?

<정치적 유인>

- 선거 출마 및 정당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가? 지지 정당이 있는가?

- 여야 좌우 없이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

- 공직진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가?

- 말씀을 들어보니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 회원 및 임원들을 살펴보면, 정치활

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단체에서 지방의원을 몇 명이나 배출했는가?

- 단체의 입장에서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도움이 되나?

- 단체 활동이 실제로 정치활동(의정활동, 선거)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가? 좋은 평판

이라든지, 인지도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참여 요인의 변화>

- 처음 가입 또는 활동을 시작했을 때와 현재, 가장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 민주화, 관련

법 개정, 지방자치제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나?

- 예전과 지금을 비교해볼 때, 행정기관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더욱 중요해졌

나? 아니면 더 소원해졌나?

- 예전보다 지금 행정기관과의 관계보다는 회원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나?

- 예전에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진 활동비나 수당, 판공비 등이 있는가?

- 우리 단체에 대한 나의 평가는 어떠한가? 과거랑 달라진 것이 있는가? 주위 사람들에

의한 평판은 어떠한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예전보다 더 공직진출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많아졌나?

- (단체에 따라) ~~ 이후 ~~한 발전방향이 제시되고 했는데, 실제로도 우리 단체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현재 단체의 공식적 활동 목표와 방향은 ~~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예를 들어 예전과 달리 지금은 지역사회에 알맞은 현안이 많이 반

영된다던지?

- 중앙조직과 우리 지역조직의 관계는 어떠한가? 교류가 많은가? 아니면 독립적인가? 예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회원들 간의 결속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는가? 강하거나 약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

고 생각하는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더 강해졌거나, 약해졌거나?

- 단체의 의사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나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는가? 예

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임원의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형식적으로는 어떠하며, 실질적으로는 어떠

한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회원의 규모, 단체 재정이 예전에 비해 어떻게 변했는가?

- 회원들의 인적구성에는 변한 점이 있는가? 예를 들어 요새 상대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많이 늘었다든지? 사업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든지?

- 단체 활동을 통해 시청 공무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은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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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실제 인터뷰 상황은 설계된 질문의 순서대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응답자들은 관변단체의 임원을 맡은 사람들로 외향적이며, 사교성이 있

고, 구술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질문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연구자

의 질문을 앞서 나가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이 경우에는 준비된 질문지

에 체크하면서, 건너뛴 문항을 다음 순서에 묻는 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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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변단체 지역조직 참여요인에 대한 실증

조사 분석

1. 한국자유총연맹

1) 활동 현황

인터뷰 결과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자총) 강릉시 지회에는 현재 17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 150여명이 실제 활동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릉시에서 작성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119명의 회원

이 활동 중인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읍면동 분회장 아래

의 일반회원들은 회원 명부에 등기되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답자의 답변에 따르면 외연의 확장을 위해 가입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유령회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명부상으로도, 실질적 활동에

서도 강릉시의 3개 단체 중 가장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한편 자총회

원들의 가입동기를 살펴보면 선행연구(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결과와

동일하게 전적으로 지인의 소개 또는 권유를 통해 자총 활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총 강릉시 지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먼저 지회장을 중심으로 하여

지회장을 보좌하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 고문단이 있다. 지회장은

취임 시 1200만원을 출연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수시로 찬조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재력이 뒷받

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로 중간 규모 이상의 자영업을 운영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회장을 맡아왔다. 지회장을 지원하는 고문의 경우

주로 전, 현직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 해병대 전우회장, 농협간부출신 등

지역사회에서 지명도를 가진 인사들이 충원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



- 47 -

장을 도와 강릉시 지회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은 주로 지회장

과의 친분을 통해 영입되거나, 기존 활동 회원이 맡고 있으며, 거의 전원

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시 지회장 아래에는 부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있으며, 사무국 밑에 청년회와 여성회, 읍면동 분회가 있는데, 이 조직들

은 모두 읍면동 단위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청년회와 읍면동 분회

장들 또한 거의 대부분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여성회원들도 주부

뿐만 아니라 자영업에 종사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3개 단체 중 자총에 자영업 상층과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고문
자문위원

지회장 운영위원

사무과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부지회장

청년회
여성회

읍면동 분회

<그림 3> 한국자유총연맹 강릉시지회 조직도

자총 강릉시 지회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중앙조직 지원 예산, 지회장

및 임원들의 출연금 또는 찬조금, 일반회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자총 강릉시 지회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55,9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비, 민간경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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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명목으로 각종 행사 진행에 사용되는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주로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 안보사적지 순례,

안보사전 전시회, 6.25 전쟁체험, 새터민 관련 행사 등 안보 및 반공과

관련된 행사 진행에 사용되고 있다. 한편 시 지회장이 지출하는 출연금

또한 단체 운영에 있어 중요한 재원으로 작용한다. 자총이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안보 및 반공 관련 행사에 투입되는 예산조차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충당하기 힘들며, 취약계층 지원, 수해복구 등의 각종 봉사활

동과 회원모임에도 상당한 금액이 요구되는데, 이 부분을 지회장을 비롯

한 임원들의 출연금과 찬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일반회원들

이 매월 납부하는 2만원 상당의 월 회비는 회원 모임의 식사비로 활용되

고 있다.

2) 응답자의 특성

자총 강릉시 지회에 소속된 4명의 응답자는 모두 강릉시 지회의 전,

현직 임원으로 남성 3명, 여성 1명이며, 남성의 경우 모두 자영업에 종사

했거나 종사하고 있고, 여성회원은 주부였다. 이들의 응답과 직업적 특성

으로 미루어 볼 때, 단체 활동을 위해서는 시간적, 물질적 여유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응답자들은 모두 자유한국당을 지

통계목 2019 주요사업

계 55,900,000

운영비 14,400,000 인건비(사무국장), 소모품 비용, 각종 공과금 등

민간경상보조 17,500,000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보조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안보사적지 순례

민간행사사업 20,000,000 6.25 체험 지원 사업(도비 50%, 시비 50%)

<표 8> 강릉시의 자유총연맹 강릉시지회 지원내역(강릉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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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및 새마을운동단체 소속의 응답자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응답자 1은 자유한국당 소속 현직

시의원이며, 응답자 6의 경우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지방선거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응답자 12는 보수적 이념성향을 강하게 표

출하면서 보수 정치인과의 친분 및 시위 등의 비제도적 정치참여의 경험

이 있음을 밝혔다. 이는 자총이 여전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단체임을 나

타냄과 동시에 강릉지역의 보수적 정치성향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회원의 충원이 이념적 성향 보다는 지

인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면서 자총의 이념적 성향이 희미해졌으며, 새롭

게 가입한 회원들의 경우 자총의 이념적 성향을 크게 인식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집단수준에서는 과거와 같은 압도적

인 이념적 편향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중 1, 6, 8은 지인의 권유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단체 회원들

중 자발적으로 찾아와서 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진술했다. 응답자

들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여러 단체 중 어느 단체에 가입하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본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지인이 어느 단체의 소속인지가 가장

중요하며, 단체의 성격은 큰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

번호 직위 나이
성

별
직업 지지 정당 정치참여 경험 인터뷰 날짜

1 고문 61세 남
시의원(자영업

)
자유한국당 현역 시의원 10.17

6 중앙청년위원 56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유 10.24

8 전 부지회장 64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무 10.24

12 중앙여성위원 69세 여 주부 자유한국당 유 10.27

<표 9> 자총 소속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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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 경우 가입과 동시 임원을 맡으며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업상의 필요로 인맥을 넓히고자 자원해서 가입했음을 강조했으며, 관

변단체 활동을 통한 물질적 유인을 강하게 표출했다.

응답자 1의 경우 강릉지역의 3개 관변단체 조직에 모두 참여해본 경험

이 있으며, 응답자 8의 경우 바르게살기운동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

다. 이들의 진술에 따르면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은 3개 관변단체를 포함

하여 번영회, 주민자치위원, 안보협의회, 각종 봉사단체 등 다양한 단체

에 중복적으로 가입하고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적어도 관변단체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만큼은 각 단체의 공식적 성격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응답자 4명의 활동기간을 살펴보면,

응답자 1은 30년 이상, 6은 20년 이상, 8은 10년 이상, 12의 경우 40년

이상으로 비교적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민주화, 관련법 개정 등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여

전히 관변단체 참여에 따른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4인의 응답자들은 주로 50대 이상의 자영업 종사자 또는 경제적

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정치적 성향이 비교적 뚜렷했으며, 지역사회

의 다양한 단체와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특

성과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강릉시 자총의 구성원들은 주로 자영상층

으로써 단체의 성격보다는 인맥 네트워크에 따라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정치적, 이념-규범적 유인을 강하게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개인적 유인

자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

(정치적, 물질적, 유대적, 이념-규범적)의 참여 유인을 모두 체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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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대체로 정치적 유인과 유대적 유인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른 2

개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에 비해 자총소속의 응답자들은 개인적 유인의

특성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냈다. 응답자 8의 경우 물질적 유인을 가장

뚜렷하게 표출했으며, 지방선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정치적 유인에 대해 명확히 진술했다. 그리고 반공연맹 시절부터 4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여성회원의 경우 이념적 지향이 명확했으며, 단체

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및 주변의 인정에 대한 만족감을 뚜렷하게 나타냈

다.

(1) 정치적 유인

먼저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강릉시 자총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보

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이것이 자총의 이념적

성향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정치적 특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술했

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자총 강릉시 지회에서는 현재까지 대략 6인의 지

방의원이 배출되었으며, 단체 활동은 지역수준에서 정치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적극적이고 성실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명도와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응답자

개인적 유인
1 6 8 12 자유총연맹

정치적 유인 강함 매우 강함 보통 악함 강함

물질적 유인 약함 보통 매우 강함 약함 보통

유대적 유인 강함 강함 매우 약함 매우 강함 강함

이념-규범적

유인
강함 매우 강함 매우 약함 보통 보통

<표 10> 자총 소속 응답자들의 개인적 유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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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는 선거 시기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한다. 한편 단체의 회원들은 같은 회원이 선거에 출마

할 경우 당적, 이념 등에 상관없이 밀어주는 분위기이며,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는 구성원이 전체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런 사람(정치지망생)도 있어요. 많죠. 그러니깐 한 30%는 된다고 봐

야죠. 000도 그런 축이잖아. ..........(중략)........ 아무래도 의정활동에 많

이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의견 수렴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봐야

죠..........(중략)........

[응답자1 2019.10.17]

응답자 6은 자총뿐만 아니라 3개 관변단체 모두 정치적 유인이 상당하

다고 진술했다. 단체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

문에 뚜렷한 목적 없이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러나 자총의 임원 또는 회원 중 지방의원에 당선된 사례는 생각보다 많

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3개 관변단체 뿐만 아니라 지

역의 여러 민간단체 중복적으로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관변단체라고 해서

특별히 더 큰 정치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최근에

는 선거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념적 성향이 강한 자총의 경우 보수

적 편향을 중심으로 정치적 유인이 형성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에는

임원진의 지인들을 위주로 회원영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총의 이념

적 성향이 희미해졌으며, 신규 회원들은 그동안 자총이 가져왔던 이념적

성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단체 회원이 출마하게 되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지지하는 편이며, 실제로 민주당 계열 정당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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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을 통해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총 회원도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관변

단체의 이념적 편향과 선거동원은 기존에 알려진 것만큼 문제적 양상을

띠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답변으로 미루어 볼 때, 자총의 기

원과 역사적 경로로 인한 이념적 특성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나, 이념

적 성향을 중심으로 모이거나, 이념적 지지를 결집을 하는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자총이든,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이 보면 다 자체적인 맥락은 있어,

있는데, 그 맥락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면 이걸 다 이용해서 정치 쪽으로

간단 말이야. .........(중략)........ 보통 내가 해보고 여러 해 지나고 보면,

그래. .........(중략)........ 나도 0000년에 지방선거 나갔다가 낙선을 했지

만, 그 이후에 마음을 싹 비우고 나서 00(사업)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깐

전부 다 그런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야 보니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

들이 사람들을 영입해서 만들서 움직여. .........(중략)........ 그런 사람들

(정치지망생)이 전체 2-30%는 된다고 봐야지 눈에 딱 보면 보여, 번영

회든 자총이든 다 비슷해. .........(중략)........ 자총이나 이런 단체에서 보

면 좌파, 우파 이런 건 크게 안 따져. 진짜 아는 사람들, 지인이 지인을

끌어들이다 보니깐. 요즘에는 자총 뭐하는 단체야? 아 거기 뭐 봉사단체

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오거든. 반공단체 이런 얘기 거의

안하지. 봉사단체니깐 그냥 같이 봉사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중략)........ 강릉에 자총 타이틀을 달고 당선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는 않아. .........(중략)........ 저번 인가? 작년 인가? 한 번 자총 소속이 되

있는데, 자총 타이틀 달고 민주당으로 나온 사람 있었어.”

