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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연구는 “도시 공유재 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마을

공동체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과 함께

출발한다. 최근 공유재의 개념이 유형(有形)의 자연자원에서 지식

과 같은 무형(無形)자원까지 확대되었고, 공유재 공간적 범위도 도

시 공간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

(Social and Civil Commons)라는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공유재로

정의 내린다. Elinor Ostrom은 공유재의 자치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전적 공유재 이론인 ‘공유지의 비극’을 제도분석틀을 통하여 효

과적으로 반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이론적 자원으로 삼아 서울시 대표적인 사생적 마을공동체로 알려

진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분석한다. 공유재 관점에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 형성과 운영요인을 살펴보았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

석을 통해 공유재 차원에서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의 성공 요인

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도심형 마을공동

체이다. 이 마을공동체는 1994년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우리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처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후 성

미산 마을공동체는 울림두레생협, 성미산학교와 같은 다양한 협동

조합 형태의 마을공동체를 운영하며 지역사회로 마을 활동의 외연

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과 심층 면접을 활용하였다. 심층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넷마이너(NetMinor) 프로그램의 WordCloud를 활용하여 주

어진 자료를 시각화하였다.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살펴본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요인과 효과적 운영원리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개인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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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자생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상향식(Bottom up) 구조를 가진

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육아’라는 절박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개인들이 모여 형성되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수평적 관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에 있어 높은 동질성을 보였

다.

둘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이라는 가치적·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운영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라

는 대안적 육아의 형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행위자들이 공동육아운

동과 협동조합의 제도적 틀을 채택하여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였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운영과정에서 직면한 도전적 외생변

수들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공동체 확장을 위한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

셋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Ostrom이 제시하는 8가지 제도적 원

리에 부합하는 제도적 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

체는 협동조합의 운영원칙에 따라 구성원들이 적극적이고 자발적

으로 마을 활동에 관여하며 자신들에게 적합한 규칙을 형성·수정·

적용이 순환한다. 이외에도 Ostrom이 제시한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제도 원리로 제시하는 항목들에 부합하는 공동체 제도 원리를 확

보하고 이에 따라 공동체를 운영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유형의 자연자원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

나 공동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유재를 연구함으로써 공유재 연구

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행위계(Action Arena)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던 제도분석틀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공동체라는 공유

재의 속성에 맞게 외생변수를 통하여 공유재 형성과 운영요인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엘리너 오스트롬, 제도분석틀, 공유재, 마을공동체, 공유경제

학 번 : 2019-2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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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개인의 합리성에 기초한 개인 행동의 총합이 사회적인 합리성을 달성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s)’라고 한다. 사

회적 딜레마의 대표적인 예가 공유재의 공급 문제와 공유재의 사용 문제

이다. 공유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제시된 방법은 정부의

개입을 통한 공유재 배분이었다. 하지만 정부 실패가 발생함에 따라 시

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공유재의 배분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러

나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공유재 공급과 배분은 개인의 기회주의적 행태

와 집단행동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즉, 전통적인 정책관리방식인 명

령통제 기제에 근거한 정책관리는 영역별 조정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

하고, 시장 기제도 빈번하게 시장실패를 초래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서비

스 제공을 위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이 떠올랐다.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한

Ostrom의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 이하 IADF)이다. Ostrom의 IADF는 마을 자치를 통한 공유

재의 공급과 배분이 위에서 언급한 정부 실패와 시장실패 둘 모두를 예

방할 수 있다고 하며, 마을 자치에 있어 행위자들(actors) 간의 네트워크

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Ostrom은 자율규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역할을 국가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보고 있다.

Ostrom의 IADF는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마을

공동체 운동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마을공동체 운동은 일반 국민

이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나 시장 메커니즘

이 아닌 제3의 길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도심에서 마을공동체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주민들 간의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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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상부상조로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

을 보여주며, 소외나 고립과 같은 현대 사회가 마주한 관계 부재의 문제

에 대한 대안적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이후

부터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별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행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형성 및 운영을 위해 제도적인

틀 안에서 공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도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

춰 2012년 3월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공포하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복지·문화·경제·사회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마을 자치를 통해 민주적

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모든 마을공동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다.1) 이 연

구는 마을공동체 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도

심 마을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시장과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인 조정기제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효율적으로 유지

되고 있는지 살펴보되, 특히 Ostrom이 제안하는 IADF의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사

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도구로서 마을공동체를 어떻게 활

용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석을 통해 형성요

인과 지속 가능한 운영 형태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에 해당하는 물리적 조건(Physical

Conditions), 공동체의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 규칙

1)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주민조직 중 1년 6개월 뒤 해

당 사업을 지속하는 곳은 51,7%에 그쳤다. 해당 문항의 설문조사 응답률이

50.6%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실제 마을공동체 지속률은 더욱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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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s-in-use)의 결정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며 마을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공유재의 비극, 집단행동의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제시하는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운영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 분석에 앞서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먼저

공동체란 공통의 생활양식 혹은 공간 안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연대감이

나 소속감을 공유하는 집단을 뜻한다(이태동 외 2017). 공동체는 개인이

공동체에 속함으로써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연대의식을 가지는 집단이다(이종수, 2015). 마을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마을에 속한 각 공동체가

망처럼 서로 연결되어 생활관계망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네트워킹을 중

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마을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는 동시에 마을의 특성을 가진다

(이태동 외, 2017). 마을공동체란 주민자치의 개념으로, 동보다는 작은 규

모의 공간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함께하며 소통과 협업을 바탕으로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을 의미한

다. 즉, 마을공동체란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이 속해있는 마을과 관련된

일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고 마을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나, 이 연구에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정의하는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따르고자

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초기 활동가인 위성남에 따르면 “마을공동체를

물리적 공간의 경계를 넘어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집단”으로 지역공동체

와 다른 개념임을 설명한다. 유창복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 선택을 통

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구성하며, 동시에 복수의 공동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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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다고 정의한다. 따라서 마을공동체는 단순히 친밀감이나 지역

적 유대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의 구성원들이 개인의 필요를 통

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경우 대안적 교육

환경에 대한 필요를 가진 부모들이 모여 처음 형성된 공동체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울시는 2012년 5월에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며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를 공식화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뛰어들기 훨씬 이

전인 1994년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태동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형성한 초기 구성원들은 1990년 ‘혜영이와 용철

이의 죽음’을 계기로 ‘공동육아연구회’를 창설하고 직접 공동육아의 터전

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같은 구성원들이 공동육아에 관심을

가진 다른 부모들과 출자금을 모아 공동육아 어린이집이자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모체인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생활협동조합, 마을극장과 성미산학교(대안학

교)와 같은 마을공동체 운영을 성공적으로 지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

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마을공동체의 표본으로써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연구 방법은 특징적이고, 서술적이며, 발견적인 귀납적 특징을 가

지며 연구 목적에 따라 그 유형이 세분화 한다(Stake, 1994). 이 연구는

도구적 사례연구(instrumental case study)로서, 특정 사례를 통해 논점

이나 이론 정립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사

례 자체를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재 형성과 운영

요인을 발견하고 해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도구적 사례연구

에 해당한다. 도구적 사례연구는 사실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역동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연구는 해당 사례를 심층 면접과 문헌 분석을 통해 접근한다. 심층

면접은 개인 면접(personal interview)을 통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한다

(남궁근, 2010). 심층 면접은 비교적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일련의 사건에 대해 행위자(actors)의 입장에서 깊이 있는

(in-depth)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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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분석은 2차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문헌 분석은 기성

자료(ready-made)를 구할 경우 1차 자료 수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노

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2차 자료는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

된다. 첫째, 내부 자료와 외부자료로 나누어진다(남궁근, 2010). 내부 자

료는 조사자가 속한 조직 내부의 자료를 뜻하며, 외부자료는 타 기관에

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뜻하는데 학술지나 신문에 발표되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다(남궁근, 2010). 둘째, 2차 자료는 그 출처에 따라 개인적 문서와

공공기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구분된다(남궁근, 2010).

이 연구에서 의미연결망을 분석하기 위해 넷마이너(NetMinor) 프로그

램을 활용하였다. 넷마이너는 네트워크 분석 내용을 시각화하여 네트워

크 데이터의 가치를 발견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넷마이너를 통

해 네트워크 데이터에 대한 탐색적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할 수 있다.

넷마이너는 연설문, 소셜미디어 게시글, 신문기사나 인터뷰 내용과 같은

비정형화된 문서 분석도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비정형화된 데이터

를 입력하여 주요 단어를 추출하고 단어 간 관계망과 의미망을 파악할

수 있다.

제 3 절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앞서 설명하였듯이, 현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마

을공동체 중, 지원사업 이후에도 공동체가 존속되는 경우는 50% 미만이

다.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1) 모임 형성 지원, 2) 활동 지원, 3)

공간 지원, 4) 모임 간 연계 지원, 5) 종합적 마을 계획 수립 지원 등 다

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 중 1단계에 해당하는 모임 형성 지원에 선정되

는 사업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줄어든다(서

울연구원, 2018). 선정사업 예산집행 분석결과 실제 자부담률은 18%로

지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효율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형성요인과 운영 요인 분석을 통해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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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분석한다. 이 분석의 결과를 통해 향후 정부

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예산 절감, 주민 만족, 사회자본(신뢰)

형성과 같은 수많은 부가효과 창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위에서 언급한

현재 시행 중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문제점으로 제시되는 부

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향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고독사가 늘어가는 추세의 한국에서 마을공동체, 즉 우리 사회의 가장

하위 조직에서 상호부조에 입각한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가능하다는 점에

서 연구 의의가 있다.

제 2 장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이론적 배경

1. 공유재로서의 마을공동체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자체를 공유재로 보고 분석한다. 이에

앞서 공유재(commons)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공유

재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는 만큼2) 공유재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Merriam-Websters에 정의된 공유재에 사전적 정의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유하거나 공유하는 사물 혹은 한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이

공유하거나 구성원들에게 속한 사물을 뜻한다.3) 이는 공유재에 대한 단

2) 공유재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되고 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공유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형태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 두 번째는 공유화

(Commoning)하는 과정을 포함한 서비스의 형태를 자원으로 보는 시각, 세 번

째는 공유자원의 생산과 재생산에 관계된 주체(Kip, 2015)까지 공유재로 보는

시각이다. 또한, 공유재는 가치를 창출해내는 하나의 제도를 포함한다.
3) 원문은 다음과 같다. “Belonging to or shared by two or more individuals

or things or by all members of a group”



- 7 -

편적인 정의이며 공유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함에 따라 현재 공유재의 개

념은 모든 유·무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해당 자원을 활용하는 공동체, 자

원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가 고안한 규칙과 가치, 모든 규범을 포함한

것을 의미하는 것까지 확장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재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 각 정의에 따

라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공유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한다. 첫 번

째는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ier)의 관점이다. 2014년에 발간된 데이

비드 볼리어의 저서에서 데이비드는 공유재를 생계형 공유재

(Subsistence Commons), 토착민 공유재(Indigenous People's

Commons),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Social and Civic Commons), 국가수

탁 공유재(State Trustee Commons), 그리고 글로벌 공유재(Global

Commons) 등으로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먼저 생계형 공유재는 수자원, 산림, 어장과 같이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연자원의 활용과 운영을 위한 사회적 관계로 형성된

공유재의 가장 초기 개념에 부합하는 공유재를 뜻한다. 토착민 공유재는

자연자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

동체의 문화나 관습을 뜻하는 무형(無形)의 재화이다.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는 인간이 협동하려는 특성에 기반을 둔 특정 공

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잔디 깎기, 육아, 가사나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뜻한다. 이 연구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공유재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가 이 유형에 속한다. 국가수탁 공유재는 국가가

소유한 대규모 공유재를 관리하는 방법을 뜻한다. 국가수탁 공유재의 예

로는 국가기관이 민간 연구 기관에 특정 사업에 대한 외주를 맡겨 연구

를 진행 및 프로그램의 설계와 같은 연구의 전반을 위탁하는 방법이 있

다.

글로벌 공유재는 공유재의 전통적인 개념이 확장된 개념으로 인간이

공유하는 생태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공유재를 뜻한다. 글로벌 공유재의

예로는 모든 사람이 특별한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사이버 도메인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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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관점은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와 실케 헬프리히(Silke

Helfrich)의 관점이다. 마을공동체를 공유재의 맥락에서 분석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개념이 바로 도시 공유재(urban commons)이다. 저명한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대도시를 공유재로 정의한

다. 도시에 투입된 집단적 노동이 생산해낸 방대한 공유재가 바로 대도

시라는 것이다.4) 이는 공유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라는 헬프리히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Helfrich, 2014).

공유재를 유형의 재화로만 한정하지 않고, 유형의 재화나 자원을 운영

할 제도와 사람과의 복합적 구성물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는 사회적 실천에 따라 공유재의 범주가 이미 존재하는 자연자원에 국한

되지 않고, 새로운 공유재가 형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정남영 역,

2012). 헬프리히의 관점에서 도시는 새로운 공유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여

지를 확보한다(황진태, 2016).

세 번째 관점은 Ostrom이 바라보는 공유재의 개념이다. Ostrom은 공

유재 혹은 공유자원이란 비배제성(Non-Excludability)과 편익감소성

(Subtractability) 혹은 경합성(Rivalry)을 지니면서 다수의 개인이 공유

하거나, 사용하는 자연적 혹은 인위적 사물들로 정의한다(Ostrom, 2010).

공유재는 누구도 사용에서 배제하기 힘들고 공유재를 사용함에 따라 양

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익이 감소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정남식, 2019).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성미산이라는 유형(有形)의 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존재하나, 마을공동체의 형성 자체가 성미산이라는

산림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전적 공유재

의 개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자체를 공유재라 칭하기는 어렵다. 오히

려,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에서 생성된 교육공동체, 육아공동체와 같은 서

비스 재화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들이 전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5)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1994년 대안 육아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학부모

4) 도시는 집단노동의 결과물이고, 따라서 도시 생산자들 모두의 것이라고 정의

내린다.
5) 이경란 박사, 울림두레생협 교육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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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모여 우리어린이집을 개원하며 육아라는 공동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제공 받고자 형성되었다. 이는 데이비드 볼리어가 정의한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의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 이는 더 나아가 데이비드 하비와 헬

프리히의 정의에 따른 공유재 적용도 가능하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산

이나 바다처럼 이미 주어진 자원이 아닌, 서비스를 중심으로 생성된 공

유재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Ostrom의 관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다

음과 같은 공유재의 특성을 가진다.

기존의 공유재의 특성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정의되고 연구되었으며,

Ostrom의 초기 공유재 연구는 산림과 목초지 지하수와 관개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Ostrom은 공유재를 다수 개별주체가 공

유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며, 잠재적인 사용자들을 배제하기가 불가능하거

나 곤란한 비배제성과 한 개인의 사용이 다른 개인의 사용을 감소하는

편익감소성을 지는 자연적 자원이나 인공적 시설이라고 정의했다

(Ostrom 1990).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유형(有形)의 육아공동체, 교육공동체, 주거공동체,

문화공동체, 생활공동체, 마을동아리로 이루어져 있다. 각 공동체 안에는

카페, 식당, 생협, 학교, 극장, 어린이집이라는 인공적 시설이 존재한다.

마을동아리에 따라서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동아리들도 있으나, 동

아리의 모임 혹은 동아리에서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시설을 대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인공자원에도 편익감소성은 존재한

다.6)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상호작용하고 한 공동체의 규칙이 다른 공동

체의 규칙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고 한 공동체의 일원이 다른 공동체의

중복으로 소속된 경우도 많은 '네트워크' 관계에 있다.7) 따라서 이 연구

6) 가령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교육공동체의 대표적인 기관인 성미산학교는 서

류전형과 면접 전형을 거쳐 매년 일정한 인원의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다. 이

는 한 명이 입학할 경우 지원했던 다른 한 명이 입학하지 못하는 편익 감소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마을극장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면 극장의 시설이 낙후되는 편익

감소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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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배제성과 편익감소성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공동체를 포괄하는 성미

산 마을공동체를 하나의 주체로 인식하고 공유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마을공동체 자체를 하나의 공유재로 인식하고 공유재로서의 마을공동체

의 물리적 조건, 특성이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동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분석할 수 있다.

2. Ostrom의 제도분석틀(IADF)

Ostrom의 IADF는 공유자원 체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는 기본 연구

접근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IADF는 합리적 선택 모델과 제도주의적 접

근을 결합하고 있는 Ostrom의 연구를 집약해 놓은 것이다. IADF는 어

느 한 조직체가 이용하는 규칙 체계나 그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조건, 특성 등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동기 유인에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또한 구성원들은 어떻게 자신들이 활용하는 규

칙 체계를 변경시켜서 그들이 처한 경제적·물리적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지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강경민, 2018). IADF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1] Ostrom의 IADF

출처: E. Ostrom.(2009).

7) “여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육아공동

체나 문화공동체와 같이 다른 공동체 활동을 하다가 생협에서 채용공고가 난

것을 보고 지원해서 생협의 직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요, 여기 직원분들도 다 조합원이고 성미산마을 거주자에게요”(마을 활동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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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F는 다차원적 분석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IADF는 행위자와 제도

의 교호 작용을 미시 분석과 거시 분석 두 차원의 분석을 수행한 후, 양

자를 결합하고자 한다. IADF 하에서 제도는 더욱 큰 수준의 제도 속에

하위 제도가 내재해 있으며, 각 층위의 제도 사이에는 긴밀한 연계성을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IADF 속에서는 규칙 행위자들이 선택과 상호작

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운영(operational) 수준, 이러한 수준의 운영 상황

에 작용하는 집합적 선택(collective-choice) 수준, 다시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선택(constitutional choice) 수준으로 나뉘어 제도 분석을

진행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행위계’는 개인들이 상호 작용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회

적 공간을 지칭한다. IADF에서 행위자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사익

을 추구하는 합리적 인간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있고 학습 과정에 놓여

있는 존재로 전제된다. 사람은 불완전 정보만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나마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행동 전략을 선택

하는 과정에서는 종종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이 IADF에 전제되어

있는 인간관이다.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협력적·자발적 갈등 조정 기제로서 작

동된 제도(institution)의 하나로 본다. 신제도론적 관점은, 제도적 제약이

어떤 행위유인을 발생시켜 주는지를 분석한다. 제도에 대한 분석은 의사

결정자들 혹은 참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적 경로와 방법

을 설계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분석틀의 창시자인

Ostrom은 자발적 조직화와 자치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는 주요 공유

재에 대한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린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공유재

의 성공적 관리, 둘째로 기존의 제도적 장치의 변형, 셋째로 지속적인 공

유재 문제 해결실패를 포함하는 과정에 대해 명료한 정보들에 대한 이해

가 그것이다(주성돈 2012).

이러한 사례들은 사람들이 규칙을 파기하고 무임승차가 되려는 유혹이

상당히 강한 상황 속에서 집합적 이익을 공유하기 위하여 어떻게 자신들

을 조직화하고 자치해나가는지를 이해하는데 활용되는 가장 두드러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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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자료의 집합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해당 연구사례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위에 제시된 사례에 대한 정의를 충족하고 있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도시의 주거지역으로 전통적인 연구에서는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으로 이분되어지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마을공동

체는 사유재산과 공공재산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

거환경으로 생협과 카페, 라디오 방송과 같이 공동재산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재산의 운영을 위해 공동체의 집합적 행동을 필요로 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공유재를 둘러싼 집합적 행동을 다룬 것이 바로

Ostrom의 IADF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Ostrom의 IADF를 적용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연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 연구를 수행한

다

3. 제도로서의 마을공동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제도를 인간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의미의 준거

틀을 제공하는 상징체계, 규범, 또는 문화라고 정의한다(Hall and

Taylor, 1996). 따라서 신제도론적 관점에서 제도는 공식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규범이나 문화와 같이 인간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

식·비공식적 제약과 이론 인해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결과를 포괄적으로

정의한다(이명석, 2006).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IADF에서 제도는

규칙이나 규범, 전략들에 의해 조직화하는 반복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 이용되는 공유된 개념을 나타낸다(Ostrom, 2005).

IADF는 제도를 특정 상황 속의 사람들에 의해 공동으로 인지되는 행

위 준칙 체계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도록 허

용, 금지, 요청하도록 해놓은 규칙 체계로 간주한다. 이 연구는 앞서 언

급하였듯이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공유재로 정의한다. 공유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소속된 각각의 공동체는

나름의 제도를 형성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라는 공유재를 공유화(commoning)하

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스스로 기본 실행 규칙을 고안했고, 공유자원을

관리할 조직을 만들었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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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만든 집합 선택 및 헌법 선택규칙에 따라 실행 규칙을 수정해왔다.

이는 Ostrom이 자신의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에서 제시하는 성공적

인 공유재 관리 사례의 핵심적인 특징이다.

