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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보사회에 참여지향적 시민이 등장한 바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수준에서 그리고 이슈에 따라 어떤 거버넌스가 바람직한지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연구

는 정보사회에서 각 층위에 따라 참여지향적인 시민성향을 반영하여 다층적이고 유동

적인 ‘혼합형 거버넌스’(mixed governance)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정보사회

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버넌스의 유형을 탐구하고 실체로서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검토

한다. 정보사회 혼합형 거버넌스를 살펴보기 위해, 시민행태와 의식설문조사의 계량적

인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의 함의로는 첫째, 현 단계 한국의 거버넌스는 다양

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집단의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관한 큰 관심은 향후 혼합형 거버넌스에서 SNS의 정책적 할용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

임을 확인해 준다. 셋째, 이념변인에 대한  것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는 이념에 따

른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정치 선호집단 간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넷째, 중앙정부

와 지방정부의 참여선호집단이 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부는 국민을 단일한 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다층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각 층위와 이슈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정책결정참여의 채널, 즉 ‘혼합형 거

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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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현대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민주정 이래 고정불변이 아닌 진화하는 개념으로 인식되

고 있다. 때문에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 체제로서가 아니라 이념적·제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가치가 되었다(Norris 2002). 이에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각 나라가 처해

있는 정치 환경과 역사·제도적 맥락에서 자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엄밀하게 지적하면 대의민주주

의에 대한 피로감(fatigue)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주의 패러다임에서 대의민주주의는 20세

기 후반부터 균열의 조짐이 보였다(최장집 2010; 임혁백 2000; Nye et al. 1997). 대표와 시

민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시민참여는 하락하고, 정치무관심층이 증가하는 등 민주적 대

표성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이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 국민은 정부를 믿지 못하고 탈물

질주의적·개인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세대가 등장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철회 경향은 정치과정의 매개집단인 정당, 결사체, 시민단체, 미디어의 역

할은 약화되었다(Nye et al. 1997; Norris 2002; 2011; Barber 1998; Diamond 1999). 

이러한 학자들의 논의의 뿌리에는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내

용과 정치체계로서의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 이에 대의민주주의를 보

완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결사체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 등이 논의되고 있

다(Diamond 1999; 임혁백 2000에서 재인용). 여기에 21세기 급속한 정보화로 인한 정보혁

명에 따라 최근에는 정치도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으며(politics moves online) 새로운 웹 

2.0의 정보통신기술(ICT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을 활용하여 참

여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전자민주주의도 부각되고 있다(Shirky 2008; Confield 2002; 김

용철·윤성이 2005). 

이렇듯 대의민주주의의 피로감과 정보사회로의 가속은 전통적인 통치구조에서 정치 환

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제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여기서 설계된 것이 20세기 후반부

터 논의되어 온 거버넌스 이론(governance theory)이다. 거버넌스는 정부와 시장이라는 이

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상호의존적인 행위주체들의 수평

적·협력적 조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이다(Powell 1990). 거버넌스 연구가 주목받는 

것은 전통적인 행위자인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시민의 참여를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

하여 이른바 정부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사회의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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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때문이다(Kooiman 2003). 

이러한 현실에 천착하여 본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참여지향적인 시민의 특성이 반영

된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커뮤니티 수준의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혼합형 거버넌스’

(mixed governance)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거

버넌스의 유형을 탐구하고 실체로서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운영, 작동되고 있는지를 파악

하여 바람직한 민주주의적 가치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한다. 이에 대한 세부 

연구 질문은 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은 어떤 참여를 하는지, 누가 참여하는지, 왜 참여를 원

하는지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반영한 거버넌스로 유동적이고, 중앙과 지

방, 커뮤니티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이슈의 성격에 따라 변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를 제안할 것이다. 

논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은 혼합형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과 환경적 요인, 연구목적

을 기술하였다. II장은 기존 거버넌스 연구를 평가하고 논문에서 제시하는 혼합형 거버넌

스의 차별성과 조작적 정의를 하고 III장은 연구방법론과 가설을 제시할 것이다. IV장에서 

연구자들은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계량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그리고 V장은 논의를 종합

하여 참여적 시민의 등장으로 인한 혼합형 거버넌스가 가지는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제

시할 것이다. 

II. 거버넌스에서 혼합형 거버넌스로

18세기 시민혁명 이후 고안된 민주주의 모델로서 대의민주주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다

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피로감이 나타났고, 정부-시민 간의 이격 또는 동맥경화 현상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에 참여·숙의·전자민주주의 등장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체계

에 더하여 민주적 참여(participation)와 민주적 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를 위한 제도

적 노력과 함께 정치문화와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논의에서는 

단순히 정치제도의 운영을 넘어서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조건을 고려한 시민문화적인 접

근도 필요하다. 

특히 20세기 산업사회에서 21세기 정보사회로의 이행은 다차원적인 시민의식의 성장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가져왔다. 피파 노리스(Norris 2011)는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의

식과 갈망은 상승하였지만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경직성은 ‘민주주의의 결손’(democra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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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cit)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필요성과 시대적인 조건에서 국가, 시

장과 함께 중간 매개 조직들 간의 연결망이라는 거버넌스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김석준 

외 2001; 서창록 외 2002). 