[응답자6 2019.10.24]

한편 응답자 6은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경험이 있는데, 본인의

경우에는 자총을 포함한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 평판을 얻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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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근 까지도 복수의 정당에서 영입 제안을 받고 있다고 진술했다. 본

인뿐만 아니라 관변단체 등 여러 민간단체에서 성실한 활동으로 명망을

얻은 지역인사들은 종종 비슷한 권유를 받는다는 것이다. 즉 정치적 유

인을 가지고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으나, 관변단체의

주요 활동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명망을 얻고 주위의 권유와 정당

의 제안에 따라 지방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나도 뭐 그때 당시에 출마를 했지만, 출마 당시에 출마를 위해서 이 단

체, 단체에 가입한 게 아니라, 해 오다 보니깐 주위에서 당신 같은 사람

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한 번 해봐라 해서 해본 경향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방선거 할 때도 민주당에서도 가게에 일주일에 두 번씩 와. 나보고 이

제 민주당으로 갈아타자, 갈아타고 가자. 가면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무조건 공천 준다. 한 번 딱 마음을 비우니깐 싫더라고 그래서 안했지.

[응답자6 2019.10.24]

응답자 8 또한 본인은 정치적 목표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도, 정치지망

생들에게는 정치적 유인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는 정

치적 목표를 ‘청운의 꿈’이라고 표현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

는 회원들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변단체 활동이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실질적 편익은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인지도를 쌓는 차원에

서는 확실히 도움이 되나, 현실적으로 지역에 오랜 기간 존재하던 단체

를 지지기반으로 삼기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의 인맥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첩적으로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특정 단체의 같은 회원이

라는 이유로 지지를 획득하기 힘들며, 단체 회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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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또한 지역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동질적이란 측면에서 관변단체

소속만으로 경쟁력을 얻기 힘들다고 진술했다.

시의원이고 도의원이고 다 하지 뭐. 자생단체 들어가서 발을 넓혀 놔야

그 사람들 표가 나오니깐 .......(중략)...... (정치지망생이) 있지 그런 사람

들은 자생단체들부터 들어오지 .......(중략)...... 근데 (회원들이) 앞에서는

다 (힘을) 보태주지만, 뒤에 가면 다 틀려. 0000당 사람 만나면 0000당

이 최고다 이러고 뭐, 성격이 3중, 5중 성격이 되는 거야.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중략)...... (지역이 좁기 때문에) 한 어느 정도 찍

어서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다 더불어다 이렇게 못한다니까.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면 그렇다니까.

[응답자8 2019.10.24]

(2) 물질적 유인

물질적 유인의 측면에서 응답자들은 각각 유인의 정도를 다르게 느끼

고 있었으나, 자영업에 종사할 경우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직

간접적인 물질적 편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었

다. 그 중 응답자 8은 물질적 유인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냈다. 응답자는

사업상 도움을 얻고자 인맥을 넓히려고 가입을 했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자총의 임원으로 있는 지인을 통해 처음부터 부지회장으로 활동했다고

진술했다. 사업 시작과 함께 거래처를 찾기 위해 자총과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를 포함하여 여러 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는 것이다. 인터뷰

장소인 응답자의 사업장에는 자총에 공급하는 제품이 걸려있었으며, 활

동에서 가장 좋은 점을 묻는 질문에 단체 활동과 관련된 거래 계약이 가

장 ‘짜릿’하다고 표현했다.



- 56 -

사업상의 이점이 서로 윈-윈 하는 거지 뭐, A란 사람 만나고, B란 사람

만나면 같은 회원들이니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지.......(중략)........

처음에는 뭐 쪼만하게 차려가지고, 차려만 놓으면 뭐하나, 일거리 찾아

야지. 일거리 찾는 방법이란 게 뭐 인맥인데. 그래 가지고 단체로 들어

가기 시작한 거지 뭐. .......(중략)........ 아이 나야 뭐 00업 하니깐 그

자총에서 진행하는 00(제품) 같은 거 나한테 하면 가장 짜릿하지 뭐 (웃

음)

[응답자8 2019.10.24]

응답자들은 직접 물질적 유인을 체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편익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진술했다. 단체 내

부에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

업자의 경우 단체 활동을 통해 각종 사업 정보를 획득할 수 있고, 자총

의 임원을 맡음으로써 관청과의 소통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거나 계약을 수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업상의 이점이라는

물질적 유인으로 인해 가입하는 회원들도 상당수 있으며, 가입 후 이해

타산이 맞지 않을 경우 금방 탈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 회원들이 다는 못하고, 강릉시 회장을 맡았다 그러면은, 관련 부서하

고 이렇게, 그런 교류는 하죠. 또 그거 해야지만, 정보도 좀 얻고, 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뭐 그렇게 되잖아요. 시(市)가 요구하

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

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뭐 좀 본인이 생각했던 거 하고 기대치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나가고 탈퇴하고 그런 사람도 많지. 그러니깐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 많지

[응답자1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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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대적 유인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 주위로부터 얻은 인정, 명

망, 그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얻는 즐거움 또한 단체 활동을 지속하게 하

는 동력이 된다고 진술했다. 먼저 응답자 12는 자총 활동과 관련하여 강

한 유대적 유인을 표출했다. 특히 높은 연령대의 여성회원으로써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명망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단체 활동을

일종의 커리어로 인식하고 있었다. 응답자는 단체 활동과 관련된 표창

수상 등에 상당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명예심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했다. 응답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고령 또는 여성회원들

에게 관변단체 활동은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으로 보인다.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단체 활동을 통해 봉사활동

등 좋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다.

들어가면서 총무를 시작했거든 내가. 총무하고, 시(여성)회장하고, 도(여

성)회장하다가, 중앙에 가 가지고 활동하고........(중략)......... (회장을 맡

으면서) 주위에서도 우리 단체를 이끌고 다니면서 이러저러한 일을 하

다보니깐 주위에서 하도 000(본인이름) 최고라, 000(본인이름) 최고라

하니깐, 그럴 때는 내가 젊을 때라 내가 돈을 잘 썻거든 ........(중

략)......... 모두 다 알아주니깐, 우리 단체가 모두 좋은 단체다 다 알아주

더라고. 그니깐 그게 좋아서 여지껏 했겠지 (웃음) ........(중략)......... 자

총이라고 간첩 잡겠나, 그저 단체들 가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아픈

할머니들 혼자계시면, 옛날에 연탄 떼고 그랬잖나. 그런 봉사 여지껏 그

렇게 해오면서 했던 거지. 집에 가만히 있으면 뒷방 늙은이잖는가...

[응답자12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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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1의 경우 공식 행사 및 봉사활동 이외에 비공식적 친교모임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식 활동 보다 재미있고, 사람 사귀

는 즐거움이 상당히 크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의 모임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했고, 성실한 활동으로 명망을 얻어 시

의원까지 진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공식적 친목모임이) “그런 거 많죠. 공식적인 것 보다는 오히려 그

런 비공식적인 그런 걸 통해 더 친밀감을 느끼고 그렇잖아 사람들이. 공

식모임 끝나고 딱 밥 먹고 딱 가는 것 보다는, 그래도 2차, 3차가서 그

래도 뭐 (웃음) 소주라도 한 잔 하면서, 그래야지, 소주한잔 먹어야지

이렇게 뒷얘기가 나오잖아, 세상 살아가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게 함으

로써 친밀감이나 이런 게 많이 그게 되죠. 그러다 보니깐 여기까지 왔다

니깐. 자의반 타의반 여기까지 왔다니까. (웃음)

[응답자1 2019.10.17]

응답자 6도 비슷한 연령대의 회원들과 가질 수 있는 유대적 유인이 상

당히 크다고 진술했다. 단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지인과 수시로 전화통

화, 티타임, 식사, 술자리 등을 갖는데 이러한 친목활동이 단체 활동을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한다. 또한 단체의 봉사활동을 통해 얻은 좋은 평판

에 대해 상당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동안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했던 부분을 업적으로 여기며 자랑스러워했다.

이제 보면 일단 매 월례회 때는 못 봤던 사람들 만나가지고 저녁 먹으

면서 소주 한잔 마시고, 또 2차가서 생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런 좌담하

고 그런 거지. 또 아니면 간혹, 그렇게 안부전화도 서로 한단 말이야. 아

니 어떻게 오늘 점심식사라도 한번 할까요? 뭐 특별한 그게 없어. 그냥

안부전화라도 한번 하다가, 또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차나 한잔하러 들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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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또 그러면 뭐 저녁에 소주 한잔 하지 뭐? 그래서 또 몇 명 불러서

또 같이 먹고 그렇지.........(중략)....... 이게 또 내 자랑이라기보다도 나는

처음에는 뭐 남 앞에 다서기도 싫고 그랬는데, 또 우리는 대충이란 게

없거든, 그러다보니깐 남들이 저 보는 눈이 아 저런 사람이 이 단체를

좀 맡았으면, 이런 식으로 추천, 추천하다보니깐, 또 하게 되고,

[응답자6 2019.10.24]

(4) 이념-규범적 유인

자총 활동을 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물질적 유인에 따라 활동했음을 명

백히 밝힌 응답자 8을 제외하고 이념-규범적 유인을 크게 느끼고 있었

다. 일정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내가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무언가

를 하고 있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 6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너무 좋고, 우리 동네가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하는데 힘쓰고, 봉사하는 것에 대한 보람이 상당하

다고 진술했다. 보람을 느낌으로써 더욱 열심히 활동했고, 임원까지 맡게

되다 보니, 활동에 대한 나름의 시각까지 생겼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실 뭐 그런 걸 싫어했거든, 남 앞에 나서는 것도 싫고, 그

냥 뭐 평범하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다보니 000하고 같이 들

어가자. 가서 봉사도 좀 하고 그러자........(중략).......그래서 하다보니깐,

아 저런 사람이 이 단체를 좀 해서 추천 추천하다보니깐. 또 하게 되고,

또 하다보니깐, 요대로 만 갈게 아니라..............

[응답자6 2019.10.24]

또한 응답자 1은 자총을 관변단체 또는 반공단체로 인식하기보다 봉사

활동단체 및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챙기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

공 이념과 관련된 공식적 활동보다는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을 보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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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자총 고유의 안보 및

반공관련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는 사용 용도가 정해져있는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며, 주요 활동은 지역사회를 챙기는 것

이라고 진술했다. 단체 활동에 있어서 정치적 이념(ideology) 보다는 사

회적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무감, 이웃에 대한 헌신 등의 규범적

(normative) 측면을 보다 크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뭐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로, 단체의 공식적인 성격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봉사활동 많이 하죠, 사실은. 뭐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하고. 뭐

불우이웃돕기라는 게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물품을 사서 준다

던가, 연탄봉사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유권을 준다던가, 그런 거 많

이 하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해난 데 가서 같이 동참하고, 저번에 산

불 났을 때 가서 같이 동참하고, 뭐 그런 걸 주로 많이 하죠.

[응답자1 2019.10.17]

한편 응답자 12는 보수적 성향이 강했는데, 과거에 비해서 모두 잘사

는 나라가 되었기에 예전 같이 힘들고 어려운 봉사활동이 많이 줄어들었

다고 진술했다. 또한 전직 대통령과 친분이 있으며, 그 전직 대통령의 수

감생활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고, 서울의 시위현장에 가보지 못

해 아쉽다고 했다. 응답자 12는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서 안보, 반공 등과

관련된 자총의 공식 행사를 상당히 중요시한다고 진술했다. 단체 활동

경험에서 자유 수호 웅변대회, 6.25 음식 시식회 등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 크게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다.

나와서 하루만 봉사하고 나가보면 너무 좋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하

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하잖는가? ........(중략)....... 글쎄

근데 봉사는 뭐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앙에서 또 이렇게,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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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런(이념성향) 단체 잖는가? 그래서 그 뭐 좀 그냥 뭐 보통 뭐

청소하고 그런 거 하지만, 우리는 또 좀 의식이 있어야 하잖는가? 그래

서 반공의식이 있으니까, 웅변대회도 하고 그래서 상주고 막 그렇게 하

거든, 그러니깐 사람들이 막 좋아하지, 학생들이. 그리고 저 안인 안보

공원 가 가지고, 그 견학 오는 학생들 가 가지고, 사진 전시회도 하고,

안보 시식회 가서 하고, 그 옛날 주먹밥, 감자 삶은 것, 보리 개떡, 그런

거 하잖는가? 그래서 우리 자총에서는 그래도 좀 의식이 있어서 하니깐

그게 좋지

[응답자12 2019.10.27.]