Ostrom은 공동체가 8가지 제도적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동체와 공유

재의 존속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한다. Ostrom이 제시하는 세부 원리

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하게 정의된 영역(Clearly defined boundaries)이다. 여기서

영역은 공동체 내 각종 유무형의 공유자원의 물리적·사회적 영역을 일컫

는다(정남식, 2012). 영역은 지역 내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재 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그 영역의 경계가 명

쾌해야 한다. 둘째, 실행규칙이 현지 조건과의 부합하는지(Congruence

between appropriation and provision rules and local conditions) 여부이

다. 이는 공동체 내 자원의 물리적 제약이나 여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그 자원을 둘러싼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지역자원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세 번째 원리는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Collective-choice agreements)이다. 이 원리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재

에 대한 규칙이나 조건을 구성원 내부집단에서 생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정남식, 2012).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는 공동체의 특성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 공유재와 관련된 규칙에 영향을 받는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한다. 공유재와 관련된 규칙

에 영향을 받는 구성원 모두가 규칙 제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

다. 넷째, 감시 활동(Monitoring)이다. 공동체 내에서 감시 활동의 존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기 감시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 사업을 위해 자체

적으로 만들어진 실행규칙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지킬 수 있

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것이다. 감시 활동은 공동체 실행규칙 제정

이후 발생 가능한 구성원의 규칙 위반을 예방하며, 외부 중재기관으로부

터 독립성 확보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감시 활동 제도의 존재 여부

는 공유재 관리에 긍정적인 임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점증

적 제재조치(Graduate sanctions)다. 공동체 구성원이 합의한 규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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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누진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장치를 뜻한다. 이

는 징벌 자체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공유재 관리의 사전적 조치의 의미

가 크다. 공동체 내 구성원들이 서로 간의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공유재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섯째, 갈등

해결 장치(Conflict resolution mechanisms)의 존재 여부이다. 공유재는

경합성이 발생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갈등이 자주 발생한다

(정남식, 2012).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마주하기

도 하지만, 공동체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갈등도 발생한다. 따라서 공

동체 내부 구성원 간 발생하는 갈등은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갈등

의 해결은 외부 중재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갈등

해결장치가 있어야 한다. 일곱 번째 원리는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Minimal recognition of rights to organize) 이다(오스트롬, 2010). 이 원

리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권리가 외부 권위체의 간섭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외부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음으로써 보장되거나, 자생적으

로 형성한 최소한의 권리로 해석된다. 이 권리의 핵심은 공동체가 자생

적으로 규칙을 형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마지막 원리는 중

층의 정합성이 있는 조직(Nested enterprises)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규모가 큰 공동체에 필요한 제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층위의 제도는 상호 정합성을 지녀야 하며, 일부 영역에만 적용되

는 규칙이 다른 층위에 존재하지 않거나, 규칙 간 이질성을 유발한다면,

공동체 사업 전체의 시스템이 통일될 수 없다. 이에 공동체 사업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 공유자원의 사용, 제공, 감시 활동, 집행 운영 등

전반의 사업단위가 중층적으로 조직화 되어야 한다(Ostrom, 2010).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제도의 원리로써 위에 언급된 8가지

특징 중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특징들을 행

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도적 맥락에서 살펴본

다.



- 15 -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 분야별 선행연구 동향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관한 연구는 인문·사회과학 분야를 막론하고 다각

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마을공동체 형성과정과 협동적 연대에 관한 사

회·경제적 의미(유창복, 2009)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관점(Lee & Jung,

2012)에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제도와 운영을

Ostrom의 IADF를 적용하여 살펴본 단행본8)은 있으나 놀랍게도 Ostrom

의 IADF관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운영과정에 관해 이루어

진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반면, Ostrom의 IADF는 한국에서도 많은 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다양

한 사례에 적용해 적실성을 검토한 이론틀이다. Ostrom의 IADF를 활용

하여 자율형공립학교 정책집행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한 사례와(이

정호, 2019) Ostrom의 IADF를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을 둔 정책 다이나

믹스 분석을 위해 연구한 경우도 있다(김선희, 2012). 성미산 마을공동체

와 Ostrom의 IADF의 선행연구는 다음 표와 같다.

[표 1-1]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IADF 선행연구

8) 이태동 외. 2017. 『마을학개론』 서울: (주)푸른길 단행본 2장 정치 이론으

로 보는 마을공동체: 하버머스, 퍼트넘, Ostrom을 통해

연구

분류
저자 연구방법 주요 내용

성미산 

마을

공동체

박경옥
·

정지인 

설문조사,

심층 면접,

문헌 분석 

마을 거주자들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의식 분석을 통해 

공동체 지속을 위한 조건 제시 

정문기
설문조사,

심층 면접 
성공적인 마을공동체 운영을 위한 방안 제시 

김철회
· 문헌 분석,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성공적 마을운영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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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선행연구 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공유재를 유형(有形)의 차원에서 주

로 접근한다. 인터넷주소라는 무형의 자원을 공유재로 접근하려는 시도

가 존재하나, 대부분 공유재 연구는 유형자원에 집중되어 이루어졌다. 공

유재 이론의 적용은 주로 관개용수, 어장, 숲에 대해서 이루어졌으며

Ostrom의 초기 IADF 적용도 관개용수와 산림과 같은 유형의 자연 재화

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특히, 마을공동체라는 무형의 자원

을 다룬 선행연구는 현재까지 그 연구가 희박한 실정이다. 둘째, IADF에

서 외생변수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여긴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행위계

(Action Arena)에서 행위자들(actors)간 상호작용(interactions)에 대한

연구가 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은 선행연구들이 초점을 맞

춘 부분에 대한 설명이다.

하혜수 심층인터뷰

유창복 
문헌 분석, 

심층 면접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의 원리 설명 

제도

분석틀

활용

주성돈 
문헌 분석,

심층 면접 
갈등관리의 방법으로서 제도분석틀 활용  

정남식 
문헌 분석,

심층 면접 
8가지 제도 원리를 통해 남해 다랭의 논의 관리원칙분석

홍성만
· 

주재복

문헌 분석,

심층 면접 

오스트롬의 제도 원리 변수인 규칙을 활용하여 대포천 

수질개선 사례 소개 

은재호 
문헌 분석,

심층 면접 

제주해군기지사례를 통해 갈등해결 기제로서의 제도

분석틀 활용 방안 제시

여정원 
문헌 분석,

심층 면접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다문화공동체 민주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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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 연구 대부분도 Ostrom의 제도분석틀의 행위계

(Action Situation)와 상호작용(Interactions)의 집중하여 행위자(actors)

간 상호작용이나 행위 상황 자체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러나, 행위의 결과(Outcomes)가 외생변수로 다시 환류된다는 점과 마을

공동체와 같은 무형의 공동체들의 외생변수는 유동적이라는 점을 볼 때,

외생변수의 중요성은 높아졌고 이에 따른 외생변수에 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하다. 셋째, Ostrom의 제도분석틀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형성요

인을 분석한 연구가 드물다. 선행연구들은 Ostrom의 제도 설계 원리나

규칙을 활용하여 공유재의 운영방안에 대해 살펴보거나, 갈등조정기제로

서 Ostrom의 제도 원리를 활용하였다. Ostrom의 IADF가 초기에는 자연

자원으로서의 공유재를 다루는 분석틀로 활용되었다. 따라서 공유재 운

영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첫째, 이

연구는 공유재는 유·무형의 재화뿐만 아니라 그 재화를 포괄하는 무형의

제도를 공유재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성미산학교, 울림두레생협9) 및 다

수의 공유재가 존재하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자체를 공유재로써 제도분석

틀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둘째,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라는 공유재의 형성과 운영을 살펴보기

위해 외생변수를 적극 활용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외생변수의

해당하는 물리적 환경과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작동규칙은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직면한 다수의 갈등국면과 물리적 변화10)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물리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 및 규칙이 변

화한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활발한 네트워

킹을 통해 마을이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형태이다. 다수의 공

동체들이 형성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미 형성된 공동체라 할지

9) 울림두레생협은 처음 마포두레생협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2013년

3월 울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울림두

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생협’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한다.
10) 성미산 기슭에 홍익대학교(학교법인 홍익학원)의 학교 및 기숙사와 같은 건

물들이 건립되며 물리적 조건의 큰 변화가 있었다.



- 18 -

라도 외생변수의 변화에 따라 공동체의 성격이 변하는 등 유동적인 형태

를 갖는다.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부동의 재화가 아닌 생성과 소멸을 반

복하는 가변적인 공유재로 보고 IADF를 활용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형성요인을 분석한다.

셋째, 이 연구는 외생변수(Exogenous Variables)에 해당하는 물리적

조건(Physical Conditions), 공동체의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 그

리고 규칙(Rules-in-Use)과 내생변수에 해당하는 규칙, 행위자의 분석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결정 메커니즘의 분석하여 공동체의 형성과 운영

요인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제 3 장 분석틀과 연구방법

제 1 절 외생변수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들이 초점을 맞추었던 ‘행위계’에

서 벗어나 외생 변수(Exogenous Variables)에 초점을 맞춰 외생 변수들

이 행위 상황에 미치는 영향(결정요인과 매커니즘)을 살펴본다. 외생변

수는 행위자 및 행위 상황(Action situation)에 영향을 미치고 행위자간

의 상호작용에 의해 파생된 결과(Outcome)는 다시 외생변수로 환류 된

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이 연구는 물리적 조건을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직면한 일련의 사건들을 도전적 변수와 긍정적 변수로 분류하

여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규칙에 따라서 외생

변수의 형태를 가진 규칙과 내생변수의 형태의 규칙들이 각 층위에 공존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각 규칙의 성격에 따라 내생변수와 외생변수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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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IADF에 따른 공동체 형성과 운영

1. 물리적 조건(Physical Conditions)

IADF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정의하는 물리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성미

산 마을공동체 인구, 연령대, 성미산마을의 위치, 지리적 환경, 성미산 마

을공동체 주민들의 교육 수준, 성비처럼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결과물

이라기 보다는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미 주어진 변수로 이해된다. 따라

서 기존의 연구들은 물리적 조건은 행위자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행

위계에서 유인구조의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행위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자들의 상호작용 혹은 선택의 결과를 결정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한다(이

명석, 2006).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성미산 개발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외생적 변수이나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성공함에 따라 태동기에 머

물렀던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확장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

동체의 물리적 조건이 행위자들의 선택결과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11)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물리적 조건을 분석하기 위해

11)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성미산이라는 자연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형성된 공동

체가 아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물리적 조건은 원래 주어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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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지역적 특성, 즉 성미산 마을공동체 대부분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공동체간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성산1동을 중

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2-2] 성산1동 지도

출처: 이정봉(2011), 중앙일보

2. 공동체 속성(Attributes of Community)

공유재 형성요인이나 운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공유재룰 공유하는

공동체의 속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공유재를 이용 혹은 공

유하는 공동체의 사용자들이 가지는 유인구조의 대칭성 (Sparling, 1990)

과 사용자들 사이 존재하는 호혜성과 신뢰가 공유재 운영과 사용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Ostrom, 2009). 가령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공동육아 어린이집 설립과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성공이라는 경

험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호혜성에 대한 확실

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사회, 문화, 경제, 교육과 같이 삶의 각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

하였다.12) Ostrom은 행위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동체의 속성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Ostrom, 2005). ①공동체에서 일반적

이라고 보기 어렵다.
12) 결국 성공에 도달했다는 것은 서로의 다름을 파국으로 빠지지 않게 이끌어

온 상호 ‘배려와 소통’의 성취이며, 동시에 그 성취에 대한 감동적인 보상인 것

이다. 따라서 이렇게 얻어진 협동에 대한 공감과 그 위력에 대한 자신감은 각별

한 것일 수밖에 없고, 마을 활동의 동력으로 작용하게 된다(유창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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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행위 ②잠재적 참여자(participants)가 특정 유

형의 행위계에 대해 공유(또는 공유하지 않는)하는 공통 이해도 ③공동

체에 속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동질성의 정도 ④관련 공동체의 규

모와 구성 ⑤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기본 자원의 불평

등 정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위 다섯 가지 속성 중 특히 다음 네 가

지 속성에 집중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적 특성을 파악한다.

첫째,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행위이다. 이는 마을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인지하는 문제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고 해당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다(Ostrom, 2009). Ostrom의 IADF에

의하면 의사결정의 결과 특히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제도가 결정되는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행위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과

직·간접적 비용이 부가된다(여정원, 2009).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기대가치에 대해서 공동체의 행위자들이 동의하는 수준이 다르면 공동체

를 구성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비용분배를 왜곡시켜, 제도의 적용 및 행

위자들의 예측이 어렵게 된다(Kiser and Ostrom, 1982). 반대로 기대가

치에 대한 동의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의 적용 및 행위자들의 행위 예

측이 용이하게 된다(여정원, 2009). 둘째, 잠재적 참여자(participants)가

특정 유형의 행위계에 대해 공유(또는 공유하지 않는)하는 공통 이해도

이다. 이는 특정 의사결정 상황에서 행위자 전체가 응집할 수 있는 정도

로 설명할 수 있다(여정원, 2009). 공통의 이해도는 공동체의 기대에 대

한 결과, 경험 및 사용하는 용어 등이 공유될 때 증진될 수 있다. 또한,

개별 행위자들이 전체 공동체 내에서 통용되는 규칙을 통해 집단에서 가

능한 행위와 권리, 의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때 강화된다. 그렇

기 때문에 공유하는 이해의 수준이 다를 경우 각 행위자는 자신의 이해

수준이 공유되는 집단을 형성하고 응집하여 각각의 의사를 표현하게 되

어 공동체적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여정석, 2008). 셋째, 공동

체에 속한 사람들의 선호도에 있어서 동질성의 정도이다.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이 선호에 대한 동질성을 공유하게 되면 응집력이 강해지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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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이 선호도가 확연히 다른 공동체에 비해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네 번째, (공동체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사이의 기본 자원의 불평등 정

도이다. 특정 공동체 안에서 자원의 분배 정도가 균일하다면, 행위자 간

에 자원을 분배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유인(interest)가 낮을 것이며,

분배 정도가 다르다면 행위자 간 불평등을 조정함을 통해 균형적 분배를

위한 노력에 대한 유인이 높을 것이다. 또한, 자원분배의 정도가 균일한

상황과 불균일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 및 결

과의 현상 또한 다르게 나타난다(Kiser and Ostrom, 1982). 자원의 분배

정도가 불균일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쉬우나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우 공동체 내 행위자들 사이의 자원분배가 비교적 균일

했다.13)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의 심층 면접과 문헌 분석을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자원 배분의 균일성 정도를 파

악한다.

3. 규칙(Rule-in-Use)

IADF에 있어 Ostrom이 강조하는 변수가 바로 규칙이다. Ostrom은 자

신의 저서인 『Understanding Institutional Diversity』에서 규칙의 개념

은 제도의 분석에 중심이 된다(Hodgson 2004a)고 말한다. Max Black에

의하면 규칙은 일상생활에서 네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규칙의 개념은 Max Black의 정의에 따라 특정인(그렇지 않다면,

금지되거나 허용되는)이 요구하는 권한(의회, 판사, 치안판사, 이사회, 대

학 총장, 학부모)으로 규정한다. 규칙은 특정 환경에서 행위계를 생성하

기 위한 지침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규칙이 결합하여 행동 상황의

구조를 구축한다(Ostrom, 2009). Ostrom은 규칙을 총 세 가지 수준의 층

으로 구분하고 있다. 각 층은 상위의 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층별로 나타나는 규칙의 성격이 다르다. 아래 그림은 각층별 규칙의 형

태이다.

13) 생협은 공동육 아어린이집 조합원 몇십 가구라는 소수의 특정한 필요를 매

개로 한 집단이 아니라, 먹거리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반적인 욕구를

내걸었으며 누구에게나 가입이 열려 있는 주민조직이었다(유창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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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층위별 규칙

실행상황

↑

실행규칙

↑

집합적 선택 상황

↑

집합적 선택 규칙

↑

형성적 선택 상황

↑

형성적 선택 규칙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는 규칙의 성격에 따라 외생변수에서는 형

성적 선택 규칙과 집합적 선택 규칙의 일부를 살펴본다.

1. 집합적 선택 규칙(Collective Choice Rules-in-Use)

집합적 선택 규칙은 실행규칙 제약하게 될 규칙을 제정하며, 이 수준

에서 행위자들의 선택결과는 실행수준의 틀을 짓는 공식적인 정책 등으

로 나타난다. 즉 집합적 선택 규칙은 실행수준을 제약하는 공식적인 정

책이 만들어지는 수준을 의미한다(이명석, 2006). 다시 말해 집합적 선택

은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수준이다. 여기서

행위자들은 정부 관료제를 포함한다. 집합적 선택 은 구체적인 행위 상

황에서 형성적 선택 규칙에 영향을 받아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에 관한

집단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통해서 파악한다. 집합적 선택

규칙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활동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후기 성미산 마

을공동체에서는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이는 본

론에서 상황적 맥락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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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성적 선택 규칙(Constitutional Rules-in-Use) 14)

IADF에서 형성적 선택 규칙은 집합적 선택 행위자들의 권한, 의무,

그리고 상호작용의 규칙을 결정하는 수준을 뜻한다(이명석, 2006). 형성

적 선택 규칙도 물리적 조건과 공동체 속성의 영향을 받는다. 성미산 마

을공동체 내 공동체 대부분은 협동조합 형태이다. 이는 성미산 마을공동

체가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의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형성적 선택 규칙은 공동육아와 협동조합 규칙을 위주로 살

펴본다.

형성적 선택 규칙은 집합적 선택 규칙을 형성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정관과 회의록 문서를 통해 파악한다.

제 2 절 행위계(Action Arena)

1. 행위자(Actors)

IADF에서 행위자는 행위계(Action Arena)안에 행위 상황(Action

Situation) 속해있으나 현재는 행위자와 행위상황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행위계를 살펴본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행위자들은 공동체 구성원들 즉 조합원들을 뜻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인 조합원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라

명명한다.

행위 상황은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McGinnis 2011, 173; Ostrom

2003, 13). 7가지 작동요소는 첫째, 참여자 둘째, 참여한 행위자가 취하는

14) 기존연구에서는 Constitutional Rules-in-Use를 헌법적 선택 규칙이라는

명사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onstitutional Rules-in-use에 명칭에 대한

재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Ostrom이 설명하는 Constitutional Rules-in-Use는 헌

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의 ‘근간’이 되는 법안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은재호, 2010)를 참고하여 헌

법적 선택 규칙이라는 명칭 되신 형성적 선택 규칙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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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셋째, 행위자가 취한 입장에서 발생하는 행동 넷째, 행동으로 인한

결과 다섯째, 잠재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통제 기능 여섯째, 통제 과

정에서 이용하는 정보 그리고 행동과 결과로 인한 이익과 비용이다. 행

위자에 대해서는 4가지 가정이 존재한다. 행위자의 개인적인 선호, 존재

하는 정보, 행위자가 선택하는 기준, 행위자가 사용 가능한 자원을 행위

자에 행위에 기본적인 가정이라고 볼 수 있다.

행위자에 대한 특성은 총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위자들

의 삶은 행위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야 한다.

둘째, 행위자들과 밀접한 관련을 맺은 자원이 관리되는 방식을 포함한

각 행위자의 행위가 공동체 내의 다른 행위자와 자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존재해야 하며 셋째, 이런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래에도 지속 되어야 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라는 자원은

무형의 서비스 자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Ostrom이 말하는 이익의 개

념을 서비스 제공의 개념으로 변환하여 살펴본다. 넷째, 행위자들은 모든

행위자가 서로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결정된 약속을 이

행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신뢰하고 있어야 한다(여정원, 2008). 다섯

번째, 행위자들에게 반대하는 외부세력 및 권위와 관계없이 자원에 접근

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여정원, 2008).

여섯 번째, 행위자들은 다른 지역적 공동체들의 연합에 참여하여 이 가

운데 조직이나 리더십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앞서

형성된 이웃 공동체로부터 공동체 형성과 리더십에 대한 방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한다(여정원, 2008).

이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여섯 가지 특성에 맞춰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을 살펴본다.

2. 실행규칙(Operational Rules-in-Use)

IADF에서 실행규칙으로서 지위(position), 경계(boundary), 선택

(choice), 집합(aggregation), 정보(information), 범위(scope), 보상

(payoff) 등 7개의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지위 규칙(Position Rules)이란 행위계의 초기 구성 요소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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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지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위는 참가자들과 공인된 행동

사이의 연결고리이다. 지위 규칙(Position Rules)은 지위의 숫자와 각 지

위에 할당된 상대적 권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의 다양성에

대한 비계(scaffolding)를 만든다.

경계 규칙(Boundary Rules)은 출입국 규칙(entry and exit rules)으로

종종 불리는 규칙이다. 이 규칙은 ① 누가 특정 지위에 적격인지 ② 자

격을 갖춘 참가자가 어떤 위치에 오를 수 있는지(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③ 어떻게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떠나

는지(또는 반드시 떠나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규칙이다. 적격자가 직위

를 채울지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경계 규칙은 필수적이다. 또한, 경계

규칙은 출입국 수수료를 할당할 수 있다.

선택 규칙(Choice Rules)은 어떤 직위를 점유하는 참가자가 결정 과정

의 특정 지점에서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은 조건에 비추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또는 할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참가자가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되며, 또는 할 수 있는 행동은 그들이 점유한 위치,

다른 사람이 취한 이전의 행동 및/또는 자신과 관련 상태 변수의 속성에

따라 달라진다. 선택규칙은 행위계의 특정 부분에 맞지 않는 다른 모든

행위를 분할 한다.

집합 규칙(Aggregation Rules)은 행동하기 전에 의사결정과정의 한 교

점(node)에서 단일 참여자 또는 복수 참여자의 결정이 필요한지를 결정

한다. 집단에 대해 집계 규칙이 명확히 해야 하는 문제는 "누가 어떤 행

동이나 일련의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이다.

정보 규칙(Information Rules)은 참가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의 수준

에 영향을 미친다. 특정 행위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상황의 전체적인

구조, 개별적인 상태 변수의 현재 상태, 다른 참가자들의 위치에서의 자

유로운 현재의 움직임, 그리고 그들 자신의 과거 움직임에 대해 참가자

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다. 정보 규칙은 특히 참여자의 과거 행동에

대한 정보를 생성하여 다른 참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또한, 정보 규칙은 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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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주제를 제한한다.

여섯 번째, 보상규칙(payoff Rules)은 외부 보상 또는 제재를 시행된

특정 조치 또는 결과 상태 변수에 대한 특정 판독에 할당한다. 보상규칙

은 잠재적 가치를 지닌 것을 지급 하거나 받는 것을 포함하는 목표를 가

지고 있다. 보상규칙은 행위계에서 행위자에 대한 조치 또는 결과의 순

비용과 편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범위 규칙(Scope Rules)은 상황 내에서 취한 조치의 결과

로 영향을 받아야 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진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범위 규칙은 이 집합을 정의하고 결과 공간

의 너비(영향을 받은 상태 변수의 수)에 영향을 미치며 해당 공간에 포

함된 각 결과 변수의 범위를 지정한다. 범위 규칙의 목표 구성요소는 행

위보다는 결과를 설명한다. 범위 규칙은 결과 변수에 대한 영향을 통해

행위 집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행위 집합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이러한 일곱 가지 유형의 실행규칙이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존재하는

지, 존재한다면 이 규칙들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일곱 가지 실행규칙이 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하

고자 한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일곱 가지 유형의 실행규칙이 실제로 행

위계 요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외부 변수로서의 관계를 설명한다.