거버넌스의 기초적 개념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 조직들이 자

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혹은 네트워크 체계라고 할 수 있다(원구환 

2003, 4).  쿠이만(Kooiman 2003)은 공적행위자와 사적행위자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고 정

부가 홀로 진행하는 전통적 통치방식을 반대한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거버넌스는 상호

작용과 의존성을 중시한다. 기실 거버넌스는 국가의 위상변화, 시민사회의 등장, 협력과 

균형, 합의구조와 조화, 수평적 네트워크로 구성된 정치적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Rhodes 

2000). 

또 거버넌스는 대의민주주의 틀에서 대표와 국민의 수직적·위계적·계통적 권력관계

를 배격하고 수평적인 권력관계 나아가서는 bottom-up 방식의 구조를 고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거버넌스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지양하고 정부-시장-시민사회 등 상

호의존적인 행위주체들의 상호작용적·수평적·협력적 정치체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

이다(Powell 1990; Kooiman 2003). 이에 부응하여 민주주의 논의는 시민과 대표 간의 협력

적인 거버넌스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에는 ICTs이 발전하면서 사이

버 또는 e-거버넌스까지 등장하고 있다(조화순·송경재 2004). 

하지만 기존 연구를 종합하면, 거버넌스는 행위에 대한 조율과 협력의 과정이기 때문

에 전통적인 정치체계 내에서의 통치 내지는 정부, 시장영역의 고유의 공간과 중첩되며 이

해 수준도 학자마다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가 발견된다(Kooiman 2003; 김석준 외 

2001). 하지만 개념화와 내용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는 경직된 체계가 아닌 유연

한 구조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실성 역시 여전하다. 즉, 거버넌스는 조직 또

는 집단의 의사결정 구조 및 의사전달 과정이 한 사람 또는 소수에 의하여 집중적·하향

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행위자들이 분권적·수평적 방법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통치의 한 형태이자 대의민주주의 피로감을 극복할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논문에서 논의할 거버넌스의 개념적 조작화가 필요하

다. 이에 필자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 거버넌스보다 새로운 개념인 혼합형 거버넌

스를 제시하고자 한다. 혼합형 거버넌스가 등장한 배경은 기존 연구의 두 가지 한계 때문

이기도 하다. 첫째, 기존 연구는 정책결정과정을 일반화시켜, 의제설정에서 대안제시, 정책

집행과 피드백의 각 단계를 중심으로 연구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커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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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티 수준의 중층적(multi-layed) 층위를 설정하여, 각각의 이슈 성격에 따라 거버넌스가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일면적인 거시적 단위에서 현존하

는 ‘사회통합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상층 또는 국가 거버넌스 만을 분석대상으

로 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는 이를 중범위(Mezzo)와 미시적(Micro)인 범위를 확장시킨 것

이다. 

둘째, 기존의 e-거버넌스 연구는 오프라인 정책결정과정의 온라인화를 주된 주제로 삼

았으나 본 연구는 정보사회의 혼합형 거버넌스 플랫폼(platform)을 구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적인 거버넌스의 활용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e-거버넌

스 논의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저렴한 거래비용의 스마트폰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소통으로 개인과 집단의 의견을 집성하는 과정을 앞서

의 각각의 층위별로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많은 연구자들

이 지적하듯이 SNS와 스마트폰은 쉽게 대표자가 참여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책 활용

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확인할 것이다(윤성이·송경재 2010; Delany 2009; Ellison et al. 

2007). 

그렇다면 혼합형 거버넌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정보사회의 융합적 환경이 기

존의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top-down) 통치(統治)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정부의 통치능력을 단순히 경직된 법적·제도적 권한 위주의 산물이 아니

라 과정으로서의 권력, 즉 내용을 만드는 것으로 변화됨에 주목하여 이를 혼합형 거버넌스

로 명명할 것이다. 연구에서 주목하는 정보사회의 혼합형 거버넌스는 단순히 형식적인 틀

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협의의 권력이며, 사회의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제이자, 정부와 

시민의 상호의존과 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거시적-중범위적-미시적(Macro-Mezzo-Miicro) 

영역에서의 거버넌스이다(Kooiman 2003). 이는 정보사회에서 형성된 새로운 중층적 권력

관계의 산물이자 임파워먼트(empowerment)된 시민들의 역량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혼합형 거버넌스는 단층적인 것이 아니라 행위자 구성, 권한 분산, 

공간적 틀 등의 변화를 바탕으로 정치과정의 상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연

구에서 사용되는 혼합형 거버넌스는 ‘지배 권력’이 아닌 시장·시민사회 구성원들과 소통

하는 ‘협의 권력’을 수립하는 것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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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론과 연구문제

1. 연구방법론과 변수 조작화

정보사회 혼합형 거버넌스를 살펴보기 위해, 시민의식 설문조사의 계량적인 연구방법론

을 적용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존 거버넌스에 대한 시민평가와 지향하는 가능태를 제시하

기 위한 내용을 문항으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인터넷 이메일 서베이 전문

기관인 엠브레인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1년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1052명의 표

본을 추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8.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세부 통

계분석 툴은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독립표본 t-test 등을 적용하여 다양한 맥락적·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다음, 연구를 위해서 변수의 사전적인 조작화(operationalization)를 실시하였다. 혼합형 

거버넌스를 파악하기 위하여 층위별·이슈별 시민참여를 측정지표로 중앙정부와 관련된 

3문항, 지방정부와 관련된 2문항, 커뮤니티와 관련된 2문항을 설계하였다. 마찬가지로 전

문성(각 층위별 1문항)과 이해관계(각 층위별 1문항) 이슈의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변

수의 각 지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커뮤니티 수준의 다양한 이슈를 망라하여 필자가 전

문적인 식견이 요구되는 이슈와 첨예한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이슈로 조작적으로 정의하였

다. 지표에서 주로 예산 이슈는 중앙 또는 지역정부, 커뮤니티 전반의 상황과 예산결정의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적인 이슈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각 층위별로 지역

개발이나 이념갈등 등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경우 이해관계 이슈로 구분하였다(<표 1>). 