4) 조직적 특성

인터뷰 결과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은 모두 리더십 중요성을 가장 강조

했다. 그러나 사회적 평판, 응집력에 대해서는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으로 보이며, 조직의 자원 측면에서는 물적 자원 보다 인적 자원이, 자원

의 양적 측면 보다는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단체의 공

식적 목표에 대해서는 일반회원들의 경우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답

변하면서도 자총 특유의 이념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2개 단체와 비교했을 때,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은 리더십 요인이

다른 모든 요인을 압도한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이들

은 특히 시 지회장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지회장의 인적, 물적 동원 능력

에 따라 단체 운영의 전반적인 결과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응답자

조직적 특성
1 6 8 12

자유총연

맹

목표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보통

전혀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함 보통

자원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보통 보통

<표 11> 자총 소속 응답자들의 조직적 특성 요인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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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더십

자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관변단체 참여에 있어 리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특히 리더의 조정

(mediation) 및 관리(management) 능력보다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역량

을 상당히 강조했다. 특히 시 지회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했는데, 지회의

운영의 결과는 전적으로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적 자원의 동원능력이라고 진술했다. ‘회장은 돈을 쓰는 역할’

이며, 회장의 재력에 따라 단체 운영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한편

리더의 인적 동원 능력 또한 중요한데, 시 지회의 운영위원 등 중역을

맡은 임원들은 지회장에 의해 충원되며, 이들에 의해 강릉시 자총의 각

종 행사들이 진행되며, 재정 출연을 통해 예산을 충당하는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리더십은 단체 참여와 관련된 조직적 특성에서

다른 요인들을 압도하거나 규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보인다.

우리 000지회장이 너무 잘 하잖아. 그저 돈을 잘 내 놓으면 잘하는 거

야.....(중략)....회장이 진짜 단체의 낯이지 뭐. 이래 열심히 하다가 대통

령 표창도 받고 그러다 보니 일거리도 많아지고.... 돈도 더 잘 벌고....돈

을 많이 내놓고 이러니깐 지금 잘 돌아가잖아....

[응답자12 2019.10.27.]

대부분 다 손에 이끌려 오잖아. 예를 들어서 회장이 탄탄한 사람이 돈도

좀 잘 쓰고, 돈도 좀 있고 탄탄한 사람이 오면은 야 아무개 여기 들어와

리더십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응집력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혀중요하지

않음

평판
별로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중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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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단체 좋아 식당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당신 여기 와서 사업하는데

도움도 좀 되고 회원들 가서 식사도 좀하고 그런 거지........

[응답자8 2019.10.24.]

한편 리더의 선출은 대부분 인맥 네트워크를 통한 추대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치열한 경쟁선거를 통해 선출 되었으나,

현재는 간혹 경쟁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원자가 드

물어 임원을 맡을 역량이 있는 인사에게 권유하여 추대하는 방식을 취하

고 있다. 단체의 의사결정은 시지회장의 의중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 일

반회원들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여유가 없으며, 물적, 인적 자원 충

원의 대부분이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회장의 의사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이다.

(2) 목표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은 단체의 공식적 목표에 대해서 대체로 크게 중

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자총의 안보 및 반공관련 행사에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된 예산이 지자체로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관련 행사를 지속

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봉사활동단체의 변모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회원들이나 일반 회원들의 경우 자총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회원 충원과정이

인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념적 성향을 내포한 자

총의 공식적 목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으며, 상당히 희미해졌다고 응

답했다. 그러나 응답자 6과 12의 경우에는 자총에 공식적 목표에 공감을

표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진영의 이념적 공세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괜한 시비에 휘말린다는 것이다. 이

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총의 공식적 목표는 구성원들이 자총에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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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 보면, 자유총연맹이라는 원래 근본적인 그 명칭이 창단된 목적

이 뭔지는 알거잖아? 그렇지? 근데 뭐 지금 뭐 전혀 뭐 지금 그런 게

없잖아? 사실 뭐 이제는 거기에 대한 맥락은 거의 많이 없어졌지, 없어

지고 사실 지금 이게 지금 현재는 사회봉사단체식으로 간단 말이야. 안

보교육도 하고 6.25 시식회라든지 우리 전쟁에 관한 것이라든지 우리

과거에 대한 걸 나름대로 교육도 하고 다해. 그런데 사실 가서 안보교육

을 가서보면, 뻔한 얘기지. 그렇지만 속된 말로 좌파 쪽에서 사람들이

들으면 다 욕한다 말이야.

[응답자6 2019.10.24]

(3) 자원

응답자들은 조직의 자원이 인적-물적, 양적-질적 차원 모두에서 감소

하고 있는데, 이는 자총뿐만 아니라 3개 관변단체 공히 겪고 있는 현상

이라고 진술했다. 우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여러 유형의 비영리민

간단체들이 성장하면서 단체 활동을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졌고,

이 과정에서 관변단체들의 위상이 하락하였으며, 지속적인 제도 변화로

인해 예산도 감소했고, 무엇보다 젊은 층 충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

으면서 전체적인 회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환경변화에

따라 단체의 양적 손실이 불가피해지면서 단체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

요해졌다고 진술했다. 지역의 유력인사가 활동하고 있는지, 경제적 여유

를 가진 회원들이 많은지 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3개 단체 중 자총에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진 회원

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이며, 반면 지역 하부조직의 규모는 가장 작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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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런 것도 있어요. 누가 있으면, 회원 확보할 때, 우리 여기 누가 누

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당연히 크게 영

향을 미칠 수 있지.........

[응답자1 2019.10.17.]

퇴색이지 뭐, 젊은 사람들도 안 들어오고 그게 뭐냐면 여기에 비전이 보

이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뭔가를 많이 배우고, 또 얻을게 많다고 판단

이 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데, 와 보니 뭐 몇몇 떠드는 사람만 떠들

고 다 그냥 마쳐버리니깐, 뭐 내가 여기서 뭐 주장도 못 펴고 뭐 하러

있겠냐.........(중략).........대부분 다 손에 이끌려 오잖아. 예를 들어서 회

장이 탄탄한 사람이 돈도 좀 잘 쓰고, 돈도 좀 있고 탄탄한 사람이 오면

은 야 아무개 여기 들어와. 여기 단체 좋아. 식당 하는 사람들 경우에는

당신 여기 와서 사업하는데 도움도 좀 되고 회원들 가서 식사도 좀하고

그런 거지........

[응답자8 2019.10.24.]

(4) 응집력

단체의 응집력 또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자총의

위상이 하락함에 따라 인적 규모가 감소했고, 회원 충원 과정이 인맥 네

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인 영입으로 이루어지면서 피동적인 회원이 증

가 했다고 진술했다. 응답자 8의 증언에 따르면 예전에는 회의 과정이

상당히 치열했으며, 고성까지 오가기도 했으나, 현재는 적당한 수준에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차이는 단체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바라는 진정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요즘에는 그런 건 별로 없더라고, 옛날에는 각이 지고하면서도 싸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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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했어. 그게 다 개진을 하는 거잖아. 다 회의가 잘 되기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언성도 많이 높아졌지. 나도 한 마디 하자 그러다 보니 이

게 발전이 되는데, 요새 같으면 내가 싫으면 딱 닫고 있다가 술이나 한

잔 주면 먹고 밥이나 먹고, 그러도 앉아 있는 거야. 예전엔 언성이 오가

고 재미있었지.

[응답자8 2019.10.24]

(5) 사회적 평판

사회적 평판은 자총 참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 시민들은 자총을 포함한 관변단체에 관심이

없으며, 예전에 그런 단체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활동을 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한

편 정치적 목적이나 사업상의 편익을 기대하는 회원의 경우 자총의 이념

적 성향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정당이나 이념보다

는 인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방정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굳이 내세우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들은

자총이 관변단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

로 보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자생단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자생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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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마을운동단체

1) 활동 현황

새마을운동단체(이하 새마을 단체) 강릉시 지회에는 현재 925명의 회

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지회장과 사무국 직원,

그리고 이사회, 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새마을 문고, 직장협의회 등의 회

장단을 포함한 시지회 간부가 19명, 새마을지도자협의회원이 413명, 부녀

회 간부가 420명, 새마을문고 회원이 48명, 직장협의회원이 24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상의 인원들은 강릉시 새마을 단체의 임원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며, 읍면동 단위 이하의 부녀회원 및 일반회원들을 모두 합치면

그 규모가 만 여 명에 이른다. 강릉시 새마을운동단체는 강릉시에서 활

동하고 있는 3개 관변단체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실제 활동 회원 규모도

가장 크다.

새마을 단체 강릉시 지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먼저 지회장 아래에 사

무국과 이사회가 있으며, 있고, 하위 조직으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

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새마을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있다. 시지회장의 경

우 취임 시 500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수시로 찬조금

을 지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이상의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회, 부녀회, 문고, 직장협의회의 경우 300만원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있는데, 시 지회 조직의 대소사가

이들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한편 사무국의 경우 채용공고를 통해 직원

을 선발하며, 중앙회의 인사규정이 적용되어 타 시, 군으로 전보되는 경

우도 있다. 한편 강릉시의 3개 관변단체 중 새마을 단체의 하부조직이

가장 광범위하게 확산되어있다. 협의회 및 부녀회의 소규모 지역조직들

이 강릉시 21개 읍면동의 통, 리 수준까지 구축되어있다. 조직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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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새마을 단체는 부녀회 조직이 상당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인

원 또한 가장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회장

직장새마을운동협의회새마을문고

사무국장
지도과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사회

새마을부녀회

<그림 4> 새마을운동 강릉시 협의회 조직도

강릉시 새마을 단체는 지자체의 지원 예산, 임원진의 출연금 및 찬조금,

각종 수익사업, 일반회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강릉시 새

마을 단체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총 176,120,000원으로 인

건비, 소모품비용, 각종 공과금 등의 사무국 운영비와 협의회, 부녀회, 문

고 사업에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행사 참여 비용

에 대한 실비보조, 한마음 대회 보조,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새마을

회관 환경 개선 사업 지원 등이 포함된다. 농촌 또는 소규모 지역의 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에 주력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 새마을 단체들은 수익사

업을 통해 만들어진 기금과 회원들이 각출한 예산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지원 및 수해, 산불 등의 재난복구와 동계 올림픽 등 지역의 대소사에 인

적, 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 단체는 3개

단체 중 행정기관과 연계된 활동을 가장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진행 중인 활동 중 다수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행정

기관에서 새마을 단체를 상당부분 ‘의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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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특성

새마을 단체 소속 응답자는 모두 새마을 단체 강릉시 지회의 현직 임원

으로, 3명의 남성과 1명의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총과 달리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은 자총과 달리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은퇴했거나 주부, 영업직 종사자 등으로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

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응답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보면, 더불어민

주당 지지자가 1명, 자유한국당 지지자가 1명, 무당파 2명으로 다른 2개

단체보다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었으며, 정치참여 측면에서 응답자 2는

선거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자 3은 지인의 출마에 따라 당원으로

가입한 경험이 있었을 뿐 당원 활동은 해본적은 없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들은 평균 이상의 정치적 세련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관심 또한 표출했으나, 정파적 지지의 강도가 비교적 저조했으며, 지역정

치에 관하여 주로 인물 위주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새마을 단체

가 가졌던 관변적 성격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것과 관련된 부정

적 이미지로 인해 자신들이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에

비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표출했다.

통계목 2019 주요사업

계 176,120,000

운영비 32,600,000 인건비(사무국장), 소모품 비용, 각종 공과금 등

민간경상보조 51,600,000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새마을문고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10,000,000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4,000,000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민간행사보조 10,000,000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장학금 29,920,000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비 50%, 시비 50%)

민간자본사업 38,000,000 새마을회관 환경개선 사업

<표 12> 강릉시의 새마을운동 강릉시협의회 지원내역(강릉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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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직위
나

이

성

별
직업 지지 정당 정치참여 경험 인터뷰 날짜

2 부회장 66세 남 은퇴 더불어민주당 유 10.18

3 부녀회장 49세 여 주부 무 무 10.18

4 사무국장 46세 남 - 무 무 10.18

9 동 협의회장 49세 남 영업직 무 무 10.25

<표 13> 새마을 단체 소속 응답자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응

답자 2와 9는 지인의 소개 및 권유로 활동을 시작했고, 응답자 3은 봉사

활동을 하고 싶어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자발적으로 가입하게 되었다고

응답했으며, 응답자 4의 경우 구직활동을 통해 새마을 단체 사무국에 입

사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앞서 자총 소속의 응답자

들과 마찬가지로, 응답자들이 새마을 단체에 참여하게 된 것은 새마을

운동의 목표나 이념에 적극 공감하는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봉사활동에 대한 욕구를 느꼈을 때, 처음 ‘인연’이 닿은 곳이 새

마을 단체였기 때문이고 진술했다.