3. 전략

전략은 행위계에 속한 행위자들이 취하게 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행위는 행위자들이 주어진 제도와 규칙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협력 혹은 비협력이라는 상호작용 패턴을 형성하게 된다. 행위자

들은 행위 상황 속에서 제도와 규칙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행위자들은 존재하는 제도와 규칙에 순응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른 경우는 행위자들이 제도와 규칙

을 보완 혹은 변형하거나 새로운 제도와 규칙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때

에 따라 행위자들은 제도와 규칙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공동체

에서 이탈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떤 규칙과 제도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었으며 운영과정에서 어떤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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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규칙을 활용하였는지 살펴본다.

제 3 절 상호작용 패턴(Interaction)

1. 협력

상호작용 패턴에서 협력이란 구성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에 대한 동의와 기대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기울이는 공동의 노

력(joint efforts)을 의미한다(은재호, 2010). 협력의 가능성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얼마나 기여했는지 또한, 설정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법에 대한 공동체 내 동의가 어느 수준까지 형성되

어 있는지 그리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참여도롤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공동체의 속성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속성에 대한 분석은 행위자들의 상

호작용 패턴이 상호 협력적일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

2. 비협력

비협력도 구성원간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비협력은 구성원들이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주어진 제도와 규칙을 활용하는 대신 공동

체를 이탈하거나 공동체 내 갈등이 심화 되는 상황을 야기한다. 구성원

간 비협력은 공동의 목표에 대한 동의가 낮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구성원들의 참여가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명확하

게 정의된 운영 제도나 규칙이 부재할 때 구성원들은 비협력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확률이 높아진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경우도 구성원들 간 비

협력적 태도의 양상이 드러났고 이는 공동체 일부가 소멸하는 결과는 낳

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성미산 자동차 두레’이다.

연구를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실패 사례도 함께 살펴본다.

이 연구는 상호작용 패턴의 분석을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형성되었고 운영되었는지를 형성기와 운영기로 나누어 분석

한다.



- 29 -

제 4 절 연구방법

이 연구는 단일 사례연구로써, 문헌 분석, 심층 면접을 활용하였다. 그

리고 연구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 면접에 더하여 성미산 마을공동

체와 관련된 단행본, 학위 논문 및 연구 논문과 신문기사를 통하여 필요

한 정보를 수집하고, 넷마이너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헌분석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문헌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의 문헌 자

료 수집을 위해 성미산 마을공동체 대표 웹사이트15) 내에 있는 공동체별

홈페이지 및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 49개를 수시로 방문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공동체의 홈페이지, 블로그와 카페 게시판에서 운

영위원회 회의록과 정관을 확인하였다. 네이버 블로그의 경우, 일정 등급

이상의 멤버가 아니면 회의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당 공

동체에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회의록을 요청하였다. 성미

산 마을공동체가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마을과 사람 블로그와 마을

경제 동아리였던 대동계의 다음 카페를 통해 회의록을 확인하였다.

BIGKinds를 활용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신문기사를 수집하였

다. 신문기사는 1994년부터 2020년까지로 기간을 설정하였다. 현재(2020

년 10월 기준) BIGKinds에 성미산마을이라는 키워드로 총 828건의 뉴스

기사가 존재한다. 동영상 미디어로는 YTN이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참고

하였다.16) 마포구청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성미산 마을공동체 지역

의 인구 및 토지면적 비율과 성비를 포함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물리적 조건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7)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수집히였으며, 서울특별시 홈

페이지18)를 통해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19)를 확인하였

15) www.sungmisan.org
16) [YTN 스페셜] 마을이야기 1부 : 위대한 유산, 마을이 뜬다!
17) http://www.seoulmaeu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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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 다른 지역구의 마을공동체의 문헌 분석을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용산구를 포함한 다수 지역구의 조례를 참고하였

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자리한 마포구의 경우 마포구의 조례가 따로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 조례로 대신하였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형

성과정과 운영에 대한 이해자료로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물

을 분석하였다. 학위논문 및 학술논문을 포함한 각종 보고서는 서울대학

교 중앙도서관과 학술 DB인 DBpia, RISS, KISS를 활용하였다. 현재까

지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관한 학술논문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자료를 기준으로 학위논문 다섯 개, 학술논문은 48개로 행정학을 포함한

정치학, 경제학, 도시환경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

러나 대부분 학술자료의 연구 대상이 육아공동체와 교육공동체 그리고

마을기업에 편중되어 있다. 이에 부족한 자료는 심층 면접을 통하여 보

완하고자 했다.

2. 심층 면접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들과 심층 면접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방문하여 심층 면접 동의를 구했으며, 도토리방과

후 교실의 경우 면접 대상자가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 하

였다. 손정란 사람과 마을 교육공동체 이사는 서울협치추진단의 협치지

원관의 소개를 받아 전화로 연구내용을 소개하고 심층 면접을 요청하였

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마을 운동가들을

포함한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 총 6명에게 심층 면접을 수행하

였으며, 이외에도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방문하여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마을 주민, 성미산 교육공동체 교사들 등 마을 활동가들을 만나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심층 인터뷰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를 두 부류로 나눠서 진행하

였다. 첫 번째 부류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기점으로 하여 1세대

즉,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전후로 활동한 마을활동가들로 그리고 두

18) https://www.seoul.go.kr
19) 前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년 7월 16일자

로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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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부류는 2-3세대 즉,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이후에 성미산 마을공

동체로 유입되어 활동한 마을활동가로 분류하였다. 심층 면접 대상자들

에게는 공식·비공식적 규칙과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다.20) 면

접 시간은 면접 대상자 간 상이 하였으나 평균 1시간 이상 소요되었으

며, 면접 대상자가 활동하는 공동체 시설에서 수행하였다. 이는 면접 대

상자가 친숙한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면접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면접 장소를 이동하여 면접을

수행한 면접 대상자도 있었다. 면접 대상자는 각각 육아공동체, 교육공동

체, 생활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공동

체를 선정한 이유는 선정된 공동체가 과거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에 있

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거나(육아공동체), 현재 가장 활발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심층 면접 수행 시 면접대상자들의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하였으

므로 마을 활동가들이 속한 공동체의 이름은 이 연구에서 별도로 언급하

지 않으나 공동체 별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체의 성격만을 간략하게

명시한다. 생활공동체의 경우, 마을 활동가 D, E는 같은 공동체에 속하

였으며 마을 활동가 A, C는 각기 생활공동체 내 서로 다른 공동체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이다. 면접 대상자들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2] 면접 대상자 인구사회학적 특징

응답자 성별 거주지역 지역활동
활동

기간

면접

장소

A 여성 마포구 생활공동체 활동가(생협) 3년 공동체 시설

B 여성 인천 교육공동체 활동가 7개월 공동체 시설

C 여성 마포구 생활공동체 활동가(음식) 10년 공동체 시설

D 여성 마포구 생활공동체 활동가(마을활동) 18년 공동체 시설

E 여성 마포구 생활공동체 활동가(마을활동) 26년 카페, 식당

F 남성 마포구 육아공동체 활동가 6년 공동체 시설

20) 자세한 내용은 부록 질문지를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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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넷마이너(NetMinor) 분석

심층 면접 대상자들의 답변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녹취록은 면접자

평균 4,500자를 기록했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넷마이너에 비정제텍스트

분석을 수행하였다. Word Cloud를 활용하여 대상자들의 답변을 가시화

하였다. Word Cloud를 생성하면서 빈도수(Frequency)를 기준으로 하였

으며 최대 글자 수(The Maximum Number of Words)를 350자로 설정

하였다. 최대 글자 수를 350자로 선정한 이유는 면접 대상자들의 답변이

평균 5,000자 이상으로 350자 이상으로 최대 글자 수를 설정할 경우 가

독성이 떨어지고 대상자마다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무의미한 낱말들이 핵

심단어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면접 대상자

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나 활동을 파악하면서도 단어 간 연관성

이 있으며 면접 답변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최대 글자 수가 350

자임을 반복적인 분석 수행을 통해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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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석

제 1 절 사례분석 개요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분석은 다양한 각도에

서 이루어져 왔다. 이 연구에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운영됨에

따라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마주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그중에서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위주로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분

석 대상 사건들은 사건 발생 전·후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연과 외연의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던 사건들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관

점에서 부정적인 사건과 긍정적인 사건으로 1차적 분류를 한 뒤, 각 사

건을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 측면에서 분석할 것인지 운영의 측면에서

분석할 것인지 판단하여 2차적으로 분류하였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사

례들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 뿐만 아니라 외부

에도 알려진 사건들로 선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제 2 절에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외생

변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전반적인 특성을 살펴본다. 성미산 마을공동

체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외생변수는 공간적 범위, 환경적 특성, 사회경

제적 특성,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운영 공동체를 의미한다. 외생변수를

통해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살펴봄으로

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내·외부적 변화와 제도적

변화를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이 마을공동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분석한다.

제 3 절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을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살펴본다.

3절에서 분석하는 사건들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로 구성된다. 이 사건들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시초가 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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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육아연구회 학습 모임과 같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의지가

반영된 사건들이 있는가 하면,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이나 홍

익학원의 학교 신축과 같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발생한 사건들도 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공동육아연구회 학습

모임을 시작으로 어떠한 가치적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성미산 마을공동

체가 형성되었는지 분석한다. 이후 차례로 발생한 각 사건을 하나의 외

생변수로 본다. 사건이라는 외생변수를 중심으로 공동체의 속성, 규칙(집

합적 선택 규칙, 형성적 선택 규칙)과 행위계에 해당하는 행위자와 규칙

(실행규칙, 집합적 선택 규칙)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 상호작용 패턴

을 협력과 비협력의 측면으로 나눠서 분석한다.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로

써 공동체 운영을 지속하는지 공동체 갈등이 심화 되었는지 분석한다.

이 절에서 소개되는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과 홍익학원 학교 신축 계획

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인 사건이었다. 이 연구는 성미

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둘러싼 부정적인 사건들

을 어떻게 다루며, 결국에는 이를 마을공동체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는

과정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4 절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성공적인 운영요인을 3절과 마찬가지

로 사건이라는 외생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4절에서 분석하는 사건들

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했던 긍정적·부정적 사건들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전기·후기로 나누어지며 공동체 활동가들 사이에 발생한 세대 갈등 그리

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창설된 마포FM, 임대료 상승으로 인해 폐업해야

했던 성미산 대표 카페 작은나무 카페 폐업 사건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

원 조례 제정과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인해 성미산 마을공

동체 운영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이 마주

한 변화들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그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한다. 분석의

방법은 형성요인 분석 방법과 동일하게 외생변수와 행위계 그리고 상호

작용 패턴과 패턴의 결과를 살펴본다.

제 5 절은 사례분석 결과를 NetMinor를 통해 시각화하여 제시한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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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살펴본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요인과 운영요인 분석 과정에서 활용

한 면접자들의 면접 내용을 Word Cloud를 통해 시각화하여 활동가들의

주요 가치, 목적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가들의 가치와 목적

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미친 영향을 결론을 통해 제시한

다.

제 2 절 마을공동체 개요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요인을 가치와 조직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유창복, 2009; 임은지,

2010).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IADF의

외생변수를 중심으로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이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를 후기 성미산 마을공

동체로 정의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전기·후기로 구분하는 기준은 관

(官)이라는 외부세력의 등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건설교통부(現 국토교통부)의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공모 프로젝트에 지

원하기 위해 2006년부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2007년 3월 프로젝트를

실행할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람과 마을’을 설립한다.

2012년 이전까지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외부의 지원 없이 공동출자와

십시일반 전통을 통해 마을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기 때

문에 2007년 설립된 ‘사람과 마을’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공동체적 속성

뿐만 아니라 활동가의 형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21)

“2007년도에 사람과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마을이 그때까지는 프로젝트라는걸

해본 경험이 없고, 다 필요하면 십시일반 돈 모아서 또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참

여하는 형태로 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상태였죠, 회의비

21) ‘사람과 마을’은 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해 월급을 받는 반상근 직원을

두고 있다. 이는 재능 기부나 시간 기부 형식으로 마을의 각종 행사를 진행해왔

던 전기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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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으면 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였어요(활동가 D)”

외부자원의 투입은 IADF의 외생변수에서도 특히 Ostrom이 강조하는

규칙의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외부자원이 투입되었다는 것

은 곧 새로운 집합적 선택규칙이 도입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과 마을이 생기고 나서 영역별로 마을의 분과가 생겼죠, 예를 들면 생협

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공동체를 생각해보고 마을의 동아리를 보면서 문화 공

동체를 형성하면서 분과를 책임지는 이사와 활동가가 있는 구조로 사람과 마을

이 세워졌고 그런 의미에서 마을일의 체계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활

동가 D)”

따라서 이 연구는 사람과 마을이 설립된 2007년도부터를 후기 성미산 마을공

동체로 정의하고 이 기준을 따라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 약사를 살펴본다.

1.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1994-2006)

전기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간적 범위, 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운영 공동체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1 공간적 범위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첫 시작은 마포구 연남동이었다. 성미산 마을공동

체는 성미산이라는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가 아니기 때

문에 명확하게 언제 형성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22)

“제가 처음 창립 멤버가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서부 지역쪽에 연고

가 많았던 사람들 같아요. 직장이나 학교 등 여러 가지 연고들이 있었던 것 같

아요. 장소 구하느라 마포 일대를 다 뒤지도 다니다보니 그 당시 이곳이 조금

쌌겠죠. 그리고 여기가 신촌 문화권이고 홍대 문화권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고려되었겠지요(주창복, 2005)”

22) 성미산 마을에 경우, 의식화된 활동가에 의하여 마을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성미산 근처가 선정되었다(유창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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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시작은 1994년 9월 4일 ‘우리 어린이집’이

연남동에 처음 설립된 날을 마을공동체의 시작으로 본다.

이후 1997년 ‘우리 어린이집’은 현재 위치인 성산동으로 이주한다. 뒤

이어 1996년 서교동에 ‘날으는 어린이집’23)이 설립된다. 1998년 방과 후

학교인 도토리 마을방과후와 마포두레생협이 2000년도에 성산동에 설립

된다.

마포두레생협이 설립될 당시에는 명확한 지역구분이 있었으나 이는 어

디까지나 권장의 영역이었지 강제되는 것은 아니었다.24)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생활권 안에서 교육, 문화, 경제, 환경,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주기적으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권에 있는 사

람들이 행위자(actions)들이 되어 서로 상호작용(interaction) 했음을 알

수 있다.

마포두레생협은 마을기업의 전형적인 모델로써 설립 직후 발생한 제1

차성미산지키기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다. 따라서 초기 합정동과

망원제1·2동, 합정동에 설립되었던 육아공동체, 교육공동체와 생활공동체

들이 성미산이 위치한 성산1동과 성산2동으로 이주한다.

특히 제1차성미산지키기운동 이후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대내외적으로

알려지며 2003년 이후 형성된 공동체와 동아리들은 성산1동과 성산2동을

중심으로 위치한다. 사실 1994년 ‘우린 어린이집’이 처음 개원하여 2001

년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전까지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을로 불리지

않았다.25) 매년 6월 열리는 큰 행사인 성미산마을축제도 성산1동에서 이

23) 날으는 어린이집은 10여년정도 유지되다 사라지고, 2005년 나는 어린이집에

서 파생된 또바기 어린이집이 설립되었다.
24) 설립 당시 생협에서 맨 처음 한 일은 조합원의 범위를 정하는 일이었다. 더

중요한 일이 먹거리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생활을 나누는 일이었다. 그러면

무엇보다 자주 만날 수 있어야 했다. 행정구역과 별개로 생협 매장을 중심으로

반경 약 2km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 사는 주민을 조합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막지는 않았지만 권하지도 않았다. (마을은 처음이라서,위성남)
25) 마을이라는 말이 이렇듯 자연스럽게 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은 그리 오

래된 일은 아니다. 정확히 그 시점을 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성미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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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대부분의 공동체가 밀집되어 있는 성산 1·2 동에는

성서 초등학교와 경성 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교육

을 받을 수 있는 대안학교는 없었다. 따라서 성미산 육아공동체에서 길

러진 미취학 아동들이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교육철학26)을 학습할 상급

학교가 부재했다. 이에 성미산 마을공동체 학부모들은 2005년 성미산 학

교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2 환경적 특성

동쪽으로는 망원동, 서쪽으로는 성산로, 남쪽으로는 합정로가 있으며

북쪽으로는 서교로가 있다. 성산동의 경우, 망원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에 위치하며 지하철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나 지하

철 6호선이기 때문에 중심지로 이동하려면 환승이 필수적이다. 망원역에

서 성산1동으로 오기 위해서는 도보가 필수이다. 왜냐하면 역에서부터

마을까지 별도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한강이 인접해 있고 성미산 녹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비교적 쾌

적한 주거지역이다.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인구밀집형

취락구조로 변모하는 과정에 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과 인접한 2002년

월드컵의 중심지로서 국내외 관광객의 유입을 늘어났다.

성미산27)은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성미산의 산림자원을 직접적으로 이

용하는 것은 아니나 성미산 주변 주민들에게 자연 경관과 가벼운 산행과

공원으로 아이들에게는 생태 학습의 장으로 이용된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미산은 공동육아 부모들

에게 낯선 산이었다(유창복, 2009). 2003년 이후, 성미산 공동체에 대한

키기운동을 계기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하다(유창복, 2009).
26) 성미산학교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사람이 되자’ 라는 교육 이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립과 상생, 전환 마을(transition town)에 관해 교육한다.

학교의 핵심 정체성은 ‘마을학교’이다(주창복, 2005).
27) 성미산은 높이가 66m이며 산의 형세가 성(城)처럼 생겼다고 하여 성산이라

고도 불린다. 1993년 8월 성미산 일대를 도시공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산정으로

오르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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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가 높아지고,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된 육아공동체와 교육공

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육아공동체와 교육공동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공동체 전입자들이 증가했다.28)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성미산 마을이라는 키워드

로 검색해 보았을 때, 2개의 기사가 존재한다.29) 성미산 개발을 둘러싼

성미산 마을 주민들과 마포구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1년부

터 2003년 결국 마포구에서 성미산 개발 계획을 철회한 시점을 기준으로

신문기사13건, 다큐멘터리 1건으로 성미산 마을에 대한 기사가 확연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마포통계연보를 보면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해당하는 연남동, 성산 1·2

동, 망원1·2동, 서교동, 합정동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다른 동에 비해 높

음을 알 수 있다.30) 실제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공동체인 육아·교육·생활공동체는 여성을 중심으로 설

립되고 운영되는 공동체들이 많다.31)

“아이들의 숫자가 확실히 예전에 비해 많아져서 현재 60여명의 아이들이 도

토리방과후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래도 한 아이 한 아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소에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활동가 F)”

28) 2003년, 성미산싸움을 극적으로 이겨 내자 온 마을엔 자신감, 흐뭇한 무용담

이 넘쳐났다. 이 와중에 가장 바쁘게 돌아간 곳은 바로 생협이었다. 조합원들의

신규 가입이 말 그대로 폭주했다. 하루에 100명 가까운 조합원이 신규로 가입한

적도 있다(유창복, 2010)
29) 신문기사의 내용은 각각 "서울 마포 성미산을 위한 가을 맞이 열림굿", "서

울 마포구 성미산/ '더불어 만들고 함께 노는 마을축제로'" 첫번째 기사는 성미

산 개발 소식을 들은 성미산 주민들이 성미산에서 열림굿을 한 내용, 다음 기사

는 성미산 마을축제에 대한 내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조
30) 마포통계연보의 동별 세대 및 인구, 인구추이 통계 정보를 활용하였다.

2001년도부터 2007년도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31) 마포두레생협, 동네부엌 모두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음

식을 주고 싶다고 생각한 성미산 마을공동체 어머니들의 필요에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동네부엌의 경우, 마을공동체에 손맛이 좋은 어머니 한분과 영양사 한분

이 시작한 마을공동체 사업이었다(주창복,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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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도토리방과후가 처음 생겼을 당시 10명 내외의 아이들이 소속

되어 있던 것에 비하면 지난 10여년간 도토리방과후의 운영이 지속적으

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사회경제적 특성

성미산 마을공동체 시설 대부분이 자리 잡은 성산1동을 기준으로 보

면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면적은 0.8㎢로 마포구 23.87㎢의 3.35%에 해당

한다. 인구는 2006년 기준 7,821세대 20,311명으로 마포구 전체 397,049명

의 5.1%에 해당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전형적인 저층 밀집 주거지역

이며 소수의 아파트만이 존재한다.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다 빌라에요, 전형적인 빌라촌이죠,

아파트가 있는데 한 동짜리 아파트에요(활동가 D)"

2006년도 기준 마포통계연보에 의하면 사업체 및 종사자 수는 마포구

27,302개 160,420명이며 이중 성산1동은 1,175개 7,914명이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중산층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부부가 맞벌이하는 가구

들이 대부분이에요(활동가 B, D)"

1.4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공동체 현황

성미산마을축제의 시초는 1998년 어린이날에 진행된 제1회 ‘전래놀이

한마당이다. ‘전래놀이 한 마당에 참여하는 공동체의 숫자가 늘면서 2001

년부터 성미산마을축제가 시작되었다. 성미산 마을축제는 연중 1회 진행

되는 행사이지만 공동체에 포함한 이유는 성미산마을축제에 선보일 프로

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모였던 공동체들이 축제 이후에도 지

속되어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었기 때문이다.32) 성미산 마을공동

체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성공한 후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분출하

32) 이후 ‘아마밴드, ‘성미산풍물패, ‘동네사진관은 동아리로 전환했고, ‘내안의몸

부림은 ‘라빠시온이라는 춤 동아리로 전환했으며, ‘한땀두레는 마을기업으로 창

업했다(위성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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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하면서(이경란, 2010), 다양한 공동체들이 형성되었다. 전기 성미

산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 3-1]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

시기 공동체 시기 공동체

1994년 우리어린이집 2001년
마포두레생협

제 1회 성미산 마을축제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모임

1995년 날으는어린이집 2002년
제 2회 성미산 마을축제

마을학교 우리마을 꿈터

참나무 어린이집

1996년
우리 어린이집 부설

도토리 방과 후
2003년

성미산개발저지를위한대책위원회구성

제3회 성미산 마을축제

생협 성산동 매장

동네부엌 초기매장

성미산 차병원

1999년 풀잎새 방과후 2004년
성미산 학교

그늘나무

2000년
도토리 방과후 분리독립

마포두레생협 발기인회의
2005년

멋진지렁이

마포FM

성미산마을배움터

마포희망나눔단

2.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2007-현재)

후기 성미산 공동체의 외생변수 중 전기 성미산 공동체와 비교하여 크

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한다. 가령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물리적

조건 중 공간적 특성이나 행정 구역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나

공동체의 속성이나 공동체의 규칙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

났다. 따라서 전기 성미산 공동체의 물리적 조건과 마찬가지로 후기 성

미산 공동체도 공간적 범위, 환경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운영 공동체

를 살펴보되 변화를 위주로 살펴본다.