<표 1> 층위별·이슈별 거버넌스의 시민참여 지표

범주 지표 (indicator)

중앙정부 전문성 이슈

이해관계 이슈

이해관계 이슈

- 정부 예산 편성에 의견 참여

 - 한미 FTA에 관한 의견 참여

 -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관한 의견 참여

지방정부
전문성 이슈

이해관계 이슈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의견 참여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 유치에 관한 의견 참여

커뮤니티 수준
전문성 이슈

이해관계 이슈

 - 지역(아파트, 마을) 등의 공동관리 예산 편성에 의견 참여

 - 지역미화에 관한 의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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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문제와 표본개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사회의 참여주체는 누구인가? 대의민주주의의 약화

이후 대안적 모델로 제기된 참여적·숙의적·전자적 민주주의 형태가 다양하게 실험되고 

있다(윤성이·송경재 2010). 나아가 참여 주체들은 이른바 넷 세대(net generation)란 세대

효과와 함께 기술진보에 따라 인터넷과 SNS, 스마트폰 등을 참여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

다(Shirky 2008; 팔란티리2020 2008; Kluver 2005, 75-84; Tapscott 2009).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중앙-지방-커뮤니티 수준과 전문성 이슈와 이해관계 이슈별로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정보사회 시민들의 참여 결정요인은 무엇인가?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정보사회 

시민들이 어떤 방식의 참여를 선호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정보사회가 되었다고 전

통적인 방식의 참여를 모두 대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ICTs는 시민참여와 거버넌

스에 어떠한 결정요인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김용철·윤성이 

2005). 또 정보사회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참여를 선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사회에 부응하는 SNS나 스마트폰의 이용에 따른 참여 효과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디지털화된 세대의 등장에 따른 참여를 하고 있는지,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의 참여 결정요인인 이념이나 정부신뢰, 정치 효능감 등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다각적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사회 시민들은 어떤 참여를 원하는가? 정보사회는 새로운 참여의 아키텍처를 

구축하여 참여채널이 다양화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정보사회에서 시민 참여를 이분법

적인 낙관론과 비관론 또는 기술결정론이나 사회구성론 등의 해석에 머무른 것이 사실이

다(김용철·윤성이 2005; Chadwick 2006; 홍성구 2011). 선행연구에서 간과한 것은 기술변

화를 추동할 수 있는 행위자에 관한 부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층위와 이슈의 성격에 따른 

시민참여 동인과 변화상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정대로라면, 디지털 시

대의 시민참여는 획일화되기보다 여러 이슈에 따라, 그리고 결정의 층위에 따라 다원화되

고, 유연하며, 복층적인 형태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개요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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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분석

1. 어떤 참여를 원하는가? 

참여수준은 크게 층위별·이슈별로 구분하였다. 층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표 2> 표본 개요

구   분 빈도 (%)

성별
남성

여성

527 (50.1)
525 (49.9)

연령

19세 이하

19~29세
30~39세
40~49세
55~59세

60세 이상

150 (14.3)
200 (19.0)
202 (19.2)
200 (19.0)
150 (14.3)
150 (14.3)

학력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재학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재학

대학교 졸업 이상

13 (1.2)
48 (4.6)
20 (1.9)
10 (6.7)
89 (8.5)

130 (12.4)
551 (52.4)

소득

200만원 이하

201~400만원

401~600만원

601~800만원

801만원 이상

147 (14.0)
434 (41.3)
339 (32.2)
77 (7.4)
55 (5.2)

거주 지역

규모

특/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697 (66.3)
318 (30.2)
37 (3.5)

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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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이슈의 성격은 전문성 이슈와 이해관계 이슈로 나누었다. 전문성 이슈는 앞서의 

조작적 정의에서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을 요하는 경우이고, 이해관계 이슈는 이

해당사자들 간의 이익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연구에 앞서, 각 층위별·이슈별 평균 참여지수를 제시한다(<그림 1>). 이 분석은 층위

별·이슈별로 선호하는 정책결정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층위

별·이슈별 참여지수를 산정하였다. 산정 방법은 각 사안별로 이슈의 참여정도를 통합하

여 평균 참여지수를 산출하는 것이다. 먼저, 중앙-지방-커뮤니티 수준의 층위별 시민참여 

지수의 변화를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1)

우선 층위별 선호하는 정책결정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응답자들은 모든 층위에

서 전체적으로 참여지향성을 드러냈다(전체평균 2.63점).2) 그러나 각 층위별 평균 참여지

수를 비교할 때, 커뮤니티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2.95점), 중앙참여지수(2.51점)와 지방참