이상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주로 40대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로 정치적 성향은 비교적 희미했으며, 응답자 9를 제외하고

는 새마을 단체 활동을 통해서만 사회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들의 특성과 응답으로 미루어 볼 때, 강릉시 새마을 단체의 구성

원들은 주로 평소 개인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사람들로 봉사활동을 하고

자 새마을 단체에 가입하였으며, 유대적, 이념-규범적 유인을 강하게 체

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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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유인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과 달리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개인적

유인의 측면에서 동질적 양상을 보였다. 새마을 단체의 회원들은 주로

이념-규범적 유인과 유대적 유인으로 인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

로 보인다. 응답자 4인 모두 봉사를 통한 보람과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기쁨, 그리고 단체 활동을 통해 얻는 유대적 즐거움을 강조했다. 그러나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유인은 확인하기 힘들었으며, 물

질적 유인 또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응답자들은 실제로

그들이 체감하는 유인 대신 관념상의 규범적 기준에 따라 응답했을 가능

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응답뿐만 아니라, 단체의 인적

구성 및 활동 양상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들은 정치, 경제적 이해관심보

다는 유대적, 이념-규범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 정치적 유인

강릉시 새마을 단체 참여에 있어 정치적 유인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

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모두 단체 내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

고 있는 회원이 없다고 답변했으며, 단체 수준에서 회원들의 정치적 논

응답자

개인적 유인
2 3 4 9 새마을단체

정치적 유인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매우 약함

물질적 유인 약함 약함 매우 약함 약함 약함

유대적 유인 보통 매우 강함 매우 강함 약함 강함

이념-규범적

유인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매우 강함

<표 14> 새마을 단체 소속 응답자들의 개인적 유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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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및 관련 활동을 지양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신규 회원 영입에

있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지역의 여러 단체에 중복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입회를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과거 새마을 단체가 가

지고 있었던 관변적 성격과 이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에 대해 잘 알고 있

었으며, 현재의 활동 현황과 무관한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건 뭐 남의 구역을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강릉지역에서

읍면동 회장이나 회원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두고 참여하는 사

람은 자부하건데 한 사람도 없어요......(중략)...... 이제 그 일부, 일부 사

람들이 아직까지도 새마을운동 지회가 옛날의 관변단체로 의식하고 있

다는 부분, 그건 그분들이 이해도가 짧은 거지요. 제가 볼 때......(중

략)...... 저희들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회장단에서 이 새마을 운동

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일체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여기에서 표시하

면 안 된다. 이건 불문율처럼 되어있어요.

[응답자 3 2019.10.18.]

이제 (읍면동 협의회)회장님들이 얘기하기는 게, 일하는 거에 비해서 대

우를 못 받는다, 그런 게 이게 이상하게 우리 단체가 정치와 연결되는

단체로 되어 있더라고요.....저희가 선거철마다 공문이 맨날 내려와요....

선거 중립이다.....(중략).....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그렇게(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면 회장님들이 걸러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

아요. 저희도.

[응답자 4 2019.10.18.]

(2) 물질적 유인

새마을 회원들은 단체 활동에서의 물질적 유인의 영향에 대해서도 회

의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응답자들은 현재 새마을 단체가 이권에 개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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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으며, 회원 간 상부상조하는 문화가 분명히 있고,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만, 이는 단체 활동에 따른

부수적인 차원의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러한 형태로 얻을 수 있는 물질

적 편익 보다 단체 활동을 위해 할애해야하는 시간과 회비 등의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응답자 9는 본인의 제품을 새마을

단체에서 판매해 본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종종 새로 사업장을 개업

한 사람들이 가입하기도 하지만, 신규 일반회원의 경우 십 수 명 단위의

동 조직 회원들과 접촉할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물질적 유인이 제한적

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

학금 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편익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응답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

였다.

제가 알기로는 70년대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새마을지도자인데, 동 단위

의 새마을지도자를 맡고 있으면,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

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개발사업도 많았고, 할당되는. 그래서 옛날

70년대에 새마을지도라 하면 그 사람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

에게 급부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풍토

가 조성되었지만, 지금은 읍면동회장을 서로 기피 하고 있는 현실입니

다. 서로 안하려고 해요. 왜냐 그거 봉사만하고 자기시간 많이 뺏기

고......(중략)......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일부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월례회를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가......(중략)......근데 뭐 잘 없어요. 뭐

그래도 그런 게 있으면 좀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답자 2 2019.10.18.]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방지 하나 넣어 주는거? 그거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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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이장님들은 수당도 더 많은데,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하는 거 같은

데.......(중략)......다 자기 돈 내고 하는데 뭐....에이 그런 거 없어요. (웃

음) 그런 거(업체)를 하시는 분들도 없을뿐더러 직장협의회에서 사업하

는 분들이 다 현금으로 지원해주셔서 다른데서 사요.

[응답자 4 2019.10.18.]

한편 응답자 3의 경우 현재 지역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의 여러 활동을

수행하면서 회의수당 등의 명목으로 인건비를 수령하여 활동하는 단체들

이 존재하고 있지만, 새마을 단체들은 물질적 보상 없이 활동한다는 점

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다. 오히려 새마을 단체의 경우 다

른 단체에 비해 물질적 편익에 초연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면 저희 단체 외에 다른 조직되어 있는 어

디라고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단체들이 거의 유급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급여가. 아니면 수고비나 회의수당이란 명분이든 뭐든, 주어지

는 단체들이 있어요.........(중략)......... 저희는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시에

서 활용을 하는 거지 저희에게 어떤 뭐 혜택을 주시는 거는 거의 없거

든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자긍심도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당당할 수도 있고

[응답자 3 2019.10.18.]

(3) 유대적 유인

새마을 단체의 회원들은 3개 단체 중 단체에 대한 소속감이 가장 강했

으며, 봉사활동 과정에서 이웃들과 어울리는 즐거움을 통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녀회원들 간에 친교모임이 활성화 되

어 있으며, 공식 활동을 마치고 난 후의 ‘뒤풀이’와 ‘번개 모임’도 자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마을 단체의 경우 품이 들어가는 활동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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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만큼 회원들 간의 유대적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며, 리더십 수준에

서 이를 장려하고 있었다. 또한 활동이 주로 동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웃 간의 친목관계가 단체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

다.

저는 그게(인간관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야 서로 유대관

계가 유지되어야 일도 더 잘되고, 뭔가 대화가 되면, 되는 부분이 있다

는 거죠.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응답자 2 2019.10.18.]

일단은 새마을은 자기지역이거든요, 동네. 이 지역에서 하면서 봉사도

봉사지만, 약간 친목? 서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힘든 사

람들 좀 도와주고, 동네에서 동사무소에서 뭐 일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시간되는 사람 나가고 그러다 보니깐,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

면...........

[응답자 9 2019.10.18.]

그게... 저희가 소속감이란 게 다른 단체들 보다 좀 강해요.....(중략).....근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가 일 제일 많이 하는가는 아시잖아요?

부녀회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 끝난 다음에 뒤풀이를 상당히 많이

해요.

[응답자 4 2019.10.18.]

한편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은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통해 주변사람

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 더욱 단체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한 새마을 읍면동 협의회장

들의 경우 주민 센터의 공무원들에게 ‘회장님’ 소리를 듣는 등 동네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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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대우 받기도 하는데, 이러한 점 또한 참여에 있어 유인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단체를 끌고 가고 있는, 저 뿐만 아니고, 다 나름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좋은) 평판은 뭐 많이 듣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게 활동을 하는 동력이 되죠. 부끄러운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깐.......

뭐 읍면동 협의회장님을 경우 자리가 자리이다 보니 꽤 영향력이 있으

세요, 그런데 우리가 더 낮아져야한다.....지역에서 회장을 맡고 있다 보

니깐, 지역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나 다들 회장님, 회장님

하고 있지마는.....

[응답자 3 2019.10.18.]

(4) 이념-규범적 유인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모두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직접적이

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봉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고 응답했

다. 사무국의 직원인 응답자 4을 제외한 3인의 응답자는 모두 봉사활동

을 하고자하는 의도로 지인을 통해 새마을 단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고 진술하였으며, 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하

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응답자는 본인들의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지칭했으며, 단체의 공식적인 차원에서도 ‘인보

사업(鄰保事業 social settlement)’가 주된 사업 내용임을 밝혔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봉사함으로 인해서 뭐 물리적이거나 뭐 이익은 없거

든요 사실은 1원 한 푼도 없어요. 순수한 진짜, 자기 만족감을 느끼고,

이웃을 배려한다는 데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 조금 도움이 된다는 거

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하는 거죠.

[응답자 2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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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살면서 봉사를 해보고 싶었던 경험은 누구나 가지고 있었을 겁니

다.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둘인데, 이 녀석들도 커가면서 이 대

한민국, 작게는 강원도 강릉시에 살아야하는데, 너무 이렇게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런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어

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엄마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응답자 3 2019.10.18.]

4) 조직적 특성

조직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리더십과 응집력, 평판 요인이 새마을 회원

들의 참여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다섯 가지 조직적 특성 요

인의 영향력이 비교적 고르게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새마을 단체의 조

직이 다른 2개 단체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체의 공식적 목표와 조직의 자원은 새마을 단

체 참여에 있어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리

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했으나, 응집력과 사회적

평판 또한 단체의 운영과 회원들의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자원의 측면에서는 예산이나 회원 수가 점차 감

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이것이 회원들의 참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조직의 공식적 목표에 적극 공감하

고 있었지만, 이것이 회원들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단체의 구성원들은 스스로의 활동을 새마을 운동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봉사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78 -

응답자

조직적 특성 2 3 4 9
새마을

단체

목표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보통

별로중요하지

않음

자원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함

별로중요하지

않음

리더십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응집력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함

평판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함 중요함

<표 15> 새마을 단체 소속 응답자들의 조직적 특성 요인에 대한 응답

(1) 리더십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자총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리더십 요

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리더의 자원 동원 능력을 강조

했던 자총 소속 응답자들과는 달리 리더의 조정 및 관리 능력이 중요하

다고 응답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고령의 구성원이 많다는 점

에서 자칫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단체를 잘 이끌어나가고 구성원

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회원들 간의 관계

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조직의 제도화

수준이 다른 2개 단체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새

마을 단체들은 통상적으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회원의 충원 또한 주

로 동, 리 단위까지 공고하게 자리 잡은 동네조직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이 리더 개인의 역량보다는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체 전반적으로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보다. 그거는 어떤 사람이 회장

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 같아요. 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회장을 하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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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지는 거고, 솔직히 이런 단체에서 일 안하면 그만이잖아요. 괜히 왜

힘들게 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와있으면 안하면 또 그만이잖아요. 좀

해달라는 거만 좀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안 계셔

서. 근데 딴 데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이 좀 계시기도 하더라고요.....(중

략).....어떤 사람이 이끄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건

좀 다른 거 같아요....(중략)..... 유대 관계 그런 것도 리더의 역할 같아

요. 기본적인 거는 누가해도 다해요. 근데 회장이 어떻게 끌고 가냐에

따라서......뭐 돈을 주고 그런 것도 아닌데, 분위기를 타는 거죠. 이런 단

체는......

[응답자 3 2019.10.18.]

한편 임원의 선출은 공식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되며, 3년의 임기와

연임 제한 기준도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추대형식을 통한 임원이

선출되는데 시지회장의 경우 간혹 복수의 지원자가 나타나지만, 지원자

들 간의 조정을 통해 정해지며, 시지회장 아래의 임원들의 경우 지원자

가 드물어서 권고를 통해 추대하고 있었다. 또한 의사결정은 주로 임원

들에 의해 정해지는데, 일반회원들의 의견개진에 있어 물리적 한계가 존

재하기 때문이며,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고 했다.

(2) 목표

새마을 단체의 회원들은 대체로 새마을 운동의 역사, 이념, 공식적 목

표, 비전 등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었

으나, 이것이 구성원들에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은 본인들의 활동을 명확히 봉사활동으

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새마을 운동 그 자체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해 이

웃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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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원적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김장해서 나눠주고,

노인들 가서 머리 잘라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이거 참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죠.

[응답자 2 2019.10.18.]

근데 그런 부분은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인거고, 또 지

금 요즘에 중앙회에 추진하고 있는 방침, 공경, 사랑, 뭐 어쨌든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중략)........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서) 반대하셨어요. 왜 요즘 현실에 동떨어진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새마

을 이란게 옛날 새마을인거지 요즘 누가 그걸 알아준다고, 근데 저는 봉

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새마을이었던 것이지 다른 게 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때 당시 맞아서 들어온 게 새마을을 들어온 것을 뿐이지. 지

금이라도 그만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열정을 가지고

다른 일을 했으면 더 잘했을텐데라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응답자 3 2019.10.18.]