1.1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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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범위 자체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나 후

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정의는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비교

해 명확해졌는데 이는 후기 성미산 공동체의 경우,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공식화된 공간적 범위를 정의

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임을 유추할 수 있다. 2007년도 기준 성미산 마

을공동체가 공식적인 마을공동체의 공간적 경계로 지정하는 범위는 성미

산, 그리고 인접한 성미산학교와 성서초등학교를 대체적인 중심으로 하

는, 반경 1km 내외의 중심생활권에 속하는 성산동과 주변 일대이다(살

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범사업 백서, 2008).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지역적으로는 성미산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서교동, 망원동, 연남동 일대이며 행

정적으로 명확한 지역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 가치를 적

용하여 생활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며 활동하는 곳을 지칭한다

(박경옥, 2013). 2020년 현재까지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대부분의 공동체

시설이 성산1동에 밀집되어 있다.

전기 성미산 공동체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성공시킴으로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을 무마하였다. 그러나 2006년 홍익학원이 성미산 부지

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하였고 홍익 초·중·고등학교의 성미산 이전을 추진

하면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제2차 성미산 마을

지키기운동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201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홍익학원

이 성미산으로 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홍익학원은 성미산 부지에 홍익 초·중·고등학교를 설립되었다.

1.2 환경적 특성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환경적 특성에도 언급되었듯이, 성미산 마

을공동체의 핵심 지역인 성산1동은 대부분 층수가 낮은 연립주택의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최근 성산 1·2동과 인접한 지역의 집값 상승

과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늘어나는 전입자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주거

형태로 인해 2010년 (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이하 소행주)

가 설립되었다. 2011년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마련하여 성산1동에 전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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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을 매입하여 1호 소행주를 완공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다른 도

시의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도시정비계획과 부동산정책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는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도 변화하는 부동산 상황에 맞추

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포구청의 통계에 따르면 성미산 마을공동체로 구분되는 서교동, 합

정동, 망원제1동, 망원제2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의 면적은 마포구 전체

면적의 36.9%를 차지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세대수는 64,870 세대로

마포구 전체 세대수인 175,506세대의 37%를 차지한다.

이는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다만 인구

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해당하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성미산마을’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았을 때 총 785건의 기사가 존재한다. 이를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성산(성미산) 명품자연생태공원화가 추진됨에 따라 생태공원과 관련된

기사와 마포구 집값과 관련된 기사가 최근 성미산 마을공동체 관련 핵심

이슈임을 알 수 있다.33)

1.3 사회경제적 특성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의 특성과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2007년 사람과

마을이 설립됨에 따라 관(官)과의 협업이 시작되었다. 사람과 마을의 설

립은 확장된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옅어졌던 공동체 간 네트워킹의 활성

화와 마을기업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이전과

비교해 체계적이고 분권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사람과

마을의 설립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특성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다. 더불어 2010년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포 지방선거 주민참여정치를

위한 공동선거본부를 발족하고 주민 구의원 후보들이 출마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중 구의원으로 당선된 이는 없으나 2018년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1세대 구성원인 유창복이 구의원으로 출마하는 등 정치 분야

33)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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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前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모범적 마을공동체 모델로 선정되었으며 순전히 내부의 자금으로만 운용

되었던 전기 성미산 공동체와는 다르게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공동

체들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금 사업으로 추진하며 외부의 지원을 받

고 있다.

특히 (구립)성미어린이집의 경우는 공동육아의 확산을 위해 조합형이

아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기존의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공동육아의 철학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겨난 공동육

아형 구립 어린이집이다.

무엇보다도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와 지역사회

로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 예가 울림두레생협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 어르신들 돌봄서비스이다.

우리어린이집의 경우도 어린이집 입소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울형 어린

이집 공인을 받아 서울시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1.4 운영 공동체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현재 육아공동체,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

주거공동체, 문화공동체, 마을동아리 이렇게 여섯 분야로 운영되고 있

다.34)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 해산된 단체들도 존재한다. 먼저, 성미산

차병원협동조합은 2009년 2월 적자 누적으로 해산하였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마포연대는 2009년 2월 활동 부재로 해산하였으며 풀잎새방과후어

린이집도 2010년 해산하였다. 자동차두레도 같은 해에 해산하였다. 이처

럼 후기 성미산 공동체도 구성원들의 필요의 흐름에 따라 형성과 소멸의

반복을 거치며 유동적인 공유재로써 존재한다.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34) 육아공동체 5개, 교육공동체 총 6개, 생활공동체 17개, 주거공동체 2개, 문화

공동체 4개, 마을동아리 19개가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 형태가 아닌 마을 동

아리는 표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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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표 3-2] 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 현황

분류 조직명

육아공동체

또바기 어린이집 또바기 어린이집

(구립)성미어린이집 참나무 어린이집

우리 어린이집

교육공동체

개똥이네 문화놀이터 성미산 학교

도토리마을방과후 성미산 택견 전수관

또보자 마을학교 (마을예술창작소)토끼똥

생활공동체

되살림 가게 사부작

(사)마포공동체라디오 (사)사람과마을

마포마을활력소 성미산마을회관 (사회적협동조합)문턱없는밥집

마포의료협동조합 비누두레

마포무지개의원 성미산공방

발달장애인청년허브 우리동생모아

울림두레생협 좋은날협동조합

마을카페 작은나무 협동조합 (사)마포희망나눔

마포공동체경제네트워크 소풍가는 고양이

Designlab 아지구릉

주거공동체 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만들기 함께주택 협동조합

문화공동체
마을예술창작소 공간릴라 사회적협동조합 살판

동네책방 개똥이네 놀이터 성미산문화협동조합

제 3 절 마을공동체 형성 성공 요인 분석

외생변수는 물리적 조건과 공동체의 속성 그리고 규칙을 포함하기 때

문에 선행연구에서 다루었던 가치와 조직의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내생적 요인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외생변수들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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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생변수를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유재로서의 성미산 마을공동체 외생변수들은 가변적이며 외생변

수의 변화에 따라 행위자들의 행위 상황이 달라졌으며 이는 행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외생변수 자체가 행위자 선택의 결과를 결정할

수는 없으나 행위자의 선택이 환원되어 외생변수가 되고 이는 공동체 형

성의 주요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외생변수를 중심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을 살펴본다. 특히 외생변수를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

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각각의 외생변수들이 주어진 사건에

대해 반응한 상호작용 양태를 분석한다.

❍ 공동육아연구회 학습 모임
1. 외생변수

⑴물리적 조건(사건)

공동육아연구회 당시 회장인 정병호 교수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설

립’ 설명회를 개최했고, 이 설명회에 참석자들이 이후 성미산 마을공동체

초기 구성원들이 된다. 초기 구성원들을 통해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계획

이 가시화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모체인 ‘우리어린이집’ 개원이 추진될

수 있었다.

⑵ 공동체 속성

1989년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령” 공포되었고 이어 1991년 “영유아

보육법” 제정되었다. 국가의 보육정책은 표면적으로는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었으나 이는 근본적으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의 탁아정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

이 대부분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주로 저학력,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다(이은희, 2007). 국가의 탁아정책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기혼여성들이 대부분 경제적인 필요에 의한 경우로서 주로 저

학력, 저소득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고 보았다(이은희, 2007). 따라서 국가

의 탁아정책과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취업모와 자녀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보육 욕구와 이에 따르는 보육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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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였다(이은희, 2008). 당시 한국 사회는 산업화에 따라 중산층 여성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었으며 이에 보육 문제는 계층을 초월한 보편적 문제

로 대두됐다. 35)

한편 사설 어린이집들의 양육 서비스는 대체로 폐쇄적인 공간에 규정

인원보다 아이들을 집단으로 관리하며, 시간표에 따라 생활한다. 따라서

아이 한명 한명을 개별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36) 국

가와 시장이 제공하는 육아 방식에 모두 만족하지 못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이 공동육아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마

침 공동육아운동을 벌이던 공동육아연구회의 정병호 선생과 만나 공동육

아 어린이집 개원 비전이 더욱 구체화하고 현실화된다.

“저는 큰아이 육아 문제로 공동육아를 하려고 처음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왔

죠, 그전에 친정에서 아이를 키워주고 계셨는데 저희가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이 되어서 다양한 구립 어린이집 아파트에 있는 가정보육형 다 알아봤는데, 친

35) [표 3-3] 연도별 여성 인구 최종학력 (단위: 천명)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홈페이지 <여성통계 DB> 자료 재편집,

연도

최종학력
1997 1995 1993 1991

중졸 이하 7,605 7,509 7,577 8,304
고졸 9,248 8,969 8,200 7,537
대졸이상 4,361 3,936 3,458 2,808
총계 21,214 20,414 19,234 18,649

36) 2020년 기준, 4세이상 아동들은 교사 1인당 24명의 영유아 배정할 수 있다.

[표 3-4]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2020). 보육사업안내 재구성

연령
단일연령

0세 1세 2세 3세 4세 이상

교사:영유아 비율 1:3 1:5 1:7 1:15 1:20

초과보육 허용 인원 1 2 2 4 4

초과보육 시

교사:영유아 비율
1 : 4 1 : 7 1 : 9 1 : 1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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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엄마 아버지만큼 키워주는 곳은 없었고 저희를 만족하게 하는 어린이집이 없

었죠(활동가 D)"

“1994년도에 공동육아를 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정병

호 선생님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일본 어린이집이었어요, 한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짜인 일정표에 따라서 줄을 서서 이동하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또 다른 어린이집의 아이들은 정해진 일정표가 없었어요, 같은 시간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 바깥나들이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눈

에 생기가 돌고 주변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영상을 모두 시청한 뒤,

정병호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싶으냐고요,

거기 있던 부모들 모두 여유롭고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참여할 수 있

는 두 번째 어린이집을 선택했죠, 그게 우리가 추구한 공동육아의 모습이었어요

(활동가 E)”

이처럼 중산층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의 보육 고충을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한 보육법의 제정과 시행,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교육방식의 시장적

어린이집이라는 물리적 조건은 386세대 맞벌이 부부에게 첫째로는 육아

라는 절박한 현실적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주로 대학 시절에 학생운동에 참여하

였으며, 특히 386세대가 주축을 이룬다(이은희, 2008). 학생운동에 참여했

던 386세대는 이상주의적이며, 공동체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삶 속에서 민주적 실천을 모색한다는 성향을 가진다(이은희, 2008).

이러한 공동체적 속성은 보육 기관의 부재라는 물리적 조건과 만나 성

미산 마을공동체를 일구어낸 동력으로 작용했다.

⑶규칙

⚫형성적 선택 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선택 규칙은 협동조합과 공동육아이

다. 특히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대부분의 공동체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 공동체를 구성하는 정관, 운영위원회 규칙, 이

사회 규칙은 모두 협동조합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다. 성미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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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협동조합들은 기본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에 거쳐 설립된다. 먼

저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총회를

열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 설립할 수 있다(김

현하, 2020). 이후 목적, 명칭, 구역 등 14개 필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한 뒤 설립동의자를 모집한다. 설립동의자 모집이 끝나면 창립총회

를 개최하는데 창립총회에는 설립동의자 과반수가 출석하여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중앙 행정기관장의 인정을 받아야지만 설

립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한다. 주식회사는 1원 1

표제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나, 협동조합은 빈부나 성별출자금액에 상

관없이 1인 1표제를 시행한다. 실행규칙에서 만장일치의 원칙이 1인 이

표제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서로 예명을 부르는데 이는 공

동육아 교육관에 기반을 둔다. 공동육아는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과 민주

적 의사소통을 가장 중요한 운영 가치로 생각한다. 이 가치를 실생활에

적용한 것이 구성원간 예명을 부르는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실행 규칙에

서 살펴본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공동육아의 시작은 맞벌이 부부를 하는 386세대의 자녀를 가진 엄마들의

공통된 이해관계와 관심사로부터 시작되었다.37) 공동육아 교육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당시 30대 맞벌이를 하는 여성들로 평소에 공동육아에 관심

많은 부모였다. 참가자들은 대학 강사, 신문기자, 방송작가, 출판사 직원

등 사무직 직장인들이었다. 참가자들은 공동육아, 생태학습, 바깥나들이,

양성평등 교육 등 공동육아에서 핵심적으로 여기는 교육 가치들에 동의

37) 이들(성미산 마을공동체 학부모들)은 다른 육아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을 도시이지만 가능한 한, 생태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충분한 놀이를 통

해 친구들과 관계 맺기를 하고, 어른들과도 수평적인 감수성으로 평등한 관계

맺기를 배우며 자라기를 바랐다(유창복,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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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대안적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다. 공동육아 어린이

집에 제도적 기반이 되는 협동조합 방식에 동의함과 동시에 어린이집의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운영방식에 동

의한 사람들이었다.

⑵ 규칙

⚫실행규칙
실행규칙은 지위규칙, 경계 규칙, 선택규칙 ,집합규칙, 정보규칙 ,보상

규칙 그리고 범위규칙 총 7가지의 규칙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전기 성미

산공동체는 ‘공동 육아, ‘생태 주의’라는 무형의 가치들을 유형의 공유재

로 재화화 하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규칙들은 경계규칙, 집합규칙, 정보규칙으로 볼 수 있다. 전

기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핵심적인 공동체인 성미산 학교는 경계 규칙에

따라 학교의 두 주체를 주민(부모)과 교사로 구성하였다. 집합규칙에 따

라 주민(부모)들은 대안학교에 관심 있는 새로운 학부모들을 모집하는

일과 학교 설립 자금을 모으는 일을 담당했고, 교사들은 학교 철학과 교

육과정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기로 했다(위성남, 2018).

성미산 마을공동체 초기에 추진된 대부분의 협동 사업들은 공식적인

절차가 선행되었던 것이 아니라 행위자 개인의 문제 제기 혹은 필요에

대한 논의 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공동체 형성되었

다.38) 공식적인 규칙 혹은 조합을 설립하여 진행되는 과정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39)

우리 어린이집의 경우 경계 규칙에 따라 조합원 전원이 기관 운영에

38) 마을의 시초가 된 어린이집, 그리고 그 이후 마을에서 이루어진 모든 활동

과 사업은 어느 것 하나 필요에 의한 것 아닌 것이 없었다. 국가나 시장에서 제

공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기에, 어느 쪽도 그 만족을 제공할 수 없기에 우리 손

으로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자 했던 것이다(유창복, 2009).
39) 곽선희와 위성남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 속에서 동네에 대안학교를 만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맞장구를 쳤다 역사란 이렇게 우연하게 술김에

발생한다. 뒤이어 2개월 뒤인 12월 6일에는 ‘교사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

성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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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참여하게 되어있다.40) 또한, 집합규칙에 따라 연령대별로 방모임41)

과 담당교사와의 면담을 월 최소 1회 진행해야 한다. 또한, 각자가 소속

된 1개 이상의 위원회 및 소위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진행해야한다. 한

달에 한 번 대청소에 참여해야 하며, 아마42)당번도 참석해야 한다(유창

복, 20008).

성미산 학교의 초등 교사들은 정보 소통 회의를 매일 오후 5시부터 6

시 사이에 열어 각 반의 학생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서로 정보를

나누었다. 이 회의는 정보규칙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초등 교사들이 정

보 소통회의를 시작한 이유가 불안정한 교육과정을 해결하기 위함이었

고, 정보 소통회의를 통해 행위계의 행위자인 교사들이 다른 행위자들의

상태, 움직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는 행위자 간 신뢰 형성을 도모하

여 불안정한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가져왔다.43)

IADF에 의하면 정보규칙은 참여자들이 신뢰할 대상과 불신할 대상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처럼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회의를

자주 하는 이유는 집합적 선택 규칙에 적용되는 끝장토론의 규칙에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끝장토론의 규칙은 집합적 선택 규칙에서 자세히 살

펴본다.

보상규칙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점증적 제재조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40) 부모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이사회를 직접 구성하고, 그 산하에 있는 교육과

시설, 홍보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현재

까지도 전국의 모든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유사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위성

남, 2018).
41) 우리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인 어린이집처럼 원아들을 연령별로 나눌 때

반이라는 표현대신 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는 원아들이 어린이집을 집처

럼 편안한 공간으로 인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활동가 B).
42) 성미산 육아 및 교육 공동체에서는 학부형을 아마라고 부른다. 아마는 아빠

에서 ‘아’자를 엄마에서 ‘마’자를 따온 표현이다(활동가 B).
43)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과정은 정보를 장악하는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팩트’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초등 교사들의 정보 소통 회의

는 한 달이 지나자 효과가 급속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위성남, 2018).



- 52 -

점증적 제재 조치는 마가렛 레비의 ‘준자발적(quasi-voluntary)순응 이

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된다. 준자발적 순응이란 비순응적 행위가 적발되

면 처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순응을 의미한다.

납세자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납세자는 준자발적 순응 전략에 따라 세

금을 납부 하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공권력에 의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납세자들

이 자신과 같은 이유로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준자발적 순응은 다른 사람들의 순응 여부에 달린 것이다.

공유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 사이에 위법한 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

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공유재 사용자들 간 존재

할 때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정해진 규칙을 지키게 된다.

따라서 무임승차와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점증적인 제재 조치가 필수적인 것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도 규칙을 지

키지 않는 조합원들에 대한 페널티가 존재한다.

“조합원 교육이나 청소 아마 활동도 필수라서 반드시 하셔야 하고 한 달에

한번 방문을 권장하지만 안 오셨을 때 페널티를 주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해

야 하는 필수 조합원 교육이나 여행 등은 필수에요, 필수적인 부분을 안 지키시

는 분들에 대해서는 벌금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 마을 축제를 한다거나

다른 마을 행사를 한다거나 그거는 소위마다 홍보 소위 제정 소위 등이 있어서

소위별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안에서 강제하지는 않아요(마을 활동가 F)”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금전적인 페널티가 있어요, 발전기금을 내도

록 해요, 내일 저희 대청소 날인데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대청소 날이 있어

요, 어쨌든 주말을 이용하다 보니 개인적인 일정이나 건강 등의 이유로 못 나오

게 되면 불참에 따른 페널티가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고요…(마을 활동가 B)"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규칙을 위반하는 조합원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은 기존 공유재 연구가 제시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성미산 마을공동

체는 조합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운영된



- 53 -

다.

“초반에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게 보이는게 있는데 그러기에는 서로를 되게 아

이들 떄문에 집에 마실도 많이 가고 하니 사는 이야기도 알게 되고 그리고 조

합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격유형검사도 해보고 이게 아이들만 어린이

집에 보내는게 아니고 부모도 조합원 생활을 하는거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거

에요 그래서 어느 조합원이나 조합원에 대한 이해 소통의 문제 이야기를 꾸준

히 하는거고 그랬을 때 빠지는 사람 계속 생기면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는데

빠질만한 이유가 있는거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빠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주면 안되는거고… (마을 활동가 D)"

또한, 공동육아와 교육이 마을 공동체의 핵심적 공유재이자 가치이다.

공동육아와 교육은 조합원 부모들의 자녀들과 관련된 공유재이고 따라서

자신이 규칙을 어기는 행위가 자신의 자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

문에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에서는 조합원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비교적 관대하다.

“지금 어린이집이 다 공보육이라 그래서 개인의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야기하는 교사대 아동 비율을 좀더 낮추기 위해서 아

이들에게 좀 더 나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부담하시는 것들

이 많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경제적인 부담을 하면서까지 교사들의 처우를 지

켜주고 싶은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을 활동가 B)"

더불어 성미산 마을공동체에는 ‘무임승차에 대한 관용의 전통이 있다.

이는 지금 당장 마을 공동체 활동에 기여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려 하더

라고, 결국 언젠가는 그도 마을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는 믿음과 여유가

있기에 관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의) 사이클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적당히 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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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때가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거를 좀 풀어낼 때가 있고 그런데도 아

예 안 풀어낸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합의 아닌 합의가 있는 것

같아요(마을 활동가 D)"

“벌금제가 있기는 한데 지양하는 편이에요, 벌금을 물린다는 건 곧 그 일이

하기 싫은 일로 인식되는 거거든요, 우린 조합원들의 활동이 하기 싫은데 꼭 해

야하는 일로 인식되는걸 원하지 않아요(마을 활동가 F)"

이는 또한 성미산 마을의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마을의

인적 자원의 풍부하기 때문에 당장 모든 조합원이 차명하지 않아도 다른

조합원들에 의해 공동체 운영이 감당되기 때문이다(유창복, 2009).

“성미산마을이 인프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아이를 키운다고 했을 때 도토리 방과 후만 보내도 부모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외롭거나 이 (공동체) 안으로만 들어오면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마을 활동가 D)."

⚫집합적 선택 규칙

전기 성미산 공동체 규칙 중 눈여겨볼 점은 집합적 선택 규칙에서 공

식적 규칙과 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비공식적 규칙은 성문

법으로 존재하지 않으나,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운영에 핵심적인 역

할을 하는 규칙들이다. 비공식적 규칙들은 집합적 선택 규칙에서 자세하

게 살펴본다.