여지수(2.42점)는 전체평균(2.63점)에 조금 못 미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거버넌스 층

   1) 지수화된 점수가 높을수록 대표에 위임하기 보다는 직접 참여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논문에서 사용된 ‘참여지향적’의 의미는 본 연구가 의식조사인 관계로 참여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참여적’이란 표현은 결과론적인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참여 지
향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1> 참여수준 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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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개인의 실생활과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수록 응답자들은 참여적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실생활에 밀접한 이슈의 등장뿐만 아니라, 참여의 

거래비용이 낮다. 따라서 이것이 시민들의 직접참여를 더욱 자극하는 조건이 된다. 아울러 

거버넌스 층위가 커뮤니티 수준으로 가까워질수록 참여가 활성화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학습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이기도 하다(Tocqueville 2002; Diamond 1999; Pateman 1970; 

송경재 2011). 한편, 중앙참여지수(2.51점)보다도 지방참여지수(2.42점)가 낮게 나타난 점

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 층위별 참여수준 비교

중앙정부의 참여수준에서는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이슈들을 주로 다룬다. 따라서 정책결정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이 요구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사회는 국내문제에서는 정치권 내부 갈등은 물론이

고, 정치권과 시민, 외교문제에서는 국내여론과 국제관계 사이의 잦은 마찰을 경험하곤 한

다. 정부는 FTA 협상이나 파병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국내 갈등의 심화로 인하여 예상

외의 정책결정비용을 지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마찰 지속은 다른 정책결정과정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제도권의 이러한 모습은 시민들의 제도 피로감도 증가시킨다. 그렇다보니 

중앙정부수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은 제도를 신뢰하기보다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제 ‘중앙정부수준에서의 바람직한 시민참여 단계’를 

묻는 설문에서, ‘공청회를 통한 시민의사 수렴’이 42.2%로 가장 높았다. 이에 반하여 ‘전적

<그림 2> 중앙정부 수준의 바람직한 시민참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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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부와 국회에 맡긴다’ 응답은 8.3%에 불과하였다. 

지방정부 참여지수는 2.42점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지방정부 수준의 바람직한 시민

참여 단계로 무엇을 꼽을까? 여기서도 중앙정부와 같이 역시 의견수렴단계에서 시민참여

(61.7%), 공청회를 통한 시민여론 반영(48.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또 정책결정과정에서 

‘제도의 주도적 참여’를 가장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산 6.8%, 기피시설 14.5%). 이와 

같은 참여지향성의 특징은 최근 주민참여 예산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을 그대로 반영한다. 아직까지는 “주민참여예산제, 관(官)참여예산제 전락 우려”(뉴

시스 13/10/28), “시민 참여 늘려야”(구시영 2011, 4) 등의 뉴스에서 나타나듯이 지방자치단

체에 따라 주민참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커뮤니티 참여수준은 이슈별로 모두 선호하는 정책결정 단계로 ‘전체 주민총회’를 

꼽았다. 이에 대한 해석은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이슈별 참여수준 비교

다음으로 이슈별 성격에 따른 참여수준 분석이다. 먼저,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이슈별 선

호하는 정책결정 방식을 파악하기 위한 전문성 이슈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결정 문제’, 

이해관계 이슈는 ‘FTA 체결’, ‘해외파병 결정 문제’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응답자들

은 이슈 성격에 상관없이 ‘여론조사, 공청회’(FTA: 41.3%, 예산: 35.9%, 해외파병: 40.3%) 

방식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참여의 비율만을 살

펴보았을 때, 예산과 같은 전문성 이슈보다 FTA 체결이나 해외파병 문제와 같은 이해관계 

이슈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FTA: 17%, 해외파병: 20%, 예산: 14.2%).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이슈별로 선호하는 정책결정 방식이 확연히 구분된다. ‘시의 예산

편성’과 같은 전문성 이슈일 경우에는 ‘지방정부나 의회와 같은 제도권이 주도적으로 결

정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34.1%). 이에 반하여 ‘쓰레기 매립장,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 설치 선정’과 같은 이해관계 이슈일 경우는 ‘지역주민투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

았다(39.4%).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책결정은 중앙정부보다 이해관계적인 특징을 많이 지

니고 있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권 및 지역경제가 매우 민감

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버넌스 층위별로 다른 정책결정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표출되고 있는 ‘제도 불신’과의 관계에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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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기 위하여 필자는 신뢰도를 조사하였는데, 정당, 국회가 2.72점으로 가장 낮은 신뢰

를, 지방자치단체 3.37점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여준다. 더욱이 대의를 선호하는 집단과 

직접참여를 선호하는 집단 간의 제도신뢰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제도에 대한 신

뢰가 높을수록 대의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3>. 대의선호 평균=3.77점, 직접

참여 평균=3.08, df=404, p=.000). 이러한 결과는 시민이 참여지향적 정책결정 방식을 점점 

선호하게 되는 원인으로 ‘제도불신’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수준에서 이슈별 선호 정책결정 방식은 특성에 관계없이 주민의 

직접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이슈로 ‘아파트 관리비 편성 문제’를, 이해

관계 이슈로 ‘아파트, 동네 조경이나 도색 결정 문제’를 질문한 결과, 모두 ‘전체 주민총회’

를 꼽았다(예산: 41.2%, 조경·도색: 39%). 이에 반하여 아파트나 동네의 대표로 구성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예산: 8.6%, 조경·

도색: 5.2%).