(3) 자원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단체 내에서의 역할과 소속에 따라 단체

의 자원에 대해 상이한 답변을 제시했다. 먼저 남성회원들은 자총의 회원들

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인적, 물적 자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반면

부녀회의 경우 최근 부녀회원의 수가 증가했으며, 적극적인 신규 회원의 증

가로 인해 수익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가용 예산의 규모가 커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모든 응답자들은 거시적인 추세로 볼 때, 새마을 단체의

가용 자원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전반적인 예산과 회원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젊은 신규 회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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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운영, 저희들이 이제 물론 일부 행사에서는 시에서 정부지원에

따라서 예산을 보조를 받기는 하지만,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거기

서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중략)......지금 현재 새마을의 문제점

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가 노령화 되어가고 있듯이, 지금 현재 새마을

회원들의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층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중략)........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

어요. 이건 현실적이에요.

[응답자 2 2019.10.18.]

다른 단체가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아 본 적도 없고 그러

지만, 저희 조직은 어쨌든 21개 강릉시 읍면동에 골고루 포진이 되어있

다는 거죠. 아마 이렇게 21개 읍면동에 다 산하조직을 가지고 있는 단체

는 없을 겁니다.......(중략)......저희 같은 조직이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 부

르셔서 달려가서 뭔가를 혜택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조직력을 가진 단체

가 없습니다. 저희조차 무너지면. 이제는 없어요. 기댈 데가 국민들도 없

으시고, 행정도 없어요.

[응답자 3 2019.10.18.]

지방정부 지원의 측면에서는 자총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

장으로 인해 이들에게 할당된 파이에 크기가 줄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지역에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중 자신들이 맡

고 있는 역할을 고려했을 때,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공서에서 새마을 단체를 상당히 ‘의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활동을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의 측면에서는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인들 보다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대우

한다는 것이다.

오래하신 분들한테 제가 듣는 얘기는 뭔가 하면, 예전보다는 좀 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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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요즘 단체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

는 단체가 없고 새마을 운동이 다 했거든요, 근데 단체가 이것, 저것 하

나씩 생기면서 저희가 하던 사업을 다 한 파트씩만 가져 가는 거야. 그

러다 보니깐 걔들은 그게 주력사업이지만, 우리는 그게 여러 개 중에 하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우리 단체는 특별난 게 안 보인다는 거죠....(중

략).....저희가 어쨌건 행정이랑 좀 연결되어있고, 행정에서도 저희를 의

지를 많이 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뭐를 요구라기보다 부탁을 하면,

새마을만 단체가 아니지 않느냐, 다른 단체 때문에 못해준다. 이해가 가

요. 이해가 가면서, 일은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저 단체는 일 안하는 거

같은데, 지원은 우리보다 많이 해주는 거 같고 이런 게 있고....섭섭하

죠... 뭐 필요할 때는 삭 불러, 근데 다하고 나면, 평화롭지....(웃음)

[응답자 4 2019.10.18.]

한편 새마을 단체에는 최근 중간규모의 이상의 사업체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되었으나 지역의 유력인사나 자영업자 상층

의 참여가 비교적 드물었다. 그러나 새마을 단체는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 단체 중 가장 광범위하고 공고한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자총과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 또한 인정하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단체의 자원은 단체 활동 및 회원들의 참여에는 큰 영향이 없

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물질적 유인을 통해 참여하는 회원들이 드물

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바탕으로 해왔던 일들을 지속한다는 것이다.

(4) 응집력

응답자들은 최근 새마을 단체의 응집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했다. 자

생력 있는 민간단체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결속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부녀회의 경우 응집력이 상당한데, 구성

원들 간의 응집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활동한 결과 부녀회의 인원과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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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은 본인들의 주요활

동이 품이 드는 협동적 활동이라는 점에서 응집력이 참여를 촉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그게 이제 점점 관주도(government-directed)형에서 탈피하려다 보니

깐, 그게 단체의 생존본능이라고 할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 뭉치지 않

고, 자긍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보호 안 해준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일을 해나갈려 한다며는, 자생적으로 봉사단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그런 독립심이 강해지죠.

[응답자 2 2019.10.18.]

나중에 우리가 행정에서 도움을 못 받고 어떤 게 안 되더라도 우리끼리

라도 이 일을 계속하면 되는 거거든요....(중략).....저는 항상 이게 먼저라

고 생각했어요. 우리 회원들 관계가 돈독해져야 결국은 저희가 그게 힘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결된 모습 보여주는 게....(중략).....저희 같은 경

우는 부녀회 조직은 점점 더 탄탄해지고 지금 활동적으로 변해가고 있

어요.......(중략).....우리 부녀회 같은 경우에 (결속력이)나아지고 있는 편

이죠. 왜냐하면 결속력이 좋다보니깐 어떤 사업비를 벌어야 되는, 인원

동원해서 뭐를 해야 된다 했을 때, 굉장히 더 많이 나와 주시니까

[응답자 3 2019.10.18.]

(5) 사회적 평판

새마을 단체 회원들은 본인들에 대한 평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

었다. 먼저 관변단체로써 새마을 운동 단체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인식

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본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

개하고 있음에도 그 활동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아쉽다는 것을 강조했

다. 다른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봉사활동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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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활동하는 모습을 본 시민이 가입

을 문의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기부금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강

조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홀대받고 있지만, 점점 자신

들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이 기쁘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

서 사회적 평판은 단체 활동에 있어 소속감과 유대감, 자부심을 형성함

으로써 새마을 단체 회원들의 단체 참여를 촉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묵묵히 그냥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있으면, 저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말 안 해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단체구나 알아주시

고.....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려운 여건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뭔가 누리면서 뭔가 봉사를 하실 수 있는 개념이 아닌, 나를 희생하면서

할 수 밖에 없는 봉사들을 해 오셨는데, 그게 인정받는 인정 봉사단체,

그분들이 정말 노력이 헛되지 않게 잘하고 계시는구나내지는, 고생하셨

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리를 듣는 조직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수고

는 수고대로하고 애는 썼는데, 아무 공이 없는,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응답자 2 2019.10.18.]

동 단위에서 활동하다보니깐, 조끼입고 하니깐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

고, 같이 나도 저런 봉사좀 하고 싶은데, 그래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중략)......일단은 시에서는 지원은 안 해도 인정을 해주니깐....

(중략)......솔직히 다른 단체는 밖에서 보면 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회원 확보가 좀 어려워요.....저도 솔직히 몰랐어요...이게 왜 아

직 있지? 이런 데가 왜 사무실이 있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너

뭐하니 이래 묻잖아요? 그럼 저 새마을에서 일해요. 그러면 아 새마을

금고? 이런 식으로 (웃음) 새마을 금고 자체도 저희 계열인건 맞아요.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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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2 2019.10.18.]

이제는 봉사도 내가봤을 때, 좀 알리면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은 하고 찬밥 신세거든. 솔직히 말해서 이제 꼭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는데 불편한 게 많으니깐. 하는 걸 좀 생색

을 내면서 하면, 기왕 할 것을 좀 쉽게 할 수도 있는데, 막말로 엉뚱한

데는 지원 많이 해주는데, 열심히 하는데 지원 못 받는 경우도 많거든

요. 그래서 난 그런 부분도 좀 공감하는 편이에요. 그런 게 많이 보여

서.....저희 입장에선 좀 그런 것은 있어요. 기존에 그 동네에서 터줏대감

처럼 오래했던 그거 있는 거를 왜 못 살리고 왜 새로운 단체를 자꾸 만

들어서..... 쓰잘 데 없이.... 있는 기존의 것들을 잘 살려서 지원을 잘해주

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못됐다고 봐요.

[응답자 9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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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 활동 현황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이하 바살협) 강릉시 협의회에는 현재 638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터뷰 결과 그중 실질적인 활동 회원은 400여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시 협의회 임원진과 일반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강릉시에서 활동하는 3개 관변단체 중 2번째로 큰 규

모에 해당된다.

바살협 강릉시 협의회의 조직을 살펴보면, 먼저 시 협의회장단과 이를

지원하는 감사 및 운영이사진이 있고, 회장단 아래 사무국이 있으며, 여

성회, 청년회, 산악회가 조직되어 있고, 읍면동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데, 이 중 청년회와 산악회의 경우 2019년 새롭게 조직되었다. 특이한 것

은 산악회가 공식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 실질적인 활동은 아

직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 협의회장의 경우 취임 시 1천만 원

의 출연금을 납부하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며 수시로 상당한 찬조금

을 지출해야하므로, 대체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맡고 있으며,

시 조직의 주요 직책 또한 회장의 인맥을 통해 충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바살협의 경우 농촌 및 교외지역에 하부조직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는 바살협이 처음부터 도시지역 중심의 시민의식

캠페인을 중심으로 성장해온 단체라는 역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

다. 한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단체와 달리 직장생활을 하는 회원

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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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장

읍면동 위원장

사무국장

감사

여성회장

이사회

부회장

청년회장

사무과장

산악회장

<그림 5> 바르게살기운동 강릉시협의회 조직도

강릉시 바살협은 지자체 지원예산, 임원진의 출연금 및 찬조금, 일반회

원들의 월회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재정구조가 취

약하여 지자체의 지원과 임원진의 출연 및 찬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강릉시 바살협에 대한 강릉시의 지원내역을 살펴

보면 총 54,100,000원으로 인건비, 소모품비용, 각종 공과금 등의 사무국

운영비와 각종 행사 및 캠페인과 관련된 민간경상보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여비에 대한 실비보조로 구성되어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은 법

질서 확립 등의 시민 캠페인, 방범 및 청소년 선도, 산불 감시 등의 다양

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대천변 노숙인 밥차, 홀몸어르신 반찬배달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통계목 2019 주요사업

계 54,100,000

운영비 24,000,000 인건비(사무국장), 소모품 비용, 각종 공과금 등

민간경상보조 26,100,000 바르게살기운동 추진 사업

행사실비보상금 4,000,000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표 16> 강릉시의 새마을운동 강릉시협의회 지원내역(강릉시청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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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답자의 특성

강릉시 바살협 소속 응답자들은 모두 강릉시 협의회의 현직 임원으로

남, 여 각각 2명씩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주부였다. 이

들 또한 자총 및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각종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응답자들 중 2명은 자유

한국당을 지지했으며, 다른 2명은 무당파였는데, 지지정당의 유무를 떠나

정치에 대한 큰 관심이 없었다.

응답자들은 평균 20년 이상 단체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모두 다

양한 모임활동을 하던 중 지인의 권유를 통해 가입하게 되었다. 이들 또

한 자총과 새마을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과 동일하게 바살협을 선택한 특

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 우연히 바살협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은 주로 60대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

들로 정치적 성향이 희미했으며, 바살협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친목모임

이나 사회단체 활동에 참여 중이었다. 이들의 특성과 응답으로 볼 때, 강

릉시 바살협의 회원들은 주로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비교적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사람들로 유대적 유인과 이념-규범적 유인을 통해 단체 활동

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번호 직위 나이
성

별
직업 지지 정당

정치참여

경험
인터뷰 날짜

5 지회장 68세 남 자영업 무 무 10.19

7 동위원장 55세 남 자영업 자유한국당 무 10.24

10 동 위원장 64세 여 자영업 자유한국당 유 10.26

11 여성회장 64세 여 주부 무 무 10.26

<표 17> 바살협 소속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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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적 유인

강릉시 바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주로 유대적 유인과 이

념-규범적 유인으로 인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

자들 모두 본인들의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단체 활동

을 통해 얻은 인간관계, 인정, 평판, 성취감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정치적

유인과 물질적 유인 또한 존재한다고 응답했으나 그 정도가 미약하다고

진술했다. 현실적으로 일정 수준이상의 정치적, 물질적 편익을 제공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바살협의 응답자들은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과 같이 개인적 유인의 양상이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정치

적, 물질적, 유대적 유인의 측면에서 자총과 새마을 단체 소속 응답자들

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1) 정치적 유인

바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정치적 유인이 본인의 단체 참

여에 있어 직접인 추동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단체

참여에 따른 정치적 유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들은

현재 바살협 활동을 하고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의원이 2-3명 정도

있으며, 단체의 회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적과 무관하게 도움을 주

려는 마음을 갖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실제 바살협의 구성원이 선거에

응답자

개인적 유인
5 7 10 11 바살협

정치적 유인 보통 약함 보통 매우 약함 약함

물질적 유인 약함 약함 약함 약함 약함

유대적 유인 매우 강함 강함 매우 강함 강함 강함

이념-규범적

유인
매우 강함 매우 강함 약함 매우 강함 강함

<표 18> 바살협 소속 응답자의 개인적 유인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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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응답자들은 현재 단체 내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구성원이 활동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이며, 전체 구성원의 20%정도 되는데, 단체 활동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고 얼굴을 알리는 것 정도에 도움이 될 뿐, 사실상 실질적인

정치적 편익이 크지는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지망생’들의 참

여는 과거 관권선거가 횡행하던 시절보다 줄어들었으며, 동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응답자 7의 경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여러 단체에

문어발식으로 가입하는 회원들의 참여를 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

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정치적 유인에 따라 바살협에 참여하는 회원

들이 있으나, 그 유인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르게살기 하다가 지금 시의원 하는 분들도 지금 두, 세 사람 되고, 뭐

원래 동네에서 신용을 얻고 좀 가는 사람들, 근데 도움이 안 돼, 그 사

람들이 여기 있을 때는, 뭐 해, 근데 가면 그날로 끝이야. 오히려 활동을

안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도와주지(웃음)........(중략)......... 그런 욕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 나도 진짜 뭐 권유를 많이 받았었어. 근데 나

는 뭐 그런 거 체질에 안 맞아.(웃음) 내가 알기로 실제로 몇 명되지

0000하던 000도 나갔다 떨어졌지(웃음)......정파 이런 걸 떠나서, 우리

회원이 출마한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

려고 하지........(중략).........(정치지망생이) 옛날 보다는 좀 적어졌다고 봐

야지, 옛날에는 이제 뭐 어떤 그 관에서 주도하면서, 여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반 관청사람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관변단체 식으로

해서 여기서 시 협의회장이다 하면, 시하고 뭐 다 같이하고, 반 공무원,

영향력 있는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민간주도형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그 사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안 되거든.