먼저 공식적인 두 가지 규칙은 십시일반과 품앗이 그리고 만장일치 규

칙이다. 비공식적 규칙은 바로 회의 후에 이루어지는 뒤풀이와 마실 그

리고 예명 사용 규칙이다. 먼저 공식적 규칙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규칙

과 공식적 규칙이 어떻게 상호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한다.

먼저 십시일반과 품앗이 규칙이다44). 전기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협동

조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에서 활동하는

44) 도토리 방과 후 운영규정(안) 제17조 (품앗이 기부금 납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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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은 80% 이상이 개인출자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방식으로 운영되

었다(박경옥, 2015). 성미산마을의 모체가 된 우리어린이집과 성미산마을

에 속한 5개의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출자금을 모집하여 터전을 마련하였

다. 이외에도 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포두레생협이 중심이 되어 조합원들

의 출자를 통해 마을기업 및 다양한 공동체를 형성하였다. 이렇게 성미

산 마을공동체가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십시일반과

품앗이의 규칙이 존재했기 때문이다.45)

사회적기업의 마을 버전인 마을기업의 시초가 되는 것이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마포두레생협이다. 마포두레생협도 관심 있는 다수가 십시일반

으로 자금을 출자해 사업밑천을 마련하였다(유창복, 2009).

“마을이 그때(마을과 사람 설립 전)는 프로젝트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고 다

필요하면 십시일반 약간 돈 모아서 또는 몸으로 움직이면서 참여하는 형태로

일을 했죠(활동가 D)"

두 번째 핵심적인 규칙은 만장일치 규칙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

는 다수결의 원칙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

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이집이나 성미산학교와 같이

교육공동체에서는 아이들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어떤 부모라도 쉽게

양보할 수 없으므로 다수결은 애초에 불가능했다(유창복, 2009).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는 끝장토론의 전통이 존재했고 당사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며칠씩 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의 만장일치 규칙은 실행규칙에 영향을 주어, 각 공동체 해당 조합원들

은 월별 최소 1회 회의를 한다는 규칙과 같이 회의와 관련된 규칙들이

만들어진 것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존재하는 2가지 비공식적 규칙은 성문법으로 명

시되어 있지 않으나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

45) 마을에서 자원조달의 원칙은 ‘십시일반과 ‘품앗이이다. 십시일반은 물적 자

원을 공동 조달하는 전통이고, 품앗이는 인적자원을 공동으로 조달하는 전통인

셈이다(유창복,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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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규칙이다. 먼저 뒤풀이는 회의가 끝난

뒤 이루어지는 회의 당사자들 간 술자리다.46) 뒤풀이에 참석한 조합원들

은 회의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형식이나 격의 없이 이어가

기 때문에 회의 때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나 별

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의견들이 핵심적인 의견으로 뒤바꿈 하기도

한다.

“저희가 운영위가 끝나면 항상 뒤풀이해요, 뒤풀이에서도 한참 이야기를 하죠

(활동가 B)"

실제로 성미산 학교의 설립 계기에도 뒤풀이 자리에서 모이게 된 비공

식적 모임인 ‘대안중학교를 모색하는 아빠들 모임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마을 차(車)병원의 설립 등 다양한 공동체의 형성에는 뒤풀이 모임이 있

었다. 따라서 뒤풀이는 비공식적 규칙이나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에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 집합적 선택규칙이라 볼 수 있다.

다음은 마실 규칙이다. 마실은 사전적 정의 그대로 이웃에 놀러 다니

는 일을 뜻한다.47) 우리 어린이집을 포함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속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야근이나 다른 일정으로 인해 퇴근이 늦어지는

아마들을 대신해 다른 아마들이 친구 원아들을 챙긴다.48) 마실을 하다

보면 부모들끼리 관계도 깊어지고 신뢰가 쌓인다. 이러한 호혜적 관계의

성립과 신뢰는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공동체의

해체가 아닌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은 모두 예명을 사용한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예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예명으로 부

46) 문제를 공식화하여 인식하고 결론을 모아가는 역할을 회의가 한다면, 대안

을 여러모로 살피고 창의적인 돌파구를 내며, 당해 문제의 해결사를 발굴하는

데는 다연 ‘뒤풀이가 으뜸이다(유창복, 2008).
47) https://ko.dict.naver.com/#/entry/koko/5ed7794a948b4b14afc9d81eab6b2018
48) 성미산마을의 어린이집에서는 서로의 아이를 돌봐주는 마실이 자연스럽다

(윤태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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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공동육아 교육관에 근거한다.

“원아들도 그리고 평교사들도 저를 예명으로 불러요, 아마들도 저를 예명으로

부르고요, 제가 원장이지만 예명으로 서로서로 부르고 높임말을 쓰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높임말을 쓴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데, 우리 공동체에서는 그런 관계를 지양해요(마을 활동가 B)."

“학생들도 저를 예명으로 불러요, 아무래도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와 예

명으로 저를 부를 때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아이들이 더욱 편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어려운 점이나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명과 평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가 그래요(마을 활동가 F)."

3. 상호작용 패턴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육이라는 물리적 조건(사건)이 당시 국가나 시장

의 어린이집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했던 30대 맞벌이 부모들의 개인적인

필요와 맞았고, 공동육아의 참여하고자 하는 부모들은 386세대의 학생운

동을 경험한 민주주의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에 대한 욕구

가 강한 공동체적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당시 대학을 졸업

한 전형적인 중산층 직업여성으로 사회 문제와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고

민을 공유하는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은 공동육아, 대안적 육아 형

태라는 통일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 개

원에 동의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규칙 형성에

있어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의 가치적·제도적 기반을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결과적으로 1994년 국내 최초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

린이집이 개원한다. 이는 외생변수와 행위계가 협력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해 공동체 형성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

1. 외생변수

⑴물리적 조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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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성미산에 배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

진하였고 성미산 인근 토지를 소유한 학교법인 한양재단은 이 기회를 이

용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미산 마을공

동체 활동을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라 칭한다.

⑵ 공동체 속성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응집성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다. 2001년 7월 21일 우연히 성미산

에 올랐던 조합원에 의해 마포구의 성미산 배수지 개발 사업이 조합원들

에게 알려졌고 바로 다음 날인 7월 22일 생협 제6차 정기 이사회에서 논

의된다. 2001년 8월 17일 정식으로 ‘성미산을지키는주민연대(약칭 성지

연)’이 구성되었을 때, 생협, 우리어린이집, 도토리방과후, 나는어린이집,

풀잎새방과후가 참가한다. 이후 성지연을 중심으로 주민 공청회, 반대 서

명 운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성미산 서쪽에서 2001년 9월 15일 ‘제1회

성미산 숲속 음악회를 개최한다. 주민 설명회에도 190여 명의 주민이 참

석해 성미산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었다. 2003년 1월 8일 ‘성미산

개발 저지를 위한 대책 위원회(이하 성미산대책위)가 구성되었고, 같은

달 29일 마포구에서 일방적으로 성미산 벌목을 진행하자 조합원들은 ‘무

기한 산상 철야농성, ‘성미산 24시간 상주를 시작한다.

“낮에는 집에 있는 엄마들이 성미산 올라가서 텐트에 앉아서 혹시 용역들이

올라오나 지키고, 밤에는 아빠들이 퇴근하고 와서 텐트를 지켰어요. 이런 활동

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미산을 지켜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생태 감수성을 길러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선배 조합원들에게 들으면서 더 활발

하게 성미산지키기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활동가 D)”

이렇듯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참가한 조합원들은 공동체 내에서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아이들에게 성미산

을 지켜줘야 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높은 응집력을 보여주었고 2003년 10월 16일 서울시상수도사

업본부는 서울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미산 배수지 사업을 철회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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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통의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성미산지

키기운동 진행에 있어 의사결정 과정이 이견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반

대했던 것은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었다. 아이들이 매일 성미산으로 나

들이를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나들이 공간이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당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대부분은 공동육아 어린

이집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 구성원들이었고 따라서 공동육아의 생태

교육을 중요한 교육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성미산을 통

해 직접적인 삶의 자원을 얻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의 교육 터전인

성미산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높은 동질감을 느낀다는 특성을

가진다.

성미산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있기 전에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

원들은 스스로 성미산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애초에 구성

원들은 마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성공한 이후,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소개되었고,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취재하던

한 기자에 의해 성미산마을로 처음 불리게 되었다(모심과살림연구소,

2019). ‘성미산 사람들’, ‘성미산마을’이라는 상징성이 주어지면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지역을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 한

다(이은희, 2008).

⑶ 규칙

⚫ 형성적 선택 규칙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에 의해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

터 이상인 건설공사인 경우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한

다. 하지만 서울시 상수도본부는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는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이 위법한 행위임을 주장하

며 성미산지키기운동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2. 행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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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행위자

성지연에는 마포울림두레생협(당시 마포두레생협), 우리어린이집, 나는

어린이집, 도토리 방과 후와 풀잎새 방과후를 포함한 공동육아협동조합

과 뿐만 아니라 인근 교회와 절, 동아리, 및 지역사회 공동체와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 행위자의 변화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부를 향해

있던 존재적 가치가 외부로 확장되었다. 이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존속에

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지역이나 행정적 경계보

다도 명확한 가치적·문화적 경계를 가지고 있었고, 구성원들은 마을공동

체가 지역사회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공동체 구성원만을 위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미산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

었고 지역단체들과 모임들이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협업하여 성미산지키

기운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마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마을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만을 향

할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변화 측면에서도 매

우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성미산키기운동 전에는 조합원들의 필요와 활동이 우

선이었고, 공동체 활동의 중심이었죠, 그러데 성미산지키기운동을 하면서 지역

사회를 보게 되었고, 우리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

역사회 구성원들에게까지 공동체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죠(마을 활동가 E)"

반면 서울시 상수도본부와 한양대학교 재단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

원들과 반대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성미산 부지에

아파트와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가진 두 개의 집단이

다. 그러나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경우, 배수지 건설이라는 목표는 행정

명령으로 주어진 목표였을 뿐 상수도본부 구성원들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얽힌 목표는 아니었다.

⑵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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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규칙
성미산을 지키는 주민연대(약칭 성지연)를 조직하였다. 이는 Ostrom의

제도 원리 중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 규칙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실

행 규칙에 의해 영향을 받는 대부분 사람은 그 실행 규칙을 수정하는 과

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윤홍근, 2010). 실행 규칙의 영향을 받는 사

람들이 규칙을 수정하는 과정에 참여해야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처한

환경의 특수성에 맞추어 규칙을 수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공유자원의 사용자들은 규칙 변화에 드는 비용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으로 유지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좋은 규칙 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능동적 참여와 민주적 자치가 핵심 가치인 공동

체이다. 이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기인한다49).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현

존하는 공동체들은 협동조합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출

자금이나 기여도 혹은 사회적 권리와 지위에 관계 없이 1인1표제에 입각

하여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연 1회 개최되는 총회, 최소 월 1회

열리는 운영위원회 회의, 자신이 속한 그룹의 회의(교사회의, 방모임, 조

모임 등)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에 따라 현존하는 규칙을

수정할 수 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경우 수익자 부담원칙에 입각한

조합구조이므로 부모들이 어린이집 설립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막

대한 책임이 있다(이은희, 2008).

“저희는 어린이집 안에 노동조건개선의원회라는게 있어요 일반어린이집은 사

실 개인 사업체 원장의 절대 권력이 있는 곳이거든요 원장이 인사규정이나 다

관리하는데 이곳은 그렇지가 않은 거에요 부모님들이 그런걸 관리하세요 그리

고 노동개선위원회가 있는 이유는 일년에 한번씩 교사들이협의를 해요 우리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마을 활동가 B)"

49)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동

의 경제·사회·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된다(MacPherson, 199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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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이 있거나 힘들때는 교사회가 편하니까 교사회에서 이야기하죠 나는

이런게 힘들다 서로 이야기를 하죠, 받아들여지는 부분도 있고 일년에 한 번 노

동조건개선위원회 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고 현실적인

부분도 있으니까…(마을 활동가 F)"

면접 대상자의 면접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조합원들이 다수의 회의나 토론 면담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신의 권

리나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가 그 예이다. 노동조건개선위원회를 통해 교사들은

자신들의 급여를 포함한 노동 환경에 대해 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규칙의 수정이 이루어진다. 처음 성

미산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을 때보다 신속하게 성지연을 결성하

고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각 공동

체가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어 하나의 안건이 제시되었을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더불어 Ostrom이 제시한 8가지 제도적 원리이자 실행 규칙인 첫 번째

실행 규칙인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가 적용됨을 알 수 있다. Ostrom은

본인의 저서를 통해 공유자원의 경계를 규정하고 해당 공유 재원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람 그리고 허용된 자원의 양을 규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심 속 마을공동체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이

와 마을의 경계 측면에서 이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Ostrom이 정의하는

경계는 자연자원과 같은 유형 자원에서의 명확한 경계를 뜻한다.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유형의 측면, 즉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위치 조합원

의 숫자50)만으로 경계를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추구하는 가치에 대

50) 2020년 기준 총 조합원 수는 11,798명이나 이들 모두가 활발하게 공동체 활

동을 하는 것은 아니며, 울림두레생협 이용과 같이 소극적 조합원 활동만 하는

조합원들도 많다. 2006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생산재 구매 활동 이외의 생활협

동에 참여한 비율이 60%를 넘지만, 2007년 가입자의 경우 그 비율이 30% 아래

로 나타나고 있다(마포두레생협,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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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의라는 무형의 정의된 경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성미산 마을공동

체가 외부인들에 의해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으로 불리고 이해되

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51)

“성미산마을에 대해서 그들만의 리그다, 자기네들만의 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아나 삶에 대한 모델, 가치와 철학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거든요. 그

렇다고 해서 조합원들끼리만 잘 먹고 잘살자는 것은 아니에요…(마을 활동가

F).”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되게 정치색이 강한 곳으로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그

들만의 리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을 안에서도 활동하는 사람과 하지 않

는 사람이 있고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별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근데 제

가 발을 들여다 놓고 보니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세상을 그래도 어제보다 좀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구나… (활동가 B)"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성미산 공동

체의 지역이나 행정구역 혹은 구성원에게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기보다는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와 공동체 모델에 초점을 맞추어 정

의(identify)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Ostrom이 제도적 원리로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를 제시한 것은 공유재

에 대한 모호한 경계는 외부인의 침입으로 인한 공유재의 파괴를 막기

어렵고, 공동체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 공유재에 대한 할인율이 높을수

록 공유재를 남용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미산 마을공

동체의 경우, 마을공동체라는 무형의 공유재는 산림자원처럼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가시적으로 공유재가 소멸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51) 공동육아협동조합이나 대안학교의 초기 출자금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일반

인들은 대안학교를 귀족학교라 부르고, 간혹 성미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귀족 또

는 귀족주의라고 평가한다(이은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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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조합원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경계를 확보하고 극장, 학교, 어린이

집 시설물과 같이 유형의 공유재를 보수·유지하기 위한 규칙을 확보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의 공동체들은 대부분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하거나 공동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원에 가입해야 하며, 조합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구

좌 당 10,000원의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때에 따라 추가적인 금액을 지

급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별 구성원들의 추가적

인 필요나 행동에 책임이 부과되고 이로써 구성원들 사이에서 딜레마 현

상이 방지될 수 있다.

Ostrom은 경계의 정의를 통해 자원 유량을 찾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가

진 개인과 가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하며, 공유자원 자체의 경계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윤홍근, 2010). 그러나 성미산 마을

공동체는 경계에 대한 접근이 일반적인 유형의 공유재와는 다르다. 성미

산 마을공동체는 끊임없이 지역사회로의 확장을 도모한다.52) 특히, 제1

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조합원뿐만 아니라 성만 교

회, 성림사, 신체주교실, 건우회, 나무회 등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모임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하였다(이은희, 2007).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을공

동체가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경계 밖에 있는 지역사

회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울림두레생협이 추진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울림두레돌봄센터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해당 지역사회가

책임지고 돌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며, (사)마포희망나눔 또한 지역

의 어르신들과 아동·청소년들을 지원하고 돌보기 위한 생활공동체이다.

이처럼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생각과 문화의 차이에 기인한 경계를 가

지고 있으나 그들만의 섬으로 고립되지 않기 위해 외부의 필요와 수요에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움직였다.53)

52) 모든 공동체는 진입의 문턱과 경게가 있기 마련이다. 경계가 없는 공동체는

애초에 성립할 수 없다. 단지 그 경계를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 경계가 갖

는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공동육

아 방과후교실 문제를 깊고도 신중하게 고민했던 근본이유였다(위성남,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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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호작용 패턴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

획이라는 외생변수에 대해 생태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동체 속성을

가진 학부모 구성원들과 마을공동체 제도적 구성원(조합원)은 아니나 생

태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었다.

행위자들은 성미산의 생태적 가치를 인지하는 모임들과 더불어 성미산을

산책로로 이용하는 주민들로 이루어졌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전단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또는 가정으로 홍보하고, 온라인

과 오프라인을 통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청 앞에서 시위하기

도 했다. 2003년 서울시가 기습적으로 성미산 나무 2천여 그루를 베어

버린 사건을 계기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미산에 텐트를 치

고 산상 농성을 계속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서울시가 전개한 주민여

론조사에서 성미산 개발반대의견이 압도하면서 서울시는 배수지 건설계

획은 사실상 철회 되었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에 참여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 패턴은 협력적이었다. 이는 행위자들이 성미산을 지켜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한 높은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 형성된 연합체는 구성원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반면, 서울시 상수도본부의 비협력적 자세는 지속 되었다. 그

예가 서울시가 성미산 나무 2천여 그루를 베어버린 사건이다. 서울시 상

수도본부와 성지연의 비협력적 태도는 서울시 배수지 건설계획이 철회되

면서 마무리되었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성공은 공동체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 자체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위협하

는 외생변수였으나,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성미산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53) 2009년 울리두레생협은 생협의 구역 확대와 마을 활동을 둘러싸고, 깊고 치

열한 논의를 벌인다. 이후 각 지구마다 세워진 마을위원회에서 조합원들은 생협

의 물품을 논의하거나 조합원들 간 협력활동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다른 다

체나 기관들과 협력해서 지역사회의 현안을 해결해가는 활동의 중심 역할을 수

행했다(이경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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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외연의 확장이자 이차적 공동체 형성을 경험했다. 성미산마을이

라는 상징성이 생기면서 마을 활동이 다각화되고 구체화 되었기 때문이

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마을 밖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을 통해 성

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을 넓혀가는 계기가 되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지역의 여러 교육 활동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성미산마을 배움

터를 열었다. 마포 FM을 2005년에 설립하여 지역사회의 제반 문제를 공

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논의한다(유창복, 2008). 2008년에는 망원시장

살리기, 2017년에는 서울시의 마을 활력소 사업을 지원받아 지역 주민들

속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을 확산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공동체

화폐 모아’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마포구 전 지역

에서 지역 화폐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 (사)사람과 마을 설립

1. 외생변수

⑴ 물리적 조건(사건)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이후, 급속하게 확장된 공동체 규모로 인해

마을공동체 재정비가 필요했던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건교부 사업 지원

준비 과정을 거치며 마을의 현황과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기회로 삼

았다(유창복, 2008). 건교부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마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사업체가 필요했다. 따라서 성미

산 마을공동체는 2007년 (사)사람과 마을(이하, 사람과 마을)을 설립했

다. 사람과 마을은 마을 내 다양한 활동들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공동

체 간 상호 연결을 지원한다(유창복, 2008). 소규모의 공동체가 여러 개

의 점처럼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점과 점을 선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

는 것이 사람과 마을의 설립 목적이다. 사람과 마을 설립을 통해 이루어

진 중요한 작업이 바로 마을의 분과 구분이다. 현재 성미산 마을공동체

가 육아공동체,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 등으로 나누어져 공동체별 정체

성을 확립한 것은 마을과 사람의 분과 작업을 통해서이다. 여기저기 흩

어져 있던 공동체 활동들은 마음 활동 분과 작업을 통해 공동체별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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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재정비되었고 이는 마을 활동이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

다. 또한, 신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공동체별 네트워크를 담당하

는 사람과 마을을 통해 조합설립 초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람과 마을이 시작되고 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료 사업이 막 생기는데

준비를 하는데 초기에 준비 사무실을 누구랑 논의할지 모를 때 사람과 마을에

와서 물어보는 거죠…그럼 사람과 마을에서 아는 선에서 어떤 공동체에 누구랑

이야기해 봐라.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거죠, 동네 이장처럼요(마을 활동가 D)"

⑵ 공동체 속성

한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행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이 인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이에 대

해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공동육아로 정

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가 성미산 마을공

동체 구성원들의 가장 큰 고민이자 마을의 많은 의사결정이 이 고민을

구심점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조합원들은

공동육아를 하면서 혹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며 걱정이 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다른 마을 선배54) 조합원이나 아이를 키우는 대부분의 조

합원들과 공유하는 것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분위기이다. 일례로, 아이

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걱정이 반찬가게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55) 또

한, 구성원들은 협동을 즐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유창복, 2008).

또한, 재미를 추구했다.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은 마을공동체에 매우 중

54) 성미산에서는 먼저 마을 살이를 시작한 조합원들은 선배 조합원이라는 호

칭으로 부른다.
55) 육식과 대량 축산, 패스트푸드의 문제점을 고발한 다소 충격적인 다큐멘터

리를 보던 김효진(짱아, 도토리 방과 후 조합원, 생협 조합원, 짱아공방 대표)의

머릿속에 반찬가게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김효진은 2002년 1월 14일 마포두레생

협 자유게시판에 ‘반찬공급소를 제안하는 글을 올렸다. 2002년 5월부터 가정집

주방에서 시작한 반찬공급소 사업은 본격적인 창업으로까지 확대되었다(위성남,

2018).



- 68 -

요한 가치이다.

“우리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어야 한다, 재밌는 일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을일 이라도 강요하지 않아요, 재미는 정말 중요한 마을

의 가치에요(활동가 E)"

구성원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퇴근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낸다는 협동의 즐거움이 있었다(유창복, 2008).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미

산 마을공동체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성공 이후 공동체 재정비가 필

요한 시점이었다. 당시 마을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었던 구성원들은 늘어

난 규모로 인해 피로감과 외로움을 호소했고, 마을 활동이 즐거움이 아

닌 업무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공동체 속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

안 마련이 필요했다.