2. 누가 참여를 원하는가?

이 연구문제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2차 표본추출이 필요하다. 연구에서는 전체 시민

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참여와 대의제 선호층을 별도로 추출하여 이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과 참여지수, 그리고 참여결정 요인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3)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참여 선호집단은 각 층위별 시민참여의 수준을 2개로 재구분하여 구성하였다. 대의 

선호집단은 i) 대표에게 위임 또는 ii) 의회나 해당 정부에 위임을 분류하였고, 직접참여 선

호집단은 iii) 공청회, 정책설명회 등에 시민의사 반영 또는 iv) 주민투표 또는 직접 정책결

   3) 이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본 연구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참여집단의 특성과 방식, 그리고 결
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서 층위별로 조작화한 지표

를 바탕으로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참여 선호집단’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표 3> 이슈별 정책결정 선호 집단별 지방자치단체 신뢰도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t값 df 유의확률

대의선호 173 3.77 1.27
5.341  404  .000 (***)

직접참여선호 233 3.0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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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정 참여를 선호하는 답변을 한 이들로 구분하였다.4) 이러한 조작화와 변수재설정을 

통해서 계량화된 데이터를 정렬하여, 각각의 대의와 직접참여를 선호하는 집단은 중앙정

부(N=405명), 지방정부(N=406명), 커뮤니티(N=412명)를 추출하여 층위별 분석을 하였다.

1) 층위별 집단 간 사회경제적 특성 비교

중앙정부에서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는 교차분석

(cross-tabulation analysis)을 통해서 추출하였다.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분석

은 직접참여는 여성일수록, 40대 이하, 대학교 재학 이하에서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대의 

선호집단은 남성, 50대 이상 그리고 대졸 이상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주목할 결과는 첫째, 여성의 직접참여 경향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시위에서도 두드러졌다. 이들은 사이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와 협력의 집단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반의 시민운동의 전범을 보인 바가 

있다. 당시 촛불시위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종 집회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소울드레서>와 <마이클럽>, <82 cook>, <화장~발>, <쌍코> 등의 인터넷 기반 커뮤니티들

의 적극적인 집단행동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송경재 2011).5)

둘째, 연령변인은 낮을수록 참여지향적임은 예측이 되었지만, 학력변인은 여러 해석이 

   4) 당초 설문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 또는 토론에 관한 답변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 문항은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참여 선호집단을 구분하는 데서 배제하고 양 극단의 집단을 추
출하였다. 

   5) 이러한 사이버 커뮤니티, 특히 여성 사이버 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윤성이 외(2008)의 연구와 
윤성이·장우영(2008)의 연구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표 4>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사회경제 변인 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성별 22.564 .000 (***) 채택 - 여성 직접참여 선호

연령별 64.095 .000 (***) 채택 - 40대 이하 직접참여 선호

학력별 19.167 .004 (**) 채택
- 대졸 이상 대의선호(63%)
- 대재 이하 직접참여 선호

소득별 7.167 .412 기각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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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대졸 이상 고학력층이 대의 선호집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고학력일수록 민

주주의에 대한 가치가 대표에게 위임하는 경향이 강하고, 직접참여는 꺼리는 경향을 보인

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엄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지만, 현 시기 고학력층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참여 유형보다는 오히려 대표에게 위임하는 경향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6)

다음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차이

를 살펴보았다(<표 5>). 분석 결과, 중앙정부에 비하여 학력변인은 선호집단 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p=0.244). 또한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 성과 연령이 중요한 변

인임을 알 수 있다. 중앙정부와 같이 여성일수록, 그리고 40대 이하일수록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참여집단임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수준에서 선호집단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표 6>).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커뮤니티 수준은 층위의 가장 하위로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되

는 이슈가 많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성과 연령, 소득에서 대의나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다시 설명할 것이지만, 중앙정부에서의 참여보다는 커뮤

니티에서의 참여가 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다만 학력별 차

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p=0.030) 그것도 이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

다.7)

   6) 이에 대한 해석은 좀 더 보완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학력층이 민주주의의 
학습효과 또는 공동체의 학습효과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대의 선호집단에 포함

되어 있다는 것은 이들의 의식과 행태에 대한 세밀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영역이다. 
   7) 첫째, 학력 간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해서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것

은 대졸이상 학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고졸과 대재학생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견되었다. 대졸

이상 중에서 대의 선호집단은 57.9%였고, 직접참여 선호집단은 54.4%로 앞서 살펴 본 중앙정부 

<표 5>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사회경제 변인 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6.002
22.935
7.919
6.071

.014 (*)
.000 (***)

.244 

.531

채택

채택

기각

기각

- 여성 직접참여 선호

- 40대 이하 직접참여 선호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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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위별 집단 간 디지털적 특성 비교

논의를 좀 더 발전시켜 층위별 집단 간 ICTs 특성이 대의선호와 직접참여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검증은 정보사회의 중요한 도구인 스마

트폰과 SNS 사용이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기술적 도구와 별

반 차이가 없는지에 대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른바 ICTs 참여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직접참여를 