[응답자 5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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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떤 단체 출신이다 하면, 잘 몰라도 호감을 가지고 보겠죠, 뭐......

뭐 한 20-30% 정도는 있죠(정치지망생들이).

[응답자 7 2019.10.24.]

하다보면 아 앞으로 뭔가를 바라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

의원 나왔다가 떨어진 사람들도 있고.

[응답자 10 2019.10.26.]

(2) 물질적 유인

단체 참여에 따른 물질적 유인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앞의 2개

단체와 동일하게 강릉시 바살협 내에도 회원들 간의 상부상조하는 문화

가 조성되어 있었으며, 각종 행사 및 모임에서 회원들이 운영하는 업체

를 적극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들은 단체 활동에 드는 회비 및

각종 찬조금품 등을 고려할 때, 물질적 유인으로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큰 합리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 오

히려 ‘내 돈 쓰면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지회장을 맡고

있는 응답자 5의 경우 과거 관변단체들이 관권선거의 기반으로 활용되는

시절에는 선거개입을 대가로 각종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다고 들었으나,

지금은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해준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안전진단등급에

서 철거 판정을 받으면서 대책 없이 쫓겨나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단체

를 통한 이권 개입은커녕 운영난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다행이 이 사무실은 시에서 무상임대, 시 건물이니깐, 무상임대인데, 요

번에 12월까지 비우라고 연락이 왔어. 이 건물이 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았어, 그래서 12월 말 까지 비우라고 해. 그래서 다른 데 구해 달라,

내가 그랬어. 없데, 시에서 딱 버티고 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딱 그랬

어. 너희 버티면 우리도 버틴다. 이거 당장 무너지진 않지 않느냐(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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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중략)..... (활동비, 수당 등이) 전혀 없지, 다 내 돈 썼지(웃

음).....................(중략)................... 우리 회원 중에 청년회장이 광고사 해.

그래서 우리가 행사 같은 거 하면 무조건 니 해가지고 와 하지. 저런 현

수막도 그렇고. 그럼 지가 이제 스폰 할 때도 있고, 돈 받을 때도 있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익을 크게 챙겨갈 수는 없어. 우리가 이

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도 내놓고 봉사 활동하는데, 뭐 대개는 다

스폰(기부)하지.....뭐 연줄로, 연줄로 해가지고 뭐 우리 활동하는 데에서

는 크게 이익을 못 창출하지만, 그래도 연줄로다가 소개시켜주고 그런

건 하지

[응답자 5 2019.10.19.]

(3) 유대적 유인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은 단체 활동으로 형성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즐

거움, 긍정적 평판, 표창 수상이나 직위를 맡음으로써 얻는 성취감 등이

단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으며, 단체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나타냈다. 특히 강릉시 바살협 회원들은 공식적인 단

체 활동과 봉사활동 이외에 우드볼과 같은 운동을 통해 친목모임을 진행

하고 있었다. 봉사활동이외에 스포츠 활동도 같이 즐기는 것이다. 응답자

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주위로부터 얻은 긍정적 평판에 대한 경험을 밝혔

으며, 단체의 임원을 맡을 경우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로 대우 받는

다고 진술했다. 특히 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응답자 5의 경우 주위로

부터 선거 출마 권유를 수차례 받았으며, 관공서로부터 자치위원장을 맡

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권유에 응한 적은 없지만 뿌듯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자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 대통령 또는 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

은 경험을 제시하면서 명예감과 성취감을 얻었다고 했다. 그리고 단체

활동은 특히 고연령층의 회원들의 사회참여의 통로가 되고 있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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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점에서 볼 때 바살협의 회원들은 단체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연대

적 즐거움과 더불어 자기표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것도 있지, 사실은. 이제 강남동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위원

장을 4년차 하고 있을 때, 동장님이 불러서 갔더니, 바르게살기보다는

주민자치를 좀 해 달라. 그건 그거대로 하고, 주민자치 쪽을 좀 해달라

고 부탁을 좀 해서........(중략)..........강남동에서는 바르게살기위원장님이

앞으로 주민자치를 이끌면서, 강남동을 좀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럴 때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 그 양반

원래 알던 사람도 아니거든,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응답자 5 2019.10.19.]

처음에는 뭐, 20년 전에는 그냥 일반회원으로 뭐 쭉 활동을 하다가 보니

깐, 아무 생각 없이 따라서 했는데, 또 위원장이란 자리에서 보니깐, 또

틀려지잖아요........(중략).......... 이렇게 말하면, 또 제 자랑 같지만, 단체

장들 중에서는 00동에서 제일 어려요 제가, 근데도 뭔 일이 있고 그러

면, 전화해가지고, 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보거든요. 일단 제 의견을

구하는 식으로 하니깐 고맙죠........(중략)........... 표창은 일단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주는 거, 쭉 올라가면 장관표창 받고, 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대 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신 순서대로 골고루 줄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동기부여가 많이 되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런.

[응답자 7 2019.10.24.]

하여튼 지인들이 많이 도와줘서 그런지, 내가 아무런 그런 게 없는데,

승승장구를 잘하고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잘 한다

고 상도 많이 탔고, 표창도 많이 타고, 금장이라는 메달도 타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보람이 있어요. 이제 뭐 살기들 다들

뭐 그 나이면 뭐 나아지고 그거 하잖아요? 뭐 이런 거 해서 맡고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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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예도 좀 살아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뒷방 늙은이 같고 그러니깐.

요즘에는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나이 잡수신 분들도 뭔가

내가 나서서 좀 보여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이런 거를 많이 해요.

[응답자 10 2019.10.26.]

내가 이제 나이를 70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이제 무엇을 더 힘써서

하겠나, 이제 내 가정에, 가족에, 내 식구들한테 노력해야지 않겠나, 하

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문득 그래 내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뭐 2-3시

간 잠깐 가서 리모컨 들고 뒹굴 거린다든가, 더 나쁘게 얘기하면 화투를

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데,......

[응답자 11 2019.10.26.]

(4) 이념-규범적 유인

바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새마을 단체의 응답자들과 동일

하게 본인들의 활동을 봉사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바르

게살기운동이 시민의식 캠페인이라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하면서 이웃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통해 ‘역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바

르게 산다’라는 평가를 들었을 때, 상당한 보람을 느꼈으며, 단체에 소속

되어 있다는 인식이 자신의 행동을 규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응

답자들은 구체적인 봉사활동의 경험을 밝히면서, 본인들이 지역사회와

이웃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들이 본인이 활동을 지속해나가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사실은. 밥차 같은 거를 매주해요. 저기 남대천

거기서 해주는데, 그런 거는 꽤 보람이 있는 거 같아.......(중략)........우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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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화위원회 하고는 한참 뒤에 시작했지만, 그 이전에는 사회정화위원회로부

터 시작해가지고 막강했다고 하더라고. 그 때는 뭐 엄청났다고 그러는데, 그런

시절에는 우리는 뭐 해당이 안 되고, 그 이후에 바르게가 생긴 지는 올해 31년

째니깐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뭐 그런 잘나가는 시절이 아니라, 그저 뭐 남

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발을 걸고 있는 거지 뭐.......(중략)........회원들 이래

보면, 야 좀 가보자해서 이래 오는데, 활동을 하면서, 캠페인 운동이나, 불우이

웃돕기라든가, 우리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래 또 반찬을 만들어서 이래 갖다주

고 그래요. 그런 활동을 직접참여를 해보니까, 이게 봉사라는 게, 요런 요미가

있구나, 그래서 오는 거 같아. 오는 사람들은 계속 와. 내가 보니깐. 이것도 내가

보면, 난 그렇게 생각해요. 봉사활동도 중독이라고 봐. 하던 사람이 해.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매력을 몰라. 접해보지 못했고, 또 하면서 부끄럽고……. 어떨 때

보면, 내가 위로를 받는 것도 있다니깐,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봉

사해주고 오면서, 와 참 정말 저런 양반들도 살라고 애쓰는데, 그런데서 위로도

받고.....

[응답자 5 2019.10.19.]

진짜 이게 보통 정신을 가지고는 못해요. 하다보면 때에 따라서는 진짜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많이 있어. 근데 또 내가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또 옆에서 으쌰

으쌰하게 되고

[응답자 10 2019.10.26.]

저가 벌써 지금까지 한 17년 동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깐, 좀

바쁘고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하고 나면 그 보람과 이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

너무 좋아서,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일

을 한다,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면 행복하다. 참 행복하다.

생각이 들어서........(중략)........ 즐겁습니다. 너무 뿌듯하고 즐겁습니다. 보람이

있고, 내가 바쁘면서도 뭔가 뿌듯한 느낌. 힘들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사람이

좋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서로 반갑게 인사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니깐......

[응답자 11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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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적 특성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은 앞선 2개 단체의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리

더십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으며, 공식적 목표 또한

단체 활동 참여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

러나 자원 요인의 큰 흐름에서 단체의 살림이 줄어들고 있음을 우려하면

서도, 최근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활동회원이 늘어났다고 답변했

다. 한편 응답자들은 주위의 긍정적 평가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지만, 단

체 수준에서의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는 크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다.

바살협에서 활동하는 응답자들은 다른 2개 단체와 비교했을 때, 단체

의 공식적 목표가 구성원들의 단체 참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적 특성을 가진다. 이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봉사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으며, 이것이

시민의식 캠페인이라는 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1) 리더십

앞서 살펴본 2개 단체의 응답자들과 유사하게 바살협에서 활동하고 있

는 응답자들 또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자총과 새마을

응답자

조직적 특성
5 7 10 11 바살협

목표 보통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함

자원 보통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중요하지

않음

리더십 매우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중요함 매우 중요함

응집력 중요함 중요함
별로 중요하지

않음
중요함 중요함

평판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별로중요하지

않음

<표 19> 바살협 소속 응답자들의 조직적 특성 요인에 대한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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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와 비교했을 때, 바살협의 리더는 보다 큰 역량을 필요로 하는 것으

로 보인다. 전반적인 인터뷰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바살협은 자총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직의 제도화 수준은 새마을 보다 미

흡해 보였다. 따라서 바살협의 리더십은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능

력과 조정 및 관리 역량 모두 강조되고 있었다. 응답자들에 따르면 강릉

시의 지원예산과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비 및 출연금을 제외한 대부분

의 재원이 시 협의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의해 충당되고 있었으며, 단

체의 주요한 의사결정 또한 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었다. 한편 임원의

선출은 공식적으로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권고와 추대를 통해 임명되고 있었다.

기본적인 법률로 정해져있는 단체다 보니깐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사무실 유지하고, 직원들 급여만 시에서 해결해주는 축이고, 나머지 뭐

이사들이나 회장이 내놓고.....(중략)..... 우리 시 협의회 경우에는 회비를

달달이 걷기가 그거해서, 우리 강릉 같은 경우는 이사들 20만원, 년, 부

회장들은 연 40만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회장이 이제 나머지는 다 충

당하는데, 회장이 많이 충당해야 돼. 내일 행사 같은 것도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우리 임원님들이 저(경풍) 스폰같은 거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다 대가지고 지금 하는 실정인데, 회장이 출혈이 많아

요.........(중략)......................................... 그 동안 선임회장님이 몸이 좀 아

픈 관계로 해서 조금 좀 침체됐던 적이 있었어요.......(중략)....... 도는 그

전 보다 많이 나아졌어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지금 회장이 아주 젊은

회장이야 지금. 젊은 회장이 들어와서 뭔가 많이 해 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제 우리를 좀 귀찮게 많이 해.... 어영부영 가면 어영부영 가는

거고......

[응답자 5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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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읍면동 위원장을 비롯해가지고, 그 현재 시 협의회장님으로 계신 회

장님이 잘 하시니깐, 그 전에 계신 회장님도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

데, 그 때는 약간 좀 읍면동하고 관계가 소원한 부분이 좀 있었고, 지금

은 잘해요

[응답자 7 2019.10.24.]