⑶ 규칙

⚫집합적 선택 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사람과 마을’ 설립에 있어 공동체간 수평적 구

조를 유지하는 원칙을 고수했다. 즉, 사람과 마을이 공동체들을 통제하거

나 감시하는 본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아닌 공동체들의 네트워킹을 도

모하는 조력자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과 마을

은 공동체별 네트워킹을 도와주며 마을이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할 때 신규 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한다. 사람과 마

을은 공동체들의 본부(headquarter) 역할을 하며 마을의 최종 의사결정

을 맡는 기관이 아니라 각 공동체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연계될 수 있도

록 창구의 역할을 한다.

“저희가 어린이집, 성미산학교, 방과 후가 다 각각의 독립적인 운영구조가 있

어요, 이사가 있고 이사장이 있고 이사회가 있고 조합원들이 있고 그래서 사람

과 마을은 네트워크를 점점이 흩어져 있는 걸 이어준다는 역할을 자임하긴 했

지만 그래서 사람과 마을이 이런 단체들의 어떤 위에 헤드 오피스는 아니거든

요…지금은 성미산 다시 또 근린공원 조성문제가 구청에서 예산을 가져왔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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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목소리

를 내야 할 때면 모아서 같이 구청 회의를 가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사람과 마

을이 하는 거죠(마을 활동가 D)"

⚫형성적 선택 규칙

2006년 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도시민의 삶의 질

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목표를 천명하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사업]

을 추진하였다(건교부, 2006). 건설교통부는 사업 계획서에서 도시관리가

건축물이나 시설물 같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치중해 있어 주민 공동

체 차원의 커뮤니티 형성이나 주민 중심의 도시관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시의 발전이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건교부에서 정의한 ‘살고싶은 도시는 삶터(Living), 일터(Working), 놀

이터(Playing)로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 도시이다.(건교부, 2006). 중

요한 것은 건교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은 행정이 주도하여 도시

나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주도하여 마을단

위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는 [살

고싶은 도시만들기]의 일환이다. 여기서 도시는 중·대규모 지역단위(시,

군,구)를 의미하고 마을은 소규모의 생활공동체를 뜻한다. 따라서 건교부

의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자치가 중점이 되어 행정이 자치

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정체성에 적합했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사람과 마을 설립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

는 사람들로 나뉘었다. 사람과 마을 설립을 찬성하는 구성원들은 마을공

동체 정비에 필요성을 느꼈고 마을 활동이 일부 구성원들에게 몰리는 상

황에서 마을 활동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한, 마을공동체가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마을사업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사람과 마을 설립을 반대한 구성

원들은 행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 마을 자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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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우려하였다. 또한, 지원금 사업 수행과정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

적인 업무가 마을 활동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과 마

을 설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⑵ 규칙

⚫실행규칙
사람과 마을 설립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실행규칙은 Ostrom이

제시한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 규칙이다. 중층의 정합적 사업단위란 공

유자원 체계가 대규모로도 유지되기 위해서 다수의 층위에서 사용, 공유,

감시, 집행을 위한 사업단위가 조직되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윤홍근,

2010).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총 6개의 공동체로 나뉘어 그 안에 적게는 10개

미만, 많게는 20개 이상의 공동체들이 수평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모

든 공동체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어 네트워킹을 하나 각각의 공동체가

협동조합의 원리라는 형성적 선택규칙의 틀 안에서 각기 다른 규칙과 운

영원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각 공동체는 월별 진행되는 회의, 필요에

따라 상시로 회의와 토론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각 공동체

간 소통 채널이 존재한다. 협동조합과 공동육아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국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모델이다.

“대표교사가 다른 단체들과 협의체처럼 회의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개똥이네

책방이랑 몇 년 전에는 마당놀이도 같이하고 올해는 또보자 마을 학교라는 곳

에서 저는 자전거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마을회관에서 교육 있으면 아이들을

보내기도 하고 두레생협에서 정기적으로 우리 모든 음식을 두레생협에서 이용

하니까 책을 구입하더라도 개똥이네서 구입한다거나 강사도 성미산 학교에서

부르고 다양한 공동체들과 소통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들은 받고 있죠(마을 활동가 B)”

Ostrom이 공유재 관리원칙을 제안하면서 하부 소그룹의 중요성을 주

장한 것은 대화와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 가능한 공동체 규모에 대한 고

민이다(정남식, 2019). 2003년 이후 급속하게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외연



- 71 -

의 확장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공동체별 소통의 벽과 갈등이 빈번하게 발

생했다.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사람과 마을의 설립을 통해 공동체

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여 확장되는 공동체 속에서도 끈끈한 공동체별

네트워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3. 상호작용 패턴

건교부에서 공모사업 지원자를 모집하자 당시 조한혜정 성미산학교 교

장은 공모사업 지원을 제안하였고,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마을의 대

표성을 가진 단체로 사람과 마을을 설립하였다. 사람과 마을 설립과 관

련하여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당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급격하게 확장된 마을공동체 물리적 조건과 마을

활동에 피로를 느끼는 공동체의 속성이 만나 협력이라는 상호작용 전략

을 취하게 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다른 공동체 목표보다

마을공동체 재정비라는 목표가 우선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이 한 가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결정이 이

루어졌기 때문에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기대가치와 동의수준이

유사했고 이에 따라 제도의 적용과 행위자들이 협력적 상호작용 패턴을

보였다.

더불어 건교부 공모사업 수행은 마을과 행정의 교류를 뜻한다. 실제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건교부 사업 수행 이후, 활발하게 관과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 홍익학원 학교 신축
1. 외생변수

⑴ 물리적 조건(사건)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끝난 이후, 홍익학원이 한양대 소유의 토지

상당 부분을 매입하였고, 2007년 홍익학원이 홍익대학교 캠퍼스에 있는

부속 초·중·고 교사를 그들이 매입한 부지로 이전하여 학교를 신축하겠

다는 계획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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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들은 이전 반대 의사를 견지하고 있었다. 홍익학원의 학교 건축을

막기 위한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라 칭한

다.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과 다르게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성미산

부지를 지키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실패로 돌아갔다. 현재는 성미산 부지

에 홍익대학교 부속 초·중·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⑵ 공동체 속성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큰 틀에서 공동육아라는 높은 공통의 이해를 공

유하고 있었고, 여기서 파생되는 삶의 각 부분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장

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우리 어린이집을 시작으로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생협을 설립하면서 크고 작은 조합설립 성공 경험을 공유했다.

성미산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직접 산림자원을 이용하는 고

전적 의미의 공유재는 아니다. 그러나 성미산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

원들이 매일 산책을 하고 운동을 하고 생태학습을 하는 마을 소통의 장

소이자,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성공의 역사를 지닌 마을공동체의 가치

자원이다. 따라서 홍익재단 학교 부지 설립이라는 외생적 변수는 마을공

동체 생활 터전의 일부를 잃는 큰 사건이었다.

“성미산 자주 가죠, 틈날 때마다 가죠(마을 활동가 F)"

"성미산 산책 자주 가요 초반에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는 일상의 공간이었던

거죠, 쉼의 공간, 근데 거기를 개발해서 학교를 짓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

할 때는 자본을 가진 사람이 의해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산을 자연경관을

허문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거잖아요(마을 활동가 C)."

"저희는 매일 성미산으로 나들이를 가요, 그게 저희의 삶이에요(마을 활동가

B)“

⑶ 규칙

⚫집합적 선택 규칙

지역 주민들은 ‘성미산 생태보존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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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공원화 제안에 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성미산 생태보존을

위한 대책위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사

현장을 지키는 등의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박흥섭 마포구청장이 132

일간 도로 점용 허가를 유보하면서 홍익학원 쪽의 공사 진행을 막았다.

⚫형성적 선택 규칙

마포구는 도시 계획상 체육시설인 성미산 부지를 학교로 변경하는 도

시관리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2008년 6월 27일 서울시는 성미산

체육시설용지를 학교시설로 변경해달라는 홍익학원의 요청을 마포구로

되돌려 보내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2012년 5월 20일 홍

익학원 시설계획 변경 승인과 건축 허가를 승인했다. 따라서 제2차 성미

산지키기운동의 전개는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때와는 달랐다. 이미 성

미산 부지가 홍익재단이라는 사립재단의 자원으로 사유화되었고, 서울시

에서도 건축 허가가 났기 때문에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2010년 6월 1일

시행된 '도시계획 조례' 규정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

였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행위자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제

1차 성미산지키기운동과 동일하게 성미산을 지키고자 하는 각종 환경보

호단체와 모임들 그리고 성미산 주민들로 구성되었다. 반면 홍익재단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마포구는 성미산 부지에 학교 건설을 동의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양상이 제1차 성미산지

키기운동때와 다른 것은, 홍익학원 구성원들이 해당 이슈와 직접적인 이

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마포구

직원들은 사실상 성미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이

아니다. 그러나 홍익학원 임원진들 그리고 홍익학원 소속 초·중·고등학

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였고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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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행위자들이다.

⑵ 규칙

⚫실행규칙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Ostrom의 실행규칙은 감시 활동이다. 다만 성

미산 마을공동체는 감시 활동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Ostrom은 공유자원 체제의 현황과 사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단

속요원이 해당 공동체 구성원 중에 선발되거나 공유재의 사용자들에 대

한 책임을 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연자원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경우 이러한 규칙이 성

립되지 않았다. 서울시가 홍익학원의 건축승인을 허가한 2012년 5월 20

일부터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텐트를 치고 돌아가면서 농성 현

장을 지키는 규칙을 세웠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순서

를 세워 농성 현장을 지켰다. 농성 현장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

한 인원이 배정되거나 기구를 설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성미산 마을공

동체 구성원들에게 자발적 참여는 매우 중요한 가치이자 원칙이기 때문

이다. 성미산 공동에 구성원들은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해야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이은희, 2008). 제2차 성미산

지키기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성미산 100인 합창단을 설립하는 등

문화적 활동을 펼쳤다. 또한, 2012년에는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여정

을 담은 다큐멘터리 ‘춤추는 숲을 제작·상영하였다.

3. 상호작용 패턴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의 경우,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정도가 첨예

했다. 각 진영의 행위자들은 성미산 지키기 그리고 성미산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단단하게 응집했다. 두 행위자 그룹을

중재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기구는 부재했다. 따라서 각 공동

체는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안과 제도를 활용하여 법·제도적 논리

를 기반으로 대립했다. 따라서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에

서 건축 허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홍익학원은 건축을 강행했고 상호작용

은 전형적인 비협력 패턴을 보였다. 홍익학원 건축 공사 과정에서 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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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마을공동체 구성원이 상해를 입고, 홍익학원 건축을 찬성하는 주민들

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대치했다. 결과적으로 성미산 부지에

학교는 설립되었으나 제2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은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느

슨해졌던 공동체별 단합을 더욱 견고히 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들이 스스로 왜 성미산을 지켜야 하는지, 성미산이 그리고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개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재정의 해보는 기회로 작용하였

다.56) 더불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생태 마을화로 마을공동체

운영의 방향성을 새롭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제 4 절 마을공동체 운영 성공 요인 분석

마을공동체 형성 요인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

영 성공 요인 또한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일련의 사건들을 가지고 외생변

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운영되면서 마주한 대

표적 외생변수들은 도전적 외생변수와 긍정적 외생변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도전적 외생변수란 공동체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변수들

이며 긍정적 외생변수란 공동체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변수들을

의미한다. 먼저, 도전적 외생변수로는 세대 간 갈등과 젠트리피케이션을

볼 수 있다. 세대 간 갈등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

는데 구성원간 갈등을 외생변수로 설정한 이유는 구성원 간 갈등의 근원

이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공동체 속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외생

변수로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과 협동조

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그리고 2020년 명품자연생태공원화 계획이 있

다.

56) 요즘 오름은 ‘내가 왜 성미산을 지키려 하는가를 고민하는 중이다. 생태의

중요한 거점이면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터이자 내가 즐겨 찾는 공간이라

는 기본적인 이유 외에 분명히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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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구성원 세대 갈등

1. 외생변수

⑴ 물리적 조건(사건)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통해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대내외적으로 알

려지면서, 공동육아와 대안학교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들이 성미산 마을

공동체로 급속하게 유입되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 사

이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⑵ 공동체 속성

앞서 설명하였듯,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지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 외부에

도 소개가 되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공동육아 방식에 관심을 가지는 전입자들이 늘어

났다.

[표 4-1] 조합원 증가율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조합원수 151 290 608 993 1,196 1,358
증가율 - 92% 110% 63% 20% 13%

출처: 마포두레생협 창립 10주년 기념자료집.(2010). ‘이인삼각’, 재구성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명성을 얻으면서 조합원 증가율이 110%

까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조합원 가입 장벽이

높지 않으며 출자금도 크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이 어렵지 않다.57)

따라서 전입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마을공동체 1세대 구성원들과

2-3세대들 간 갈등 양상이 나타났다.

57) 정관 제4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서울시 일원으로 한다. 정관 제2

장 10조 (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

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3장 17조(출자) 1. 조합원은 3

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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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들은 운동권 세대들이 연령대별로 많이 있었고 지금은 80년대생 부모

들도 있으니까 세대차이가 있기도 하고 저희가 작년에 구청장 후보로 마을의 1

세대 서울특별시 협치 자문관 활동을 했던 유창복, 짱가가 나갈 때 그때 확인이

됐었어요,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 때가 되었지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

고요, 새로운 세대들은 관(官)으로의 진출이 우리 마을공동체의 정체성을 흐린

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지점에서 차이가 확인되었죠…….(마

을 활동가 D,E)"

더불어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이 다양해지고 다수의 동아리 및 공동

체가 형성되면서 공동체별 일정과 회의가 많아졌다. 늘어나는 회의 숫자

와 반대로 회의 일정을 맞추다 보면 조합원 개개인이 참석할 수 있는 회

의 숫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더불어 소수의 조합원이

각 공동체의 이슈를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던 이전 운영방식의 변화가 생

긴 것이다. 공동체 속성의 변화를 겪으면서 일부 조합원들은 이전과 같

지 않은 단합력에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조합원이 많아지면서 자발적

으로 조합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소외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유창복, 2008).

마을공동체 활동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마을 활동을 담당할 활동가

들을 발굴하는 속도는 느렸다. 따라서 기존에 활동하던 마을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마을 일을 중복해서 진행하면서 마을 활동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졌다. 또한, 2007년 국토부(당시 건교부)의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나 2012년 마을 만들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는

정책적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여 마을 활동가들이 추진하는 활동들에 대

한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을 경우, 활동 지속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

했다.

“성미산마을이 유명해진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공동체의 크기가 커졌

어요. 그래서 옛날만큼 소속감이나 끈끈함 같은 건 확실히 덜해졌어요… 일도

확실히 많아지고요(활동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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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규칙

⚫집합적 선택 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리더십의 순환이

라는 규칙을 세웠다. 리더십의 순환은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먼

저는 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에 있어 2∼3세대들이 전면에 나서 리

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협동조합 구성이 능숙한 1

세대들이 나서서 비교적 수월하게 협동조합을 구성하기보다 어렵더라도

2∼3세대들이 직접 조합원을 구성하고, 정관을 작성하는 등 협동조합 설

립 과정을 경험하며 1세대들의 경험을 간접 체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다른 측면은 각 공동체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회와 이사

회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며,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운영위원

회와 이사회를 맡는 것이다. 이러한 리더십의 순환을 통해 조합원들은

자신의 역할이나 위치에 대한 타성에 빠지지 않음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

들이 맡은 역할의 고충을 이해함으로 갈등상황 자체에 몰입하는 것보다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세대 간 갈등에 있어 행위자는 1세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 2∼3세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로 구분된다. 1세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이 있기 전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생협 설립에 기여한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다. 2∼3세대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제1차 성미

산지키기운동 이후에 성미산 마을공동체로 전입한 구성원들이다. 2∼3세

대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도 1세대 구성원들과 마찬가지로 공동육

아, 대안적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철학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공동체

내 높은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성공

이후 전입된 새로운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성향이 1세대 마을 활동가들과

는 다른 부분이 존재함이 문헌 분석과 심층 면접을 통해 드러났다.

1세대 마을 활동가들이 면접을 통해 설명한 2∼3세대들의 동일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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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유재에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1세대 마을 활동가들은 아무것도 갖

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성미산을 지켜

내고 필요에 따라 방과후학교와 생협을 조직했다. 1세대 마을 활동가들

은 필요에 따라 공유재를 생산해내는 세대였다면 2∼3세대 마을 활동가

들은 기반이 마련된 공유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마을로 전입한 소

비자(user)의 세대이다.58)

“처음에 어린이집을 만들고 성미산 싸움을 하고 마을에 필요한 걸 하나둘 만

들어본 1세대들은 어떤 욕구가 있으면 이걸 협동조합 방식으로 상호부조로 하

나둘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 세대들인 거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를 오시는 분들

은 웬만한 것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생협도 다 만들어져 있고, 성미산학교

도 마찬가지죠, 힘듦을 다 겪지 않은 사람들은 소비자 마인드가 있기는 해요(마

을 활동가 D)"

⑵ 규칙

⚫실행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세대 간 갈등은 Ostrom이 제시하는 실행

규칙 중 갈등 해결장치라는 원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어디선가는 일어나고 있다(이경란, 2017). 성미산 공동체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과 리더십의 순환을 활용

하였다(이은희, 2008).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을

성공으로 이끈 이후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이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성미산학교나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는 전

입자들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기부터 조합원 생

활을 하던 마을 살이 1세대들과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어느 정도 알려진

뒤에 마을살이를 시작한 2∼3세들 간의 갈등이 존재하였고 현재도 존재

58) 성미산마을을 이끌어가는 각 단체의 구성원 중에서도 ‘소비자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성미산마을 혹은 교육 인프라가 마음에 들어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이 초기에 이런 성향을 보인다(윤태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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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세대 간 갈등을 해결을 두 가지 방법을 마련

하였다. 첫 번째는 마포FM 방송을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성미산 마

을공동체의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조합원 공동교육을 실시

하여 공동체별로 흩어져 있는 조합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이은희, 2008).

3. 상호작용 패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했으며 세대 간 갈등은 새로

운 마을구성원이 계속 유입되면서 현재도 진행 중인 사안이다. 그러나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지 않다.

“갈등이 존재하죠, 차이도 존재하고 근데 그건 곧 이 마을의 역사가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존속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

상이라고 생각해요, 세대 간 갈등을 보면 아 우리 마을의 역사가 쌓이고 있구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활동가 E)”

따라서 행위자들은 규칙과 제도를 활용하여 협력적 상호작용 양태를

보였다. 행위자들은 마포FM 창설과 사람과 마을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

들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규칙과 제도를 활용하였다.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선호도에 있어 높은 동질성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

음과 같다. 첫째,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이념이 아닌 현실적 필

요 때문에 조직되고 움직였다(유창복, 2008) 공동육아와 대안 교육은 학

부모들의 매우 현실적이고 절박한 필요였다.

“학부모님들 사이에 이견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 교육공동체에 속

한 친구들이 모두 어린 시절부터 공동육아를 통해 교육관이 비슷한 학부모님들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모두가 비슷한 교육관을 가지고 공

유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부모는 교사를 신뢰하고 교사도 학부모를 신뢰하

는 상호 신뢰가 두터운 편입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시도에 있

어 학부모님들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죠(마을 활동가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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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공동체 속성과 행위자들의 특성 때문에 세대 간 갈등은 행

위자들 사이의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갈등이 공동체 균

열이 아닌 화합을 도모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발판으로 작용했다.

❍ 작은나무 카페 폐업
1. 외생변수

⑴물리적 조건(사건)

젠트리피케이션59)과 부동산 문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비롯한

서울시에 위치한 다른 마을공동체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서울시에 위치한 다른 공동체들이 마주하게 될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망원동을 비롯한 홍대, 합정 등이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며 ‘망리단길’이 형성되었다. 더군다나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위치한 성산1동의 경우, 전입자와 비교하면 마을을 떠나는 주민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낮아 부동산 매물이 매우 희귀하여 주거지역이 비교적

낙후 되었음에도 주변보다 높은 시세가 형성되었다(윤택근, 2011).

⑵ 공동체 속성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전입자가 지속해서 늘어난 데 비해 마을을 떠나

는 사람이 별로 없어 집값이 높아졌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 주변에

는 대대로 동네에서 20∼30년째 거주하는 터줏대감도 많아 유동인구가

적다(윤태근, 2010). 부동산 매물은 존재하나, 매물들이 모두 노후 되어

사람들이 입주를 꺼리기 마련이다. 이렇게 낡은 아파트마저도 주변 지역

보다 시세가 비싸게 형성되어 있어 마을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구성

원들에게 집을 구하는 것은 큰 진입장벽으로 존재한다.

“이 동네가 합정 망원동 상암동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고도 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나 여기가 진짜 낡은 빌라들이 많고 평수

큰 빌라도 별로 없고 아파트도 한 동짜리 밖에 없는 그런 동네인데 그렇게 아

이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자기가 적당한 빌라들이 나오면 그냥 살았

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성미산 학교가 들어오면서 집값이 약간 올랐는

59)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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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그래도 그때까진 견딜 만했는데 지금은 워낙 개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올라

서 여기서 오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기 못살고 은평이나 이런 쪽

으로 많이 나가요(마을 활동가 D)"

⑶ 규칙

⚫형성적 선택 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직접 경험한 것은 2014년 6월

성미산 마을공동체 상징으로 불리던 마을 카페 ‘작은나무가 상주하고 있

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로부터 임대 만료일인 7월에 카페

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작은나무는 재계약을 하거나 거처를 옮겨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

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거주지는 곧 마을이었기 때문에 행위

자들의 삶이 행위자들이 의사결정 하는 자원인 성산1동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육아공동체, 교육공동체, 생활공동체

등 행위자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공유재들이 모두 성산1동에

있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 자체가 공동체 구성원들의 필요를 채우

기 위해 형성되었고,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마을공동체 영역

을 확장했다.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

하고 출자금을 모아 협동조합형태의 공동체를 설립하였다. 따라서 공동

체 구성원이 공동체 운영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의사결

정을 하는 자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을은 각각의 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필요하거나 시간이 되면 참여해서 같

이 하죠. 나의 삶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게 마을 안에

다 있어요(마을 활동가 C)."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구성원들이 약속된 규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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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할 경우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받는 서비스는 지속될 수 있

다. 그렇기 때문에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호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⑵ 규칙

⚫집단적 선택 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작은나무 지키기 모임’을

결성하고 기자회견, 항의방문과 변호사 상담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서울

시에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안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12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작은나무는 해당 건물을 비워야

했다.