선호하는 집단에서 강하게 발견된다. 이는 SNS 사용자 집단에서 더욱 강한 통계적인 유의

미성이 발견된다(p=0.000). 해석하면, 중앙정부의 직접참여 선호집단은 스마트폰과 SNS

를 활발하게 사용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반대로 스마트폰과 SNS를 사용하지 않을수록 

대의제를 선호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요컨대, 윤성이 외(2010)의 컨버전스 세대

(convergency generation)의 등장에 관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ICTs 디바이스(devices)

와 서비스의 이용은 시민들의 참여채널을 확대하고 다양한 정치적 표현을 확대할 수 있다

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이 이번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층위에서의 집단 간 차이인 63.0%와 47.9%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중앙정부 층위보다 학력 차이에 의한 대의와 직접참여 간의 유의미성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커
뮤니티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이유는 또 다른 곳에서 발견된다. 그것은 커뮤

니티에서 대의 선호집단은 전체 420명 중에서 불과 19명에 불과하고 직접참여 선호집단이 401
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통계적인 해석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는 교차분석이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정하기 위한 분석도구임을 감안할 때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시민들의 가치정

향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게 직접적이고 참여지향적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표 6> 커뮤니티 의사결정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사회경제 변인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성별

연령별

학력별

소득별

0.016
5.122
13.938

6.907

.899

.401
.030 (*) 

.439

기각

기각

채택

기각

 
 
- 고졸과 대학재학자 직접참여 선호

- 대졸자는 큰 차이 없어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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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ICTs 정도에 따른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의 차이

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집단 간의 평균차이 분석인 t-test에서도 의미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한국의 ICTs에 익숙한 이들이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많은 관심

을 가진 것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수준의 의사결정이

나 정책결정이 아직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 닿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정

보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이나 SNS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

꼈을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한국의 스마트폰과 SNS는 상당 부분 중앙정치 

및 정책의제 편향성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8)

   8) 이러한 결과는 SNS 헤비유저(SNS heavy user)와 라이트유저(light user) 간의 민주주의 인식에

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두 집단 간의 독립표본 t-test를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SNS 헤비유저가 심의적이고 참여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요컨대, SNS 헤비유저가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담론을 이야기할 때,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됨을 감안하면 이 집
단의 인식이 대의 선호보다는 참여지향적이고 심의를 추구하거나,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는 것
으로 증명될 수 있다. 

<표 7>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디지털 효과비교

층위 항목 유의확률 해석

중앙정부

스마트폰

(2=사용한다)
.002 (**) - 사용자 집단이 직접참여 선호

SNS
(2=heavy user)

.000 (***) - 사용자 집단이 직접참여 선호

지방정부

스마트폰

(2=사용한다)
.579 - t-test 분석에서도 통계적 차이 없음

SNS
(2=heavy user)

.369 - t-test 분석에서도 통계적 차이 없음

커뮤니티

스마트폰

(2=사용한다)
.427 - t-test 분석에서도 통계적 차이 없음

SNS
(2=heavy user)

.245 - t-test 분석에서도 통계적 차이 없음

* < 0.5, ** < 0.01, *** < 0.001



   정보사회 참여지향적 시민과 거버넌스   143

3. 왜 참여를 원하나? : 참여의 결정요인

이 절에서는 참여지향적 시민이 왜 참여를 원하는가를 분석하도록 한다. 분석을 위해서 

정치신뢰, 호혜성의 규범,9) 정치 효능감,10) 이념 등의 변인을 투입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째, 중앙정부에서 왜 참여를 원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는 설정한 6개 

변인 중에서 타인신뢰 변인을 제외하고 모두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

이가 발견되었다(<표 9>). 유일하게 타인신뢰만이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0.173).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첫째, 이념변인은 매우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p<0.001). 선호하는 참여방식에 따라 두 집단은 현저한 이념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념

적으로 보수인 사람들은 대의를 선호하지만, 진보인 사람들은 직접참여를 선호하고 있다

(p<0.001).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은 중앙정부 정책참여를 평가할 때 실효성과 사실관계, 그

리고 실현 가능성도 고려하지만 중요한 변인은 이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적인 정책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변인, 이념변인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부신뢰 역시 낮을수록 직접참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는 정

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가져왔다는 논의와 유사하다. 이에 대해서 나

이(1997)는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를 정부 자체의 불신보다는 정책 불신이 더욱 크

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유추해보면, 시민들은 정부신뢰가 낮기 때문에 주요한 중앙정

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국 자신들의 대표자에게 위임하기 보다는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표 8> SNS 사용강도에 따른 선호하는 민주주의 유형

 구분 N 평균 t 값 유의확률

바람직한 
민주주의

SNS 라이트유저 477 2.0252
-2.602

0.009
(**)SNS 헤비유저 575 2.1009

   9) 호혜성의 규범은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충돌했을 경우 어느 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

십니까?” 를 질문하였다. 
10) 정치효능감은 참여를 통한 만족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이슈가 복잡하므로 정부나 정책에 

맡겨두는 것이 낫다.”라는 질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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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시민단체 신뢰는 강할수록 직접참여를 선호하였다(p<0.05). 이는 정부불신과 결

부되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알려준다. 한편, 정부신

뢰가 낮고, 시민단체 신뢰가 높을수록 직접적인 참여지향성을 보인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

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시민단체가 항상 정부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 또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토

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정책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Kooiman 2003). 