예. 맞아요. 리더가 제일 중요하지. 앞에 리더가 잘 못하면 하기 싫어서

하다가도 다 빠져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응답자 10 2019.10.24.]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에 따라서, 이 맡은 강릉시 회장님에 따라서, 그

요전에 000회장님의 경우 나이를 좀 많이 잡숴서 그런가, 거진 참석이

없고, 그냥 그 사무국장과 여성회장이 이렇게 해서 한 몇 년을 이렇게

굴러간 거 같아요. 조금 뭔가 나태하지면 뭔가 이렇게, 떨어졌다는 생각

이 들었는데, 000회장님이 맡고 부터는 지금 계속 활성화 되는 거야. 지

금 업(up)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000회장님이 맡으면서, 뭐든지 하려

고 노력을 하다보니깐 되는 거야.

[응답자 11 2019.10.24.]

(2) 목표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은 대체로 본인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을 하고 있

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2개 단체와 같이 이들은 단체

에 대한 일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본인들의 주요활동이 봉사활

동임을 강조했지만, 이와 더불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는 시민의식 캠페인

에 참여하고 있다는 자각이 있었다. 바르게살기운동을 한다는 점에서 스

스로 바르게 살아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바

살협 소속의 응답자들 또한 지인의 소개에 따라 우연히 단체 활동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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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게 되었지만, 활동 과정에서 단체의 공식적 목표를 자각하고 적극적

으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다른 2개 단체와

는 달리 단체의 공식적 목표가 회원들에 단체 참여에 일정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가 이제 바르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단체이름이 바르게 잖

는가?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래

서 요거는 좋은 거 같아. 대개 여기 우리 봉사활동을 같이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뭐 이래 장난하다가도 ‘야 바르겐데? ’ 그러면, ‘어 맞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 속에서는 바르게 살아가야한다는

그런 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사회 활동을 하는, 요런 거는 좀 스

스로 자제하는, 우리 바르게살기가 또 정신운동이잖는가? 그럼. 새마을

하고 우리는 좀 틀려.........(중략)........내가 바르게살기를 한 20년 하면서

보고, 느끼고 스스로 한 것은, 바르게살기는 정신운동이다. 이름 자체가

바르게라가지고 나도 좀 뭔가 남 보다 모범이 되게 살아야지 않겠는가,

이런 잠재의식을 좀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다른 단체보다 어떻게

뭐 자부심이랄까, 그런 게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신운동이잖아.

[응답자 5 2019.10.19.]

다른 단체는 보면, 이제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것들 대부분에 많이 하

는데, 물론 우리도 그런 것을 해요. 우리는 바르게살기는 정신계몽운동

을 많이 해요. 쉽게 말하면,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캠페인이라든가, 뭐

또 자동차 정지선 지키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좀 틀리다

고 하죠..........(중략)........우리가 이제 3대 이념, 진실, 질서, 화합이라고

그걸 공감해요. 그걸 회원들한테 교육도하고, 저희 구성원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깐, 좀 알게끔. 왜 우리가 하는지, 그게 뭔지 조금씩 해주고,

책자 같은 거 나오면 꼭 가지고 가게끔.

[응답자 7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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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 단체 소속의 응답자들은 모두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자원이 줄어들고 있음을 토로했다. 바살협에서 활

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새마을 회원들과 유사한 의견을 피력했는데, 취

약계층 지원 등의 활동 통해 단체가 기여하는 것에 비해 지원 예산이 부

족하다고 진술했다. 강릉시가 현재 3개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5천

만 원 상당으로, 이는 공무원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자신

들은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공무원 한 사람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자총 소속의 응답자들과 같이 인적, 물적 자원의 충당에

있어 지역에서 명망 있는 인사의 참여가 중요함을 밝혔다. 신규 회원에

게 가입을 권유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른 단체들

과 마찬가지로 단체 참여를 통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더 이상 불

가능해졌기 때문에 인맥 네트워크를 통한 회원의 충원이 중요해졌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직의 확산 측면에서 바살협은 도시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

식 운동단체라는 기원적 특성을 보인다. 먼저 교외 및 농촌지역에는 하

부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에 조성된 주거지구

로 아파트촌이 위치해 있는 동(洞)의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응답자 7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단체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직장

인의 참여가 저조한 자총과 새마을 단체와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라고 할 수 있다.

음... 좀 아쉬운 게,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좀 들어가면, 바르게단체라는

게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중략)....도시지역에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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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이 되고, 지금 그래도 내가 회장을 하면서 올해 2년차인데, 이렇게

활성화되고....(중략)......내일 이제 한마음대회하는 것도, 강릉시 바르게

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 한마음대회를 한 번도 못했데, 다른

데는 해 마다 하고 그러는데, 시에다 예산을 좀 달라고 몇 번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또 내 생각은 또 그래. 어떤 단체를 운영함에서 있어서, 시

에서 기본은 해주잖아, 주니까, 그래도 어떤 단체든 간에 자생능력을 갖

춰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무조건 정부에서 돈만 타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보다, 그래도 좀 자생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전에 주민자치위원장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런데

주면 좋지, 우리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좀 자생능력을 갖춰보자

.................................(중략)..................................... 공무원들의 일을 우리가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야박하지. 공무원

한사람 월급이면 우리가 다 운영이 되잖아. 진짜 우리 여기 지원 받는

게 1년에 5천만 원이거든, 공무원 한사람 월급밖에 안 돼. 21개 읍면동

400여명이 활동을 한다고. 그런 걸로 보면 좀 야박한 거지............(중

략)............... (신규 회원들이)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보

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야지, 그래야 또 오지. 그렇지 않으면 오는

가? 뭐. 예를 들어 뭐 거기 누가 뭐 회장이래, 누가 부회장이래, 그런

소리 듣고, 또 읍면동에서는 누가 위원장이래, 그러면 또 거 한번 가볼

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응답자 5 2019.10.19.]

근데 다른 단체 뭐, 큰 데, 통장협의회 같은 데는 돈도 많고 그런데, 맨

날 돈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는데, 돈 없는 거 다 아는데도, 어

떻게 보면 제일 잘 하는 거 같고 하니깐, 바르게살기가 진짜 바르게 한

다, 그러면 고맙죠..................(중략)............ 근데 우리는 뭐 사업하는 분

도 있고, 그 다음에 무직인 분들도 있고, 연세 많은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주부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회사원도 있고, 회사원들 때문

에 보통 뭐 저녁에 뭘 많이 해요. 주말이나,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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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는 사람들 배려를 해 줘야하니깐..... 우리는 이 쪽이 또 동네

자체가 좀 젊잖아요? 아파트촌이라서 그래서 좀 많지 회사원들이.

[응답자 7 2019.10.24.]

(4) 응집력

바살협에서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강릉시 바살협이 회원 규모에

비해 응집력이 좋은 편이며, 단체 활동에 있어 응집력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최근 강릉시 협의회 설립 20년 만에 처음으로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으며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했는데, 전체 회원

에 대비하여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의 비율이 많다는 것이다.

바살협의 회원들은 단체에 대해 일정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대

적 유인을 통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체의 응집력 자

체는 회원들의 참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요번에 이제 내일 행사하는데, 와서 참여를 좀 해달라고 했더니깐, 250

명 정도가 참여를 하더라고. 그래도 뭐 열정들은 있구나, 해서 고무가

되어있지 지금.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내일 행사하는 거 처음에는 한

백 명 정도 밖에 안모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관하면서

해보니깐, 아주 호응력도 좋고, 저 스폰들도 막 스스로 해주기도 하고.

[응답자 5 2019.10.19.]

일단은 뭐 (바살협이) 좋은 거는 회원 수에 비해서 다른 단체들 보다,

자총이나 새마을 보다, 일단은 뭐 행사나 캠페인을 한다하면, 많이 나와

서 단합이 잘 돼요, 이게. 응집력이 좋은 거 같고.....뭐 그거는 확실해요.

응집력이나 결속이 나아졌지.

[응답자 7 2019.10.24.]



- 103 -

(5) 사회적 평판

바살협 소속의 응답자들은 본인들의 활동에 대한 주위의 인정에 보람

을 느끼는 편이었으나, 단체 수준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

았다. 이들은 사회정화위원회 시절 관변단체로써 지역 수준에서 큰 권력

을 누렸으며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알고 있었으

나, 시 협의회장인 응답자 8을 포함한 현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20년

내외의 활동 기간을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별다른 의식이 없었다. 구

성원들은 대부분 농악회, 자원봉사단체,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던 중 지인

의 권유를 통해 가입했는데, 봉사단체로 생각하고 가입했다는 것이다. 따

라서 단체의 사회적 평판은 바살협 구성원들의 단체 참여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옛날 바르게는 돈이 많았데, 하루는 작년에 전화가 왔어. 그랬더니 내가

뭐 옛날 어느 때, 언제 회장을 했데......(중략)..........그러면서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 옛날에 강릉에서 바르게살기 끝내 줬다는 거지. 또

자기가 그 때 뭐 시장하고 가까운 사이었다는 가봐. 그 때 뭐 시장이 자

기한테 뭘 왕창주고. 그 때는 선거운동도 했던 모양이야. 그 때는 뭐 완

전히 뭐. 하 참 그때 시절이 좋았는데.... 그러더라고......(중략)..........내가

옛날에 바르게살기가 뭔지 몰랐듯이, 지금 주위사람들도 뭔지 모르는 거

같아.

[응답자 5 201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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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논의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3개 관변단체의 구성원 12

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왜 단체 참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

다. 인터뷰를 결과를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변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주로 자영업자, 주부,

은퇴자 등 기본적으로 개인시간의 활용이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으며, 적

어도 생계 걱정에서는 자유로운 경제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다. 이들

은 모두 주변 사람의 소개나 권유를 통해 단체에 가입했고, 지역의 여러

단체 중 해당 단체에 가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가입을 권유

하거나 소개한 사람이 어디 소속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은 장기간(10년 이상) 단체 활동을 지속해왔고, 주민자치위원,

각종 봉사단체, 농악회, 의용소방대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 활동을 겸하

고 있었다.

둘째, 관변단체 참여에 따른 정치적, 물질적 편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물질적 편

익은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크지 않거나, 참여에 투입되는 비용을 넘어

서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변단체 참여가 제공할 수 있는 정치

적, 물질적 편익이 대체 불가능한 것이라면 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단

체에 참여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관변단체 참여가 제공할 수 있는

정치적, 물질적 편익은 대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먼저 정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으로 3개 단체

중 정치적 유인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자유총연맹을 보면, 실제로 정치

지망생들의 참여가 있고, 지역사회의 유력인사들과 자영상층이 대거 참

여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정치적 성향이 동질적이라는 측면에서 일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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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따른 정치적 편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의

인사들과 인맥을 형성하고 얼굴을 알리며 인지도를 쌓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마저도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모임과 활동들

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변단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유인은

아니었다. 이는 응답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살펴봄으로

도 알 수 있는데, 보수 편향의 이념적 획일성, 자영업자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산업구조의 단순성, 계모임, 다도회 등 단체 및 모임과 관련된

전통적 특성을 고려할 때, 관변단체를 지지기반으로 활용하거나, 이를 대

상으로 선거 동원을 시도하는 것은 어렵다. 지역 전반적으로 동질성이

강하게 나타는 가운데, 특정 단체 소속을 통해 지지를 결집시킬 만한 차

별성을 만들어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른

여러 단체들에 비해 관변단체들은 정치적 움직임이 제한적이다. 관변단

체들은 공직선거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단체 수준에서의 정치활동이나,

시 단위 회장의 입후보가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매 선거시기마다 지역

선관위에서 각 단체의 사무국으로 정치활동 규제 관련 공문을 발송하며,

관련 주요 인사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들 단

체가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한편 물질적 유인 또한 관변단체 참여에 있어 주요한 요인이 되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물질적 편익

이 명백히 존재한다. 단체 활동을 통해 형성된 인맥은 상업에 종사하는

회원들에게 잠재적 소비자를 제공하며, 단체 활동을 통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은 일시적이거나, 일부 소

수의 구성원들에게만 유효하며, 무엇보다도 사업상의 상부상조를 목적으

로 구성된 단체들이 지역에 여럿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질적 편익의

측면에서 관변단체가 가질 수 있는 비교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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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원들은 본인의 시간과 물질을 투입하면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단체

활동을 통해 물질적 유인을 추구하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응

답했다. 또한 현재 단체 수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이권은 찾아보기 힘들

었으며, 이들 단체가 몇몇 사업을 강릉시로부터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이권’이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것들이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강릉시 관변단체의 회원들은 단체 참여에 있어서