⚫실행규칙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활용한 규칙

은 Ostrom이 제시하는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규칙

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Ostrom은 자원 유량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는 규칙이 잘 정비되어

야지 공유자원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원 유랑에 관한 규칙

은 자원 유량이 위치한 현지의 조건과 부합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지

리적으로 아주 근접해 있는 스페인의 우에르타 관개 농장 지대의 경우를

보면, 서로 다른 다양한 관개 지대 간에 상당히 다른 규칙이 존재하고

있다(윤홍근, 2010).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지리적 환경 특성에 기인한 규칙도 존재한다. 현

재 성산1동은 인접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저층 빌라나 연립과 단독주택

이 많다. 또한, 대부분 집이 집 주인의 의도에 따라 20평대 초반의 작은

집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성산

1동에 새롭게 진입하려는 조합원들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에 따

라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마당이 있는 기존의 주택을 매입해 빌라형식의

공동주택을 지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규칙이 존재한다.

바로 공동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팔거나 임대할 때는 반드시 공동주택의

모든 가구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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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동체가 협동조합형식의 정관이라는 형성적 선택 규칙을 가지고

있으나, 공동체별 각기 다른 실행규칙을 가지고 있다. 가령, 공동육아 조

합원들은 조합원의 일부가 무임승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

에 대한 대책을 세워 조합원들의 상황에 적합하도록 역할을 조정하는 실

천을 한다(이은희, 2008). 예를 들어, 직업이 교사인 조합원들의 경우, 학

기 중에 참여의 의무를 자유롭게 하고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참가하는

방법 등의 대안을 마련한다(이은희, 2008).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대부분

의 부모 조합원들은 어린이집에 보낸 아이가 졸업할 때 출자금을 반환받

는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아이들의 생활 공간을 옮길 때, 조합형 초등

방과 후나 대안학교의 기금으로 사용한다(이경란, 20017).

“아이가 어릴 때 세 살 부모하고 일곱 살 부모하고 똑같은 역할을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이클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조금 적당히

묻어갈 때가 있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가 있고…(마을

활동가 D)"

이처럼 성미산 마을공동체에는 공동체별로 또 공동체 내에서도 구성원

의 그룹별로 최적화된 실행규칙에 따라 구성원들이 균형 있게 마을공동

체를 운영한다.

3. 상호작용 패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협력이라는 전략적 선택을 통해 젠트리

피케이션이라는 위험적 외생변수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마련

했다. 첫째는, 서울시와 협력으로 ‘마포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 설립이다. 세 번째는 마을 자산화이다.

‘마포마을활력소’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거점형 공동체 공간이다. 시가

소유한 공간을 활용해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지역단체

가 위탁 운영하는 방식이다. 마포마을활력소는 성산1동에 위치해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 했던 ‘작은나무 카페는 마포마을

활력소 사업을 통해 마포마을활력소 내에 2017년도에 다시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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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는 2011년도부터 사회적경제 일환으로 공동주택 설

립을 시작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소행주 짓기를 통해 마을에서 거

주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의 집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소행주

짓기는 마포구를 넘어 전국의 공동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60)

이외에도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2013년도부터 함께주택협동조합을 운영

하고 있다. 함께주택협동조합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주거문제

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만든 주택협동조합이다. 함께주택은 조합이 토

지와 건물을 소유, 운영하는 방식이며 조합원(거주자)들은 적정 비용의임

대료를 납부하며 안정된 거주 기간을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시

에 회원제로 운영되는 함께주택 주택관리 사업단을 통해 회원들에게 주

택 정기 점검/진단을 제공하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젠트리피케이션이나 부동산 상승으로 인한 주거

의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공

동체 차원에서 해결책에 접근하고 있다.

세 번째는 마을 자산화61), 시민 자산화이다. 최근 ‘우리동네 나무그늘

협동조합과 ‘홍우주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삼십육쩜육도씨 의료생활협동

조합이 ‘해빗투게더라는 이름으로 연합하여 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조합원 출자금과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융자를

받아 33억짜리 건물을 매입했다. 시민 자산화는 공동체가 함께 자산을

소유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을 공동체를 위해 재투자하는 개념인데 앞

서 운영을 위한 제도적 디자인에서 언급한 마을 자산화와 같은 개념이

다. 해빗투게더는 매입한 건물의 이름을 ‘모두의 놀이터’로 붙이고 누구

나 건물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주인이 되는 방법을 젠트리피

60) 2016년 부천 소행주에 여섯 가구가 입주하였고, 서울시 화곡동, 장안동에도

소행주에 각 8가구씩 입주해 있다. 이외에도 신내 3-4 육아형 공동주택이 지어

졌다.
6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

001841266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4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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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1. 외생변수

⑴ 물리적 조건(사건)

서울시는 2012년 4월 마을담당관실을 신설하였다. 이어 2012년 5월 서

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마을공동체사

업을 지원할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같은 해 8월에 설립했다. 서울

시는 조례 제정과 동시에 신속하게 마을공동체 지원을 실행할 법 제도적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에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민간은 집담회를 통해 주민 주도형

전략을 확정하고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을 수행할 마을 활동가들을

지원 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론화를 열었다. 공론화의 결과로 ‘마을네트워

크(이하 마을넷)’가 구 단위로 구성되었다. 마을넷은 민간 차원의 공론장

이자 민관 거버넌스의 민간 측 역할을 담당한다(유창복, 2014). 마을공동

체 지원은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도 각 공동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프

로젝트 형식으로 기획하여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다.

⑵ 공동체 속성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 제정은 민간의 영역으로만 여겨졌던 마을과

공공기관으로만 인식되었던 행정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정체성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즉, 민간의 영

역인 마을 자치가 행정의 외생변수가 아닌 내생변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처음 형성될 때, 부모 조합원들은

정부도 시장도 아닌 대안으로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그러

나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행정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이 행정의 대안적 존

재가 아닌 행정과 함께 정부의 발전을 도모하는 존재로서 공동체의 정체

성이 확장된 것이다. 행정 또한 마을공동체 외부에 존재하는 외생변수에

서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함께 도모하는 내생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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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지원금이라는 매개를 통해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은 달랐다.62) 서울시가 혹은 행정

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마을공동체에 관해 관심

을 기울이고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한 기대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이루어

진 국내의 마을공동체 정책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한 우려였다.

“우리(1세대)는 비교적 행정과 마을이 함께 가야 한다, 우리가 민간의 영역에

만 머무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편인데 새로 유입되는 조합원들은 또 생각이 다

르기도 하더라고, 행정과 지속적인 협업을 하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

는 마을공동체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도 해요(마을 활동가 D)"

⑶ 규칙

⚫집합적 선택규칙

2012년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

다. 이에 따라 새마을운동처럼 행정이나 관이 주도하여 탑다운(top

down)방식으로 형성된 마을공동체가 아닌 행정이 주민들의 생활을 지원

하는 체제가 형성되었다. 그 실례로 등장한 조례가 ‘3인 조례이다. 각자

의 생활로 바쁜 주민들이 비교적 쉽게 필요를 발견하고 마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최소 3인 이상만 모이면 함께 공동명의로 마을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 간 모임을 활성화하여 마

을 주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심사제도와 네트워크 파티가

시행되었다(유창복, 2018). 주민참여심사제도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신

청자들이 모두 모여 각자의 사업계획을 돌아가며 발표하고, 함께 투표해

서 선정자를 결정해 보는 제도이다. 네트워크 파티란 마을 정책 참여자

들이 사업 진행 중간이나 종료 후에 함께 모여 자신들의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이다.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비공식 규칙인 뒤풀이와

62) 2012년 서울시가 발표한 마을공동체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보인 반응을

요약하면 ‘기대와 우려였다. 서울시의 거대한 관료조직이 시장의 추진력을 업고

‘마을을 만들겠다고 나서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감당이 안 될 거라는 우려를 이

구동성으로 하고 있었다(유창복,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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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형태이다. 이처럼 2012년 조례 제정 이후, 관과 마을은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형성적 선택 규칙

서울시는 2012년 5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하였다.

2. 행위계

⑴ 행위자

서울시 마을공동체 조례가 제정되며 성미산 마을공동체 초기 마을 활

동가인 유창복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위촉된다.

그러나 마을 활동가에 행정기관 진출에 대해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입

장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일부 구성원들은 마을 활동이 행정과는 별개

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이 행정의 영역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성원들도 있었

다.

⑵ 규칙

⚫실행규칙
이 사안과 관련된 실행규칙으로는 Ostrom이 제시하는 실행규칙 중 최소

한의 자치 조작권 보장이라는 항목에 따라 분석할 수 있다.

Ostrom이 설명하는 최소한의 자치 조작권이란 공동체 스스로 제도를

디자인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권리가 외부 권위체에 의해 위협받

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만약, 여러 연안 어장에서 현지 어부들은

누가 어장을 이용할 수 있고, 어떠한 종류의 어로 장치가 사용될 수 있

는지와 같은 광범위한 규칙을 만들었을 때, 이러한 규칙들에 대해 외부

의 정부 관리들이 최소한의 합법성을 인정하면 어부들은 스스로 이 규칙

들을 집행해 나갈 수 있다. 만약, 정부 관리가 어부들의 규칙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정부에서만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면 공동체 구성

원들의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규칙들이 지속 되기 어렵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대부분 운영방식은 협동조합의 방식을 따른다. 협

동조합의 활동과 규칙은 협동조합기본법63)에 의해 보호받고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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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를 통해 마을공

동체의 자치를 위한 지원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최소한의 자치 조작권이 아닌 매우 능동적인 자치 조작권

을 확보한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한 공동체가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공동체가 소유한 자산이다. 공동체가 소유한 자산이 부

족하면 외부 혹은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자치권의

위협이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자치권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마을 자산화를 확대하고 있다.

“외부지원을 필요에 따라서는 받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 우리의 목표나 방

향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자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한 번 출자된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역 안에서 순환하면서 새로운 활동의 재원

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어요(마을 활동가 F)”

3. 상호작용 패턴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서울시 조례라는 제도를 마을운영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협력하였다. 다만, 마을의 자치권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첫째,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프로젝트 형태로 지원사업을 신청하였다. 즉 마을의 핵심적인 운영 자체

를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활동의 보조적 수단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저희는 프로젝트처럼 지원하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고학년 자전거 프로그램,

이전에도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 공모사업 지원을 위해 계획서를 만들고 좀 더

틀을 짜는 형식이에요(마을 활동가 F)"

"대부분 서울시 마을 지향 관련된 전원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플라스틱프리

63)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군

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http://www.coop.go.kr/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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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공유사업을 한다든지…(마을 활동가 D)"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대표적 행사인 마을 축제도 마포구의 지원을 받

아 진행된다. 마을 축제 같은 경우, 축제를 주도하는 하나의 명확한 공동

체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공동체가 해마다 마을 축제 주제에 맞

게 준비하는 형식이다. 마을 축제처럼 주최 공동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

지원사업 공모는 축제를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효율성을 더해주는 이점이

있다.

“축제가 5월에 하는데 자부담을 하긴 하지만 구청에 지역축제 지원사업이 있

으면 미리 사업 계획서를 쓰고 선정이 되면 3월부터 축제집행위원회를 꾸리고

올해 주제는 무엇이고…올해 축제 일정표는 이러하니 각 공동체는 이런 것들을

재밌게 준비하면 좋겠다는 사이클을 만들죠(마을 활동가 D)”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행정 모두 더 나은 정부를 만들고, 서울 시민들

생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관이 협력적 거버넌스 관계를

구축하여 굿 거버넌스를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굿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이 협업할 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64).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

1. 외생변수

⑴ 물리적 조건(사건)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

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3억 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이

사라지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동의자를 5명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 내

용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⑵ 공동체 속성

64) Good governance requires, among other things, trust between people. It

is necessary for public and private actors to work together(Kwon, H.J,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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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사이에 다수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김철회·하혜수, 2016). 현재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에서 법인 전환 작업은 이루어지고 있다.

“저희 방과 후도 내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

어요(마을 활동가 F)."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법적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제도

권의 규제를 받는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재산 관리가 더욱 쉬워지

고,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이 점차 공식화되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김철회·하혜수, 2016).

⑶ 규칙

⚫집합적 선택 규칙

2012년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임시조직이었던 공동육아 어

린이집과 다수의 공동체가 정식 법인으로 변환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

하여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공동체들이 임시조직이었으나 제

도적으로 협동조합의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령, 어린이집 터전에 대한 규칙이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보

육사업안내」에 따라 존재한다. 「보육사업안내」는 어린이들을 친환경

적인 장소에서 양육하기 위해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을 어린이집 터전으

로 권장하며, 아이들이 걸어서 20∼30분 이내에 산이나 들, 놀이터 등 나

들이할 장소가 많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원아들에게 집처럼 느껴져야 하

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 어린이집들처럼 ‘반의 개념으로 원아들을 분반

하는 것이 아니라 ‘방의 개념을 사용한다. 원아들의 규모는 최대 30명을

기준으로 40평 이상이 권장된다고 명시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우리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이러한 규칙에 따라 우리어린이집을 설립하였다.

“원생은 37명이에요 그게 법령이에요 어린이집의 정원은 어린이집의 규모와

관련되어 있어요. 건물의 면적 몇 제곱미터에 몇 명 이런 규칙이 있어서 저희는

37명을 배정을 받은 거죠. 이 규모에서는 37명까지인 거죠(마을 활동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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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선택 규칙

2012년 기획재정부 소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육아 어린이집과 같은 임의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65)

2. 행위계

⑴ 행위자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식적인 협동조합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까지 외

부세력 혹은 권위에 공동체 참여나 공동체 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을 통

제받지 않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다수의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법 제도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으나 공동체들이 이미 자치적으로 법 제

도적 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도의 틀 안에서도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유롭게 규칙을 결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

들은 다른 마을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연합 모임에 참여하며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리더십이나 가치 교육을 받고 있다.

“교사들도 교육을 받아요. 성교육도 받고 공동육아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어

서 일 년에 네 번 정도 전국에 있는 공동육아 교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대표교사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표교사 회의를 나가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과

같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다른 교육 방법을 나누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죠(마

을 활동가 F)"

"우리 조합에서 저와 같은 신생 조합원들에게 교육을 해주세요, 공공교라고

부르는데 저희 같은 어린이집이 교육을 받게 해줘요, 저도 지금 받고 있어요.

현장학교라고 하고요 기간은 길게 잡아서 1년 주에 하루 이틀 정도 있고요, 대

단한 복지에요, 교육료가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데 어린이집에서 다 부담을

하고 선생님들을 보내주니까(마을 활동가 B)"

"다른 단위의 활동가들이랑 워크숍도 진행하고 법정 교육을 하지는 않고 연

6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 11조(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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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교육들을 세미나 형태로 진행하긴 해요(마을 활동가 D)"

"협동조합 단위에서도 교육을 받고 사회적경제 지원 센터에서도 교육을 제공

하고요, 제가 필요한 것들을 듣고 있어요 ……의지와 시간이 있으면 다양한 교

육을 받을 수 있어요(마을 활동가 C)."

이처럼 연구의 면접 대상자 모두 공동체나 리더십에 필요한 방식을 습

득할 수 있는 교육에 참여하여 공동체 운영을 위한 지식 습득 활동을 지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⑵ 규칙

⚫실행규칙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다

른 층위에 규칙들과 마찬가지로 실행규칙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실행규칙은 이미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형성기에 마련한 경계규칙, 보

상규칙, 지위 규칙 등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3. 상호작용 패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협동조합기본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운영 형태를 법인화하는 협력적 상호작용 패턴을 보인다. 이

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운영 체계가 이미 협동조합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낯설지 않

은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각 공

동체를 법인화하는 사안에 대해 비교적 쉽게 구성원 간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내 공동체들은 법인화를 통해 공식적 지위를

획득하고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과 협력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제 5 절 분석결과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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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육아라는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후 성미산 개발 계획이라는 외생변수

를 직면하며 마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전보다 확장된 형태의 마

을공동체로서의 이차적 형성을 도모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마을 지원사

업이라는 물리적 조건과 규칙의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성미산 마을공

동체는 정부 지원사업을 적정하게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공

동체 정체성과 활동 범위의 확장을 이끌며 비교적 유연하게 물리적 조건

의 변화에 대응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세대 간 갈등과 같이 마을공동

체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황들을 비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

동체의 소멸이나 갈등의 심화가 아닌 공동체 운영이라는 결과를 도출했

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적 외생변수를 공동체 해

체가 아닌 공동체 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를

넷마이너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본다.

1. 공동체 형성을 위한 가치와 제도적 기반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의 핵심적 가치는 공동육아 정신에 기인한다.

공동육아의 특징은 생활 중심의 비형식적 교육과정, 놀이 중심의 교육과

정, 생태 중심의 교육과정, 아동 중심의 교육과정, 관계 중심의 교육과정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관계 중심

의 교육과정은 관계성을 의미하는데 공동육아 안에서 어린이들 간 관계,

어린이와 교사와의 관계, 어린이와 부모의 관계, 교사 간 관계, 부모와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 어린이가 관계 중심의 가치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교육과정은 어린이가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지역사회를 바라보고 교육 공간으로 지역사회를 인식하는 것을 뜻한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0). 이처럼 공동육아 가치는 단순히 아이들의

교육이나 양육과 관련된 가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전 생애에 걸

쳐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속한 사회를 변혁하겠다는 의지와

목표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 가치에 기

반을 두어 육아공동체를 시작으로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춰 방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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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과 성미산학교 그리고 마을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마

을에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을 설립한다. 근래에는 마을

에서 노후를 맞는 사람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며 공동육아

생애과정을 확장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직면한 문제를 공동

체의 문제로 인식했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계획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제일 먼저 이 사업에 반대했던 것은 우리어린이집 교사들이었다. 아이들

이 매일 성미산으로 나들이를 가야 하는데 아이들이 나들이 공간이 사라

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육아나 교육공동체에 속하지

않았던 조합원들에게 성미산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산이 아니었음에도

성미산 마을공동체 구성원들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 문제를 성미산 마을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고 각종 행사를 주최했다.

주거 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 어르신들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까지

도심에서 흔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는 문제들을 공동체의 문제로 인식

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인식은 ‘함께 크는 삶’이라는 가치에 기인한다. 육아공동체는 아이

들을 돌보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들과 어른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과정을 통해 어른들도 자신들의 삶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삶의 질

을 향상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또한, 삶의 터전이 되는 육아공동체와

사회를 계속해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추고 전 생애에 걸쳐서 좋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각자가 속한 가족과 공동체 그리고 사회를 변혁하겠

다는 희망과 의지가 공동육아윤리이다(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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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교육공동체 마을 활동가

심층 면접 내용 분석결과

[그림 3-2] 생활공동체 마을 활동가

심층 면접 내용 분석결과

[그림 3-3] 생활공동체 마을 활동가 심층 면접 내용 분석결과

위 그림은 각 공동체 마을 활동가들의 심층 면접 답변을 WordCloud를

통해 나타낸 결과이다. 각각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동체이지만, 공동

체, 사람, 마을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공동체’라는 단어는 각 답변에서 평균 25회 언급되었다. 공동체라는 직

접적인 단어 언급이 아니더라도 분석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마을공

동체를 지칭하는 ‘우리’ ‘마을 사람들’ ‘조합원들’과 같은 유사 어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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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공동체의 문제를 개인

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의 윤리적 기반이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성미산 지키기를 넘어 지역사회

까지 공동체 활동을 확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더불어 ‘이야기’, ‘회의’라는 단어는 협동조합의 제도규칙에 기인한다.

이야기라는 단어는 면접자 평균 30회 언급되었고 회의라는 단어는 면접

자 평균 19회 언급되었다. 면접 대상자 가운데는 회의와 이야기를 혼용

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으므로 이야기와 회의를 의미상 동의어로 간

주할 경우, 면접자 평균 49회가량 회의라는 단어가 언급된 것으로 분석

된다. 이는 협동조합의 이사회는 회의로 시작해 회의로 끝난다(김현하,

2020)고 표현할 정도로 회의를 많이 하고 또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회의

가 중요한 이유는 분석결과에도 나타나듯이 회의는 구성원들 간 이야기

즉 소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2. 대안 공동체의 부재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개원할 당시만 해도 서울시

에는 조합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자 하는 부모 조합원들은 어른들끼리 감정을 상

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참고 이해하면서 넘기는 경우가 많

았다.

"제 아이는 여기가 고향이에요 자기 어린이집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랑 여기

서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부딪히는 일이 있어도 내 아이

가 여기 살기를 원하고 나도 내 친구들이 있고 그러면 어떤 상황은 어떤 불편

함은 상황적 해석을 통해서든 그걸 또 더 좋은 다른 상황으로 희석을 해서든

개인이 견뎌야 할 부분도 있는 거죠(마을 활동가 D)"

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이후에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이 지역 안팎으

로 높아지면서 공동육아를 벤치마케팅 하는 어린이집들이 늘어났으나,

공동육아 가치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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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일반어린이집이 저희 공동육아 형태를 벤치마킹한 곳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저희의 형태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육아 고유의

가치, 생각 등을 교사나 학부모가 완전히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죠(마을 활동가 B)"

이처럼 공동육아와 마을공동체 생활을 할 만한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것도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직면한 갈등상황 개인의 소극적 자유66)를 추

구하기 위해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 존속을 위한 선택을 하는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 육아공동체 마을 활동가

심층 면접 내용 분석결과

[그림 3-5] 생활공동체 마을 활동가

심층 면접 내용 분석결과

위 그림은 WordCloud를 통해 생활공동체에 속한 마을 활동가와 육아

공동체에 속한 마을 활동가의 답변 내용을 시각화한 결과이다. 서로 다

른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어린이집, 공동육아, 교육 등의 단어가

빈도수는 다르지만 자주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동육아는 공

66) 소극적 자유는 “나는 시장 체제의 기관에 육아를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이

다. 즉 어떤 장애와 구속으로부터의 자유(freedom free)를 뜻하는 예이다(공동육

아와공동체교육,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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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육아의 울타리 안에 있는 구성원들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육아

를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활동하게 될 지역사회와 문화를 모두 포괄한

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체로서의 공동육아의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능

동적인 협동을 통해 민주주의 시민에 대한 개념과 공도에 사회이념이 공

유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2020).