넷째, 호혜성의 규범과 정치 효능감 역시 마찬가지이다. 두 변인은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분명한 흐름이 감지된다. 즉 직접참여 선호집단은 공동체적인 이익을 추

구하고(p<0.05). 정부나 정치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p<0.001). 이는 정부

불신의 결과일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정치효능감이다. 직접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변

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중앙정부에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차이는 중앙정부의 그

것과 완연한 차이가 있다(<표 10>).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념변인(p=0.256)과 타인

신뢰(p=0.787)는 기각되었다. 퍼트남(2000)의 지적대로 타인신뢰는 일반화된 신뢰이자 협

력의 토대가 되는 것이지 첨예한 이익과 갈등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념변인은 중앙정부와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추가 해석이 필

요하다. 다음에 분석할 커뮤니티 수준에서도 나타나지만, 시민들은 중앙정부에 비하여 지

방정부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념이 중요한 변인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시민의 관심이 중앙정치에 과도하게 경도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표 9>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의식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이념

중앙정부신뢰

시민단체 신뢰

타인신뢰

호혜성의 규범

정치 효능감

58.303

124.547
15.447
9.013

16.606
56.659

.000 (***)

.000 (***)
.017 (*)

.173
.011 (*)

.000 (***)

채택

채택

채택

기각

채택

채택

- 보수: 대의 선호

- 진보: 직접참여 선호

- 정부신뢰 낮을수록 직접 참여 선호

- 시민단체 신뢰도 강할수록 직접참여 선호

 
- 공동체 이익을 우선할수록 직접참여 선호

-   정부, 정치인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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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앙정치가 주로 국가적인 의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념적 편향이 나타났지만, 지방정부

나 커뮤니티 수준은 이념보다는 견해의 차이 또는 정책결정의 선호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

일 수도 있다. 

둘째, 지방정부에 관한 신뢰변인은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참여지향성이 높

아진다(p<0.001).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시민들은 직접 참여

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한 차원에서 앞으로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지

방정부 신뢰가 하락할 경우 중앙정부와 같이 직접참여 선호가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그

리고 최근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책 관련 주민투표가 비록 33.3%가 미달해서 성사

되지는 않았지만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11) 

셋째, 호혜성의 규범(p<0.01).과 정치 효능감(p<0.001)은 중앙정부와 동일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두 변인 모두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지

방정부에서도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정치,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접적인 참여 의

사를 표현하는 이들이 더욱 적극적인 참여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의 의사결정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시민의식 차

원에서 분석하였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커뮤니티 의사결정에서는 아직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11>). 

왜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참여의 결정요인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일까? 이는 역시, 앞서 

지적한 커뮤니티 수준의 직접참여 선호집단의 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미성을 

11) 이러한 현상은 점차 확대될 소지도 강하다. 실제 2011년 상반기에는 서울시의 주민투표가 실시

되었고, 하반기에는 과천시에서 주민투표가 발의되었다. 

<표 10> 지방정부 정책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의식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이념

지방정부 신뢰

시민단체 신뢰

타인신뢰

호혜성의 규범

정치 효능감

2.725
29.453
3.173
5.868

17.844
29.464

.256
.000 (***)

.787

.438
.007 (**)
.000 (***)

기각

채택

기각

기각

채택

채택

 
- 지방정부 신뢰 약할수록 직접참여 선호

 
 
- 공동체이익 우선할수록 직접참여 선호

-   정부, 정치인에게 위임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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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참여의 제도화 측면을 고려한다면, 다른 해

석도 가능하다. 교차분석에서 유의미한 χ²값이 도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커뮤니티 수준에

서는 대의를 하기 위한 체계가 부족하고 직접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사이버 

커뮤니티는 대표를 선출하고 총무와 임원진이 구성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문제가 발생하

면 탄핵이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있다. 정상적인 정치과정의 그것과는 절차의 비

용과 거래비용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송경재(2008)의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이 확인된다. 커뮤니티 수준에서는 규모가 작고 이해관계가 직접적이기 때문에 

시민들은 대표에 위임하기보다는 의견을 직접 제출하여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이 필

요하다. 그 이유는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행위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그

것과 차별성이 있고 낮은 거래비용만으로 수정과 재결정 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정치적 함의

본 연구는 대의민주주의 위기 조건에서 정보사회의 진입이 거버넌스에 어떤 영향을 주

는지에 관한 실증 연구이다. 필자는 정보사회의 거버넌스 모델을 참여지향적인 시민이 등

장함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수준과, 주요 이슈별로 계층화된 혼합형 거버

넌스 모델로 제시했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조사대상 시민들은 층위별·이슈별 참여지수가 다르게 나

타났다. 연구에서는 지방참여지수(2.4168점) < 중앙참여지수(2.5120점) < 커뮤니티참여지

수(2.9458점)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각각의 지역 규모에 따라 참여를 결정하는 다른 요