일정 수준 정치적, 물질적 유인을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주장과 같이 지역에서 일정한 정치적, 경제적 속성을 공유하는 집단이

관변단체를 중심으로 결집하여 그들의 기득권과 특수이익을 추구하며,

풀뿌리 보수주의의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응답

자들의 응답과 단체의 운영 양상, 사례 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전반적으

로 고려했을 때, 집단적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나 공통의 이해

관계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셋째,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정치적, 물질적인 목적보다는 관

변단체 활동 자체가 즐거워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구적

유인보다는 목적적 유인이 이들의 참여를 설명하는 변수로써 더 큰 적합

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들은 동네 주민조직의 하나로 관변

단체에 참여하여 이웃들과 어울리며,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보람

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단체의 읍면동 조직은 읍면동 자치위원회에

위원 격으로 포함되어 다양한 동네조직들과 더불어 활동하고 있었다. 또

한 크게는 산불, 수해, 동계올림픽 등 지역의 대소사와 관련하여 지자체

가 요청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강릉’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끼

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 전반을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단체의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으로 단체 활

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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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변단체의 주요 구성원인 자영업자, 주부, 은퇴자들은 단체 활동

을 통해 자기표현의 기회를 실현하고 있었다. 이들은 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직위, 표창, 인정, 명망 등에서 상당한 성취감과 명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물질적, 시간적 비용을 투자하면서까지 활동을 지속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변단체의 임원을 맡는 것은 지역에서 상당

한 명망과 인지도를 얻음과 동시에 ‘회장님’으로 불리며 유력인사로 대우

받지만, 선거출마에 비해 부담이 덜하고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매력

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비용이 드는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며, 현실정

치의 비정함을 겪지 않고서도 지역사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명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관변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지역적 명망이 지

방의회에 진출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인터뷰 결과, 관변단체의 임원들

은 정당 지방조직의 잠재적 충원 대상으로 여겨지며 적극적인 단체 활동

을 통해 주위의 반복적인 추천과 권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

한 경로를 통한 지방의회 진출은 지방정치 발전에 나름의 함의를 가질

수 있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로 중앙정치에 대한 지역정치

의 과도한 종속 경향은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는

지방정부의 미약한 재정자립도, 행정적 독립성 등의 원인도 작용하고 있

으나, 정당 공천제 등으로 인한 중앙정치의 압도적 영향력 또한 매우 중

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

우 중앙정당과 긴밀하게 연결된 지역의 당협위원장이 지역에서 오랜 시

간 지역사회의 대소사를 챙겨왔던 지역인사가 아닌, 각계의 고위직으로

중앙에서 활동하던 지역출신의 인사에게 중앙당의 이해에 따라 공천을

주는 경우가 자주 있어 왔다. 그리고 이렇게 선출된 후보는 당선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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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 현안 및 민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 오랜 시간 적극적으로 활

동해왔던 지역단체의 인사들이 지역정치 충원의 인력 풀(pool)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지역적 공고화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넷째, 조직적 특성의 측면에서는 리더십의 영향력이 압도적이었으며,

조직의 활동 양상, 제도화 수준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연구를 시

작하는 시점에서의 예상과 달리 리더십을 제외한 다른 조직적 특성의 영

향력은 미미하거나 확인할 수 없었다. 3개 단체 모두 전반적으로 과거보

다 조직력이 약화된 것으로 보이며, 제도화된 조직보다는 리더십의 역량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관변단체

들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 특정 인물의 거취에 따라 단체 전반의 성쇠

가 결정되며, 정치적 동원의 대상으로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관변단체들의 활동을 과거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관변단체의 지역조직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라는 점에서 일정한 정치적, 물질적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

나 관변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물질적 편익에 대한 기대보다는 단체

활동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으로 인해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는 구성원들이 다양한 지역현안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으

며, 사회적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구성원들에게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인력 풀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재평가 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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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지난 시절 다른 모든 영역을 압도했던 한국의 국가는 사회경제적 분화

에 따른 균열, 그 균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정치사회의 형성, 그 정치사

회가 구성하는 국가가 아니었다. 하나의 기성(established) 제도로써 시

작된 한국의 국가는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 그 토대를 구축해나갔다.

국가는 자유민주주의와 반공주의를 통해 정치사회를 형성했고, 전략산업

을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경제적 토대를 구축했듯이, 비어있던 시민사회

의 영역에 관변단체를 위치시킴으로써 광범위한 동원기반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관변단체들은 국가가 제시한 시대적 과제에 앞

장섰으며, 국가가 제시한 공익의 담지자였다. 이들은 광범위한 지역조직

을 바탕으로 국민들을 동원, 통제, 계도해왔으며, 그 대가로 상당한 권력

과 이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압도적인 국가의 시대는 저물었다. 국가-사회관계는 단방

향에서 양방향으로 변화되었으며, 관변단체의 공간을 제외하고 모두 불

법의 영역에 속했던 시민사회가 국가의 영역과 합법적인 정치과정 상에

통합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등장했으며, 성장해갔다.

이와 동시에 과거 권위주의 정부가 필요에 의해 시민사회의 영역에 만들

어 놓은 관변단체들은 힘을 잃어갔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한국 전역

에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사람

들은 왜 여전히 관변단체 참여하는가?

본 연구는 변화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관변단체에 왜 여전히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관변단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유인과 관변단체의 조

직적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관변단체의 회원들은

주로 친밀감, 주위로 부터의 인정, 성취감, 소속감 등의 유대적 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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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관련된

이념-규범적 유인으로 인해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단체 활동에

따른 정치적, 물질적 편익에 대한 기대 또한 존재했으나, 그 정도는 비교

적 미미했다. 관변단체의 지역조직은 돈과 권력이 모이는 ‘대단한’ 곳이

라기보다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단체들 중 하나였으며, 특별

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권에 대한 개입은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구

성원들이 이들 단체 가입하게 된 계기 또한 지인의 소개 및 권유에 따른

것으로 우연의 영역에 속한 것이었다.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관변’단체 문제는 주로 관변단체 지원으로 인

한 세수 유출과 관변단체들의 불법적인 정치활동 개입에 관련된 것이었

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이들은 지방정부로부터 단체 사무국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및 소규모의 활동지원금, 각종 행사 동원에 따른

식대 정도를 받고 지역에 대소사를 주도적으로 챙겨오고 있었다. 인터뷰

과정에서 만난 응답자들은 오히려 지방정부로부터의 예산이 지원이 부족

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일부는 본인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에 비해 홀대받고 있다며 서운함을 표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활동 현황에 비해 큰 규

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매년 각 단체에 평균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사무국 운영비를 제외하고 각 읍면동 조직에

분배되는 지원 예산은 월 십 수 만원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를 다시 단

체의 실질적 참여 인원수로 나눌 경우 더욱 초라한 규모가 된다.

한편 이들이 단체 수준에서 가질 수 있는 정치적 역량 또한 제한적이

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 단체는 선거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금지

되며, 선거 시기에는 선관위의 요시찰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좁은 지역

사회에서 각종 단체와 모임들이 중첩적이고 조밀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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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에서 일개 단체 소속을 통해 지지를 결집시키기 어렵다. 물론

단체 구성원이 개인적 차원에서 돌출적인 정치적 행동을 보일 수 있고,

특정 단체의 경우 특정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는 점에서 음성적인 정치행태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러나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였다. 또한 이들

은 스스로 정치개입의 불법성과 그것이 본인들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좋은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홀대받는 이

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 단체가 가지고 있는 ‘관변성’은 정치, 경제적 측면이 아니

라, 행정적 측면에서 유지되어 오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들은

지자체에 요청에 따라 각종 행사에 동원되어 품을 제공하고, 주민 센터

의 자치위원회에 위원 격으로 소속되어 관(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단오제 및 각종 지역축제, 동계올림픽 등의 주요

행사나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산불, 수해 등의 재난상황에서 이들은

지자체에 협조 요청에 따라 인력을 동원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활동을 한

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행정당국이 자신들을 ‘의

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과거에 존재했던 정치-행정 양면

에서의 일방적인 동원과 각종 이권을 통한 보상의 동원 메커니즘은 사라

지고, 행정당국의 요청과 이에 대한 협조라는 다른 형태의 동원 메커니

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친밀감, 자기표현, 봉사활동에서의 보람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그리

고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방행정의 보조,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는 관변단체들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재평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당면과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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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한다. 먼저 관변단체 조직의 제도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할 것이다.

현재 관변단체 지역조직은 몇몇 인사를 중심으로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

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고무하고 이들의 자

기표현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인사들에 의지하

기보다 인사, 예산 등의 측면에서 조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다.

다른 한편으로는 관변단체 중앙조직이 가진 자원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조직에 분배해야 한다. 한국민주주의연구소(2015: 43-49)의 조사에

따르면, 새마을운동단체는 기존 기금과 건물 매각으로 얻은 가용 자산이

총 1100억 원에 달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본부 건물 임대수

익,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골프장 위탁 운영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

을 올리고 있다. 또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경우에도 건물 임대, 광고, 주차

장 운영 수익 등과 기존의 기금으로 인수한 한전산업개발에서 나오는 출

자배당금으로 160억 원 대의 자체 수익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들 단체

는 이러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바탕으로 95%이상의 재정자립도를 가진

다.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지역조직의 구성원

들은 지속적으로 단체의 살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동안

이들 단체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해온 것은 여러 가지 스캔들에 진통을

겪어 왔던 중앙조직보다는, 풀뿌리 수준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지

역조직이었음을 고려할 때, 단체의 자산을 운용하여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 이상으로, 더 커진 자산을 지역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관변단체 관리 효율화가 요구된

다. 관변단체들을 포함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단체들의 역할을 잘 조정하

고, 유사한 활동에 중복적인 예산 지원이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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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응답자들의 지적과 같이 관청의 편의에 따라 새로운 단체를 만

들어내어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주의함과 동시에 관변단체들에

대한 일방적인 편중지원 문제가 있는지 또한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관변단체의 회원들이 참여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큰돈과 권력보다는, 보람과 인정이었다. 행정당국은 이들에게

보람과 인정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은 미쳐 행정당국의 손이 미

치지 못하는 취약계층 지원하며, 지역에 대소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대하다면, 주민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는 진정한 지방

자치의 실현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한

정부기관과 시민이 협력하여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공동생산

(co-production)’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 참여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풀뿌리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공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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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in Local Chapters 

of Gwan-byeon Organizations

Jeong, Yo-An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y people still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despite the altered environment, focusing on the

personal incentives of the members of the ‘Gwan-byeon(government

oriented)’ organization and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Gwan-byeon’ organizations. The result of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members are primarily involved in ‘Gwan-byeon’ organizations

due to solidary and normative incentives. These incentives come from

bonding, such as intimacy, acknowledgement from the others, sense

of accomplishment and belonging. Also, the emotional reward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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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s to the community that can be gained by service

activities cannot be ignored.

Expectations of the political and material benefits of collective

activities were one of the factors, but its significance was relatively

low. The local chapter of ‘Gwan-byeon’ organizations was one of the

several groups working in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an

important group that had financial resources and power. They had

little to no political influence over decisions that were potential of

their interests. In addition, most members joined these organizations

without a distinct political agenda. In most cases, an invitation or a

recommendation from their acquaintances was enough reason to join

on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n issue of ‘Gwan-byeon’ organizations

that have been constantly raised from the past which mainly focused

on government funding and their political affiliations. However, the

“Gwan-byeon” style that these groups possessed was maintained not

in terms of the political or economic aspects but in the administrative

aspect. As mentioned above, they were mobilized at various events to

provide services and worked to support the marginalized members of

the community who were beyond the reach of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This suggests the disappearance of the unilateral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mobilization which the government compensated by

guaranteeing lucrative projects to them. This illustrates the beginning

of other forms of mobilization mechanisms which involves formal

requests from government authorities ‘Gwan-byeon’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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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without compensation.

It is worthwhile to mention that what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desired was, in fact, emotional rewards and

acknowledgement from the others rather than monetary gain or

power. Voluntary involvements for intimacy, self-expression,

emotional rewards from volunteering were key motivations driving

‘Gwan-byeon’ organizations’ activity. Therefore, the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need to support and foster voluntary

participation. In this respect,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to

reevaluate the status and role of the ‘Gwan-byeon’ organization and

suggests its more active usage.

The local administrative government should offer a ‘Gwan-byeon’

organization an opportunity to gain emotional rewards and

acknowledgements from the Neighborhood. This will then facilitate a

virtuous cycle of voluntary actions - helping the community in need.

In this regard, the whole process will help achieving true local

autonomy. Consequently, the expansion of 'co-production', which the

government agencies and citizens work together to produce and

deliver public services, can contribute to the consolidation of the

democracy from the grassroots level by invigorating the people to

participate more in the local affairs.

keywords : ‘Gwan-byeon’ organization, local organization, 
participating factors, incentive structure, personal 
incentive, grass-roo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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