더욱 참여적인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과 협업하여 더 나

을 정부를 만드는 일은 공동육아 정신의 지향하는 방향성에 따른 자연스

러운 결과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공동육아는 개인 성장과 더불어 타인과의 관계성을 포함한 공

동체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공동육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관계 맺고 생

애를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성인 구성원

들에게 가장 우선순위 되는 가치일 수밖에 없다. 마을구성원들의 목표가

공동체의 존속이라는 한 방향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외생변수

의 변화에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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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는 정부와 시장의 대안적 공동체로 최근 주목을 받는 마을공동

체에 관한 제도론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마을공동체 중에서도 가

장 오랜 역사를 가진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2가지 측면에서 정의하였다.

먼저,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협력적·자발적 갈등 조정 기제로서 작동된

제도로 보는 관점이다. 다음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도심에서 형성되는

공유재 즉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 유형의 공유재로 정의하고 공유재의 관

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과 효과적 운영요인에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Ostrom의 IADF를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Ostrom의 IADF 중 외생변수에 해당하는 물리적 조건, 공동체의 속성,

규칙67)을 분석하였다. 외생변수를 각각 마을공동체 존속에 위협이 되는

도전적 외생변수와 마을공동체 존속에 발전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긍

정적 요소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성미산 마을공동체가 각 외생변수를 극

복 혹은 활용하기 위해 사용한 방안들을 분석하고 또한 각 외생변수가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성미산 마을공동체 효과적 운영원리를 분석하기 위해 Ostrom이 제시

한 8가지 성공적인 공동체 디자인 원리를 적용하여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외생변수들의 결정 메커니즘을 통해 살펴본 마을공

동체의 형성요인과 운영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육아와 협동조합이라는 가치적·제도적

67) 집합적 선택 규칙과 형성적 선택 규칙은 외생적 변수의 속성을 지니지만

실행규칙은 공동체의 내생적 변수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규칙

을 내성적 변수 외생적 변수로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각 층위에 규칙이

상위의 규칙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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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에 동의하는 행위자들(조합원들)로 초기에 구성되었다. 이러한 분명한

가치적·제도적 기반은 공동체의 속성과 규칙에 영향을 미쳤다. 공동체적

속성 측면에서 행위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치 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기 때문에 행위자들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나 행위자

개개인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토론하고 회의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가치와 제도적 기반은 행위자들 사이에 높은

공통의 이해도 선호도의 동질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

행위자들이 처음부터 마을을 형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

님에도 불구하고 행위자들이 마주하는 유동적인 외생변수들에 능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행위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둘째, 성미산 마을공동체 행위자들은 ‘육아’라는 현실의 필요를 해결하

기 위해 형성되었다. ‘육아라는 행위자들 간 공통적인 주제로 행위자들이

서로 호혜적으로 연결되었고, 서로가 만들어낸 규칙을 지킬 것이라는 신

뢰하고 있섰다. 이는 각 행위자가 자신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자신의 자녀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육아 신규 조합원들은 모두 공동육아운동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 교육을 통해 행위자들은 공동육아의 핵심

가치인 관계성, 함께 성장하는 것을 행위의 동기로 삼는다. 이러한 가치

적 기반은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이는 행위자

들이 무임승차의 문제와 편익 감소성의 문제를 놓고 비교적 소극적 대응

인 관용의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로 분석된다. 많은 협동조합원이 특별한

도덕성을 갖췄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 때문

에 함께하는 것이다(김현하, 2020).

셋째,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따라 조합원들은 조합

의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스스로 실행규칙

을 고안하고(제도 원리 3), 이 규칙이 실행되기 위해 점증적인 제재가 행

해지며(제도 원리 5), 조합원이 어떠한 권리를 가졌는지 정관과 운영위원

회 규칙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어있고(제도 원리 1), 공동체별 공동체의

특성에 맞는 실행규칙이 조합원들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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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 2) 제도적 원리가 성립된다. 다만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식적인

감시 활동(제도 원리 4)을 하지 않는다. 감시를 위한 기구를 따로 마련하

고 있지 않다. 협동조합의 규칙에 출자금에 대한 내부 감사활동을 하고

있으나 조합원의 마을 활동 자체를 감시하는 기구나 체제는 존재하지 않

는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이, 성미산 마을공동체 핵심 가치 중 하나가

관계성이며 이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연자원의

경우 행위자 개인의 이기적 행동의 결과가 항상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시 활동을 통한 자원분배의 균형을 유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성미산 마을공동체와 같이 공유재가 조합원

들 삶의 모든 분야에 촘촘한 관계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개인이 규

칙을 위반 행위에 대한 결과가 개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감시 활동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 운영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만의

비공식적 갈등 해결장치와 공식적 갈등 해결 장치(제도 원리 5)를 가지

고 있다. 갈등 해결장치는 곧 소통의 장을 의미하며 성미산 마을공동체

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해결한다. 또한, 최소한의 자치 조

작권을 보장하기(제도 원리 7) 위해 마을 자산화에 힘쓰고 있다. 마지막

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서로 다른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네트워킹 하

며 하나의 큰 공동체를 이루는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제도 원리 8)를

구성하고 있다.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이 연구는 Ostrom의 IADF를 성미산 마을공동체라는 실제 사례에 적

용하여 운영의 제도적 원리와 형성요인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공동체 자체를 공유재로 인식함으로써 기존 자연 및 유형

자원에만 국한되었던 공유재에 대한 논의를 확장 시켰다. 이 연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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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산 마을공동체가 데이비드 볼리어의 사회와 시민의 공유재라고 정의하

고 공유재 차원에서 성미산 마을공동체에 접근하였다. 마을공동체와 같

이 도심에서 형성되는 공유재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유재의 개념이 어떻

게 변해왔는지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들은 마을공동체 자체를 공유재로

인식하기보다는 마을공동체에 속한 마을기업이나 특정 건물과 같이 유형

의 자원만을 공유재로 보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마을 전체를

각각의 공유재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제도이자 공유재로 존재하

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현대 사회는 사람들의 생활권이 도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따라서 기존의 공유재 연구 범위를 확장 시켜 도시 환경에 맞

게 발생하는 공유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한 공유재 관념에 대한 확장은 다양한 관점에서 공유재에 대한 연구

수행을 가능케 한다.

공유재 개념의 확장은 공유경제68)에 대한 개념으로 발전된다. 이는 물

품뿐만 아니라 서비스나 토지 등을 ‘소유의 개념’에서 ‘공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경제방식이다. 공유재 연구는 사적 소유 혹은 공적 소유라는 이

분화된 소유의 틀에서 벗어나 도시가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점 시사점을 가진다.

두 번째,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운영원리를 제도적 관점에서 살펴봄으

로써 마을공동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마을공동체들이 성미산 마

을공동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 디자인을 재구상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정부가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공동체 중 일부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동을 수행하는 하향식(bottom-down) 마을 정책 성향을 보이거나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떨어져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미산 마을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향식(bottom-up) 모델이다.

68) 2008년 미국 하버드 대학교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

용한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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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모든 제도적 디자인이 다른 공동체에도 같

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Ostrom이 제시한 8가지 제도적

디자인의 원리와 성미산 마을공동체 모습을 통해 각 공동체의 특성과 사

정에 맞추어 제도적 디자인을 재정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제도적 디자

인 원리를 개념적으로만 이해하려 할 때 모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성미

산 마을공동체라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Ostrom의 제도적 디자인 원리를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 운영

의 제도적 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요인과 효과적 운영에 대한 분석은

마을공동체의 진정한 의미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제도적 요인도 중요하

나, 그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 그리고 이런 가치의

일상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50년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삶의 질은 높지 않

다. 인구 천만이 거주하는 국가 경제의 중심 서울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서울은 급증하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가지를 건설하고 수많은 주

택을 지었으나 대규모단지 고층아파트 위주의 공급으로 삶의 공간은 획일화되

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삶을 윤기 있게 해주는 다양한 문화와 눈에 보이지 않

는 가치들이 설 자리를 잃었고, 고도 압축 성장은 시민들에게 끝없는 경쟁을 요

구하였다. 자살자 수, 출산율, 주거이동률, 독거노인 수 등 다양한 삶의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는 외적 풍요 속에서도 힘겨운 삶을 살고 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더불어 살아가는 정(情)과 삶의 즐거움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대도시 서울이다(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 2012, 38쪽)”

위 내용은 2012년도에 발표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사회 문제는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으로 사람들 사이의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

고 있으며, 이것을 설득과 타협을 통하여 원만히 풀어내기보다는 대결과

싸움을 통한 승자독식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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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들은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더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현실이다(권혁주, 2016).

2020년 현재, 한국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출산율은 6년째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을 차지했다.69). 인류학

자인 조한혜정은 저서「다시, 마을이다」에 이렇게 적었다.

“십 년 전에 쓴 글이 지금 이야기처럼 읽힌다면 실은 사회가 별로 변하지 않

았다는 말일 겁니다. 표면 구조는 변했지만 심층 구조가 변하지 않은 게지요.

제도의 변화만으로 세상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일상 문화의 변화가 절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

고 지원금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더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수치적 지표는 나아

진 바가 없다. 이는 마을공동체가 큰 사회적 변화를 도출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

기 위해서는 마을을 형성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변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저희(교육공동체)는 생태교육을 중요시하죠, 그런데 생태교육이라는 것은 쓰

레기는 이렇게 버리는 거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연을 대하는 태도를 일상으

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분리수거 하기, 휴지보다는 행주를 쓰기, 쓰레기가 떨

어지면 걸레로 닦기, 외출하더라도 분리수거하고 플라스틱 사용 안 하고 물통을

쓰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를 삶으로 살아 내는 거죠…… (마을 활동가 F)."

따라서 이 연구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마을공동

체 사업 활성화와 확장된 공유재 개념을 적용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

은 부분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효과적인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체 페널티 규칙 패러다임

69) https://www.ytn.co.kr/_ln/0102_20201004000901862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268551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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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공유재 관리 측면에서 페널티 규칙은 보

복 혹은 징벌의 형태를 띠었다. Ostrom도 공동체 운영원리에 규칙을 어

기는 구성원에 대한 징벌 형태의 페널티 규칙을 제시한다. 그러나 성미

산 마을공동체 페널티 규칙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관용주의’의 원칙을 따

른다. 즉 공동체 구성원간 이해와 신뢰에 기반을 두어 규칙을 위반하는

구성원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페널티 규칙이나 제재가 가해지거나 아예

아무런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 보복이나 징벌의 형태를 띤 페널티 규

칙은 자연 공유재와 같은 고전적인 공유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유지하

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대적 차원의 공유재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는

성미산 마을공동체처럼 구성원간 신뢰에 근간을 둔 지속가능한 형태의

페널티 규칙이 필요하다.

둘째, 공유재로서 마을공동체를 인식하고 이에 관한 양적 연구가 활성

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유재 관련 선행연구들은 사례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마을공동체 관련 선행연구들도 대부분

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사례분석 대상으로 삼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

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유재로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양적 연구의 활

성화가 요구된다. 공유재에 대한 양적 연구를 통해 공유재 속성을 포착

하여 공유재 관리에 관한 정형화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양적 연

구를 통한 공유재 속성 파악은 추후 공유재로서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

한 요소들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질적 연구의 한

계롤 지적되는 객관성과 일반화의 문제를 양적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확

장된 개념으로 공유재 연구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존에 통용되었던 민(民)·관(官) 관계 변화가 요구된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는 제도와 정책을 형성하는 주체로 민간

은 주어진 제도와 정책을 활용하는 객체로 인식됐다. 그러나 성미산 마

을공동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는 민간이 현장 경험을 통해 제도

와 정책의 보완점을 발견하고 변화를 요구하며 새로운 제도를 제안할 수

있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 관료들과 공

공기관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제도의 주체이자 협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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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민간을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민간도 단순히

현재의 정책이나 제도를 소비하는 것을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제도와 정

책을 활용하고 보완하기 위한 주인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끝으로 이 연구는 도심 속 마을공동체인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마을공

동체 공유재로 정의하고 자연자원에 국한되어 연구되었던 공유재를 현대

발전도시의 형태에 맞게 생산 가능한 유동적 자원으로 확장하여 분석하

고자 성미산 마을공동체 사례를 접목하여 분석을 수행했으나 몇 가지 한

계점을 가진다. 이 연구가 지닌 한계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의 편향성 문제이다. 연구자는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 질

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 면접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반구

조화된 연구 질문들을 작성하여 면접 대상자들을 만나 심층 면접을 수행

하고 면접 대상자의 답변을 기초로 넷마이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단

어별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면접 대상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한 어휘

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중요시하는 가치와 정신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답변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헌 분석을 통해 면접 대상자

들의 답변 내용을 비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 수행과 문헌 분

석을 모두 연구자가 진행하다 보니 연구자의 시각에서 문헌이나 면접 대

상자의 답변이 해석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연구자의 편향된 시각이 온

전히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연구자가 긍정적 외생변수라고 판단한

변수가 실질적으로는 부정적 변수로 마을공동체에 작용할 여지도 있다.

둘째, 면접 대상자의 대표성과 일반화 문제이다. 연구자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가 위치한 성산 1동을 연구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 이상 방문하

여 총 6명의 마을 활동가에게 심층 면접을 수행하고 10명 이상의 마을

활동가와 마을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또한, 면접 대상자의 답

변 일부를 다른 면접 대상자를 통해 교차 검사(cross-check)하는 방식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려 하였다. 그러나 연구자가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모든 마을 활동가를 대상으로 면접을 한 것이 아니고, 심층 면접자의 인

구사회학적 특징을 보았을 때도 이들이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모든 마을

활동가나 조합원들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면접 대상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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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대상으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대표성과 일반화를 하는 데에 한계

가 존재한다.

셋째, 연구자가 외부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내부 자료 혹은 사정의

한계이다. 연구자는 잦은 성미산 마을공동체 방문을 통해 면접 대상자들

과 다른 마을 활동가들과 라포 형성(Rapport Building)을 도모하였으나

오랜 시간 조합원으로 활동해온 사람이 아닌 외부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

는 회의록 자료나 마을 내부의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

다. 또한, 성미산 마을공동체의 50여 개가 넘어가는 공동체를 모두 접근

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물리적 한계가 분명했다. 연구자가 심층 면접 대

상자들과의 라포 형성을 통해 얻은 내부 자료와 추천받은 자료들도 존재

하며 이 자료들은 모두 논문에 활용되었다. 그러나 연구자가 모든 운영

위원회 회의록과 운영 현황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연

구자는 접근 가능한 범위 내의 공동체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하였

다. 연구자는 심층 면접을 통해 가능한 한 다양하고 깊은 마을공동체 이

야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면접 대상자가 대답하기 불편한 내용

이나,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연구자가 대답을 강요할 수는 없었

다. 따라서 심층 면접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자가 미처 파악하

지 못한 내용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발전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재 하는 소통과 교류 그리고 관계성의 회복을 도

모하는 마을공동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고 특히 마을공동체 모범적 사례

로 소개되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공유재의 차원에서 인식하고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후속 연구들을

통하여 보완되어 공유재로서의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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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What is the form of urban

commons?" and another question "What determines the succes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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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 of community building. Recently, the concept of commons has

been expanded from natural resources to intangible resources such as

knowledge, and the spatial scope of commons has also been expanded

into urban area. Thus, this study defines the village community as a

Social and Civic Commons. Elinor Ostrom effectively refuted the

classical commons theory 'Tragedy of the Commons' through the

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IADF), suggesting

the possibility of autonomy of the commons. Therefore, using

Ostrom's IADF as a theoretical tool, the study analyzes the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known as the most successful village

community in Seoul. The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facto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from the perspective of

comm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This study intends to discover the success factors of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in terms of

common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is an urban village community

located in Mapo-gu, Seoul. The village community was found in 1994

when it opened the 'Woori Pre-Kindergarteb,' a cooperative-type

childcare center. Since then,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been

operating various cooperative-type village communities such as

Woolim Consumer Cooperative and Seongmisan School, widening its

influence to the local community.

This study used literature reveiw and conducted semi structred

in-depth interviews to analyze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Based on th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ordCloud was created to visualize the results through the NetMinor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of literature and in-depth interview

details, the factors and effective operating principles of Seongmi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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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Community are as follows.

First,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a typical bottom-up

structure in which individuals are self-governing to solve personal

and social issue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formed by

individuals who were in need of alternative form of child care

system. Therefore, the membe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shared similar goals and expectations regarding the purpose of each

community activity.

Secon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is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value and institutional foundation of Shared Parenting and

Consumer Cooperatives.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formed

by actors who were eager to establish an alternative form of

parenting, which is shared parenting, by adopting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the shared parenting system and Consumer

Cooperatives. Therefore,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was able to

flexibly respond to the challenging exogeneous variables faced while

operating the village community using them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community village system.

Thir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operates in an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conforms to the eight institutional principles presented

by Ostrom. The members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are

actively and voluntarily involved in village activities while formating,

modifying and adjusting rules suitable for them. In addition, it was

revealed through the analysis that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has secured a community system principle consistent with the

institutional principles suggested by Ostrom for sustainable

communities and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operating the

community accordingly.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the study of common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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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a new type of commons called community, away from the

existing research that limited the range of commons only to natural

resources. Moreover, unlike the prior studies of IADF which were

mainly conducted on the Action Arena,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d the formation and operating factors of the commons through

exogenous variables by analyzing the case of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keywords : Elinor Ostrom, IADF, Commons, Community,

SeongMisan Village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Student Number : 2019-2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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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성미산 마을활동가 대상 심층 면접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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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미산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효과적 운영에 관한 연구』

관계자 심층 면접 설문지

I. 성미산 마을 활동가 대상 (2-3세대/1차성미산지키기운동 이후)

내용 개방형 질문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공통)

▷ 면접자의 일반적 사항

-면접자의 성명

-면접자의 거주지(성미산/외부)

-면접자의 연령

-면접자의 직업

-면접자의 학력(가능할 경우)

공동체적 속성

(외생변수)

▷ 성미산에 대한 면접자의 인식 파악

☞ 성미산 거주자

- 면접자의 이전 시기

- 면접자의 이전 이유

- 면접자에게 성미산마을이란?

- 면접자의 성미산마을 활동 내용

☞외부지역 거주자

- 면접자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알게 된 계기?

- 면접자가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하게 된 이유?

- 외부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성미산 마을공동체란?

- 면접자에게 성미산 마을공동체란?

규칙

(외생변수)

▷ 운영규칙 파악

- 무임승차에 대한 제재 혹은 페널티 제도가 운영

되고 있는가?

- 지속적인 위법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조합원/활

동가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 공식적인 규칙/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활

동의 경우 어떤 운영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 공식적인 운영규칙 없이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

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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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성미산 마을활동가 대상(1세대/제1차 성미산지키기운동 진행 시점)

- 운영 규칙(회칙, 조례 등등)은 얼마나 자주 수정

되는가?

행위자 (행위계)

(공통)

▷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분석

- 면접자는 성미산마을에서 다른 조합원과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 면접자가 갈등 경험이 있었을 경우, 어떤 방식으

로 해결하였는가?

- 현재 활동하는 그룹 혹은 속한 그룹(학교, 생협

등)에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

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 면접자는 자신의 의견이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원

활하게 수렴된다고 느끼는가?

내용 개방형 질문

인터뷰 대상자 인적사항

(공통)

▷면접자의 일반적 사항

-면접자의 성명

-면접자의 거주지(성미산/외부)

-면접자의 연령

-면접자의 직업

-면접자의 학력(가능할시)

공동체적 속성

(외생변수)

▷성미산에 대한 면접자의 인식 파악

☞ 성미산 거주자

- 면접자의 이전 시기

- 면접자의 이전 이유

- 면접자에게 성미산 마을이란?

- 면접자의 성미산 마을 활동 내용

☞외부지역 거주자

- 면접자가 성미산 마을공동체를 알게된 계기?

- 면접자가 성미산 마을공동체 활동 이유?

- 외부지역 주민이 바라보는 성미산 마을공동체

- 면접자에게 성미산 마을공동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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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될 경우) 타지역으로 이전 이유?

규칙

(외생/내생변수)

▷ 성문법과 불문법

- 제1차 성미산마을지키기 이전, 생협과 공동육

아가 마을의 주된 활동이었을 당시, 마을내 성

문화된 공식 규칙이 존재했는가?

-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공식적인 규칙들이 자

리 잡기 시작했는가?

- 면접자가 느끼는 공식적 규칙 전/후 마을공동

체에 달라진 점이 있는가? 무엇인가?]

- 면접자는 공식적 규칙들 형성 이후 마을공동

체 활동이 더욱 원활해 졌다고 느끼는가? 그

렇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면접자는 성미산 마을내 공식적 규칙의 형성

이 마을공동체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가?

▷ 성문법 존재 시

- 규칙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누가 규칙

을 만들었는가?

- 규칙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가?

- 페널티와 관련된 규칙이 존재하는가?

공동체적 속성(외생변수)

- 공통

▷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 분석

- 면접자는 성미산마을에서 다른 조합원과 갈등

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가?

- 면접자가 갈등 경험이 있었을 경우, 어떤 방식

으로 해결하였는가?

- 현재 활동하는 그룹 혹은 속한 그룹(학교, 생

협 등)에 가지고 있는 불만 사항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지?

- 면접자는 자신의 의견이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원활하게 수렴된다고 느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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