<표 11> 커뮤니티 의사결정에 대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 의식비교

구분 Chi-square (χ²) 유의확률 평가 해석

이념

시민단체 신뢰

타인신뢰

호혜성의 규범

정치 효능감

2.873
3.369
1.359
5.926
5.051

.238

.761

.968

.431

.537

기각

기각

기각

기각

기각

- t-test 분석에서도 통계적 차이 없음

″

″

″

″

* < 0.5, ** < 0.01, ***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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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중앙정부 정책에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사회경제 변인과 디지털, 정치의식 변인은 여성일수록(p<0.001), 40대 이하(p<0.001), 대학

교 재학 이하 일수록(p<0.01), 스마트폰(p<0.01)과 SNS(p<0.001)를 많이 사용할수록, 진보

적일수록(p<0.001), 정부 신뢰가 낮을수록(p<0.001), 시민단체 신뢰가 강할수록(p<0.05), 

공동체 이익을 선호할수록(p<0.05), 정치효능감이 강할수록(p<0.001) 직접정치 참여지향

성을 가진다. 셋째,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 대의와 직접참여 선호집단 간의 차이는 여성일

수록(p<0.05), 40대 이하(p<0.001), 지방정부 신뢰가 약할수록(p<0.001), 공동체 이익을 선

호할수록(p<0.05), 정치효능감이 강할수록(p<0.001) 직접정치 참여적이다. 그리고 커뮤니

티 의사결정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는 고졸과 대학 재학자일수록(p<0.05) 직접 참여적이

다. 다만 커뮤니티 의사결정에서는 97.57%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지향성을 가지기 때

문에 통계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정보사회 시민들은 층위별·이슈별로 선호하는 정책결정의 거버넌스 방

식이 다르다는 실증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커뮤니티 수준에 가까울수록, 이해관계

가 높은 이슈일수록, 제도불신이 높을수록, 참여지향적 정책결정 방식을 선호한다. 그리

고 거버넌스 층위별로 정책결정 모델은 첫째, 시민들은 중앙정부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

서는 ‘대의-숙의형 모델’을 선호한다. 중앙정부 수준에서 다뤄지는 이슈들은 복잡하고, 전

문적이다. 이러한 이슈에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작게는 시민, 크게는 국제사회까지 광범

위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결정방식 또한 어느 한 편의 이익을 위하기보다 숙의

(deliberation)와 조정(steering)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환경

에서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통한 시민의사 수렴’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시민참여 수준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들은 지방정부 수준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이슈별 

전환형 모델’을 선호한다. 중앙정부 수준과 달리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책결정 방식의 선

호에 있어서 전문적인 이슈는 제도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해관계 이슈는 지

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자 경향이 강하다. 양자 사이의 구분이 명확한 이유는 지역기반시

설 유치나 기피시설 선정 등과 같은 이슈들이 지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 셋째, 커뮤니티 수준에서 시민들은 ‘참여-숙의형 모델’과 친화적이다. 커뮤니티 수준

은 다른 거버넌스 층위와 달리 참여지향적인 정책결정 방식의 선호가 강하다. 여기에 더해 

인터넷은 커뮤니티수준에서 참여비용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공동주택관

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과 같은 아파트 관리비 공개사이트 등은 커뮤니티수준에

서의 참여-숙의형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 접근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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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지만 첫째, 현 단계 한국에서도 거버넌스는 다양하게 구축할 필

요가 있다. 쿠이만(2003)의 지적대로 상호작용성 속에서 이슈와 층위에 따라 유연하게 형

성되는 거버넌스를 정형화한다면 이슈별·이해관계별로 참여와 대의의 수준이 다르게 나

타났다. 즉, 정보사회의 다양한 참여도구로 인하여 시민들의 참여지향성이 중앙정부, 지방

정부, 커뮤니티수준, 그리고 이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다원화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 시민들은 ICTs를 통하여 참여를 쉽게 할 수 있고. 중앙정

부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다양한 정책결정과정에 빨리 접근할 수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에서도 향후 거버넌스 유형은 단일하기 보다는 이슈와 층위에 따라 다양

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 집단의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관한 큰 관심은 향후 혼합

형 거버넌스에서 SNS의 정책적 할용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임을 확인하여 준다. 중앙정부 

정책결정에서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 집단은 강력한 참여의 무기를 활용하여 정부정책

을 비판하거나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일부 부정적 문제도 있지만 SNS와 스마트폰 

사용자 집단의 공동체 의식과 직접참여 지향성을 잘 활용한다면 또 다른 시민참여 정책참

여모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맨체스터시는 한 소녀의 살인사건 이후 

페이스북(Facebook.com)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범죄감시 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침해 논란도 있지만 미국의 각주와 카운티에서도 구글 어스(google earth)를 활용하여 

스마트폰과 SNS로 실시간 성범죄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Fraser and Dutta 2008).

셋째, 이념변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념은 정부신뢰와 함께 중요한 참여결정 요인 

중의 하나이다. 주목되는 것은 중앙정부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이념변인과 지방정부

와 커뮤니티 간의 차이이다. 중앙정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이념에 관한 경도성이 강하지

만, 지방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는 직접참여 집단이 이념적으로 진보성향이기 때문만은 아

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준다. 지방정부 정책결정에서는 이념에 따른 대의 선호집단과 직접

정치 선호집단 간의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12)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직접참여 경향이 강하다는 

것은 거버넌스에 있어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여성의 직접참

여경향이 높다는 것은 추후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또는 직접참여 선호집단의 성장으로 

12) 이러한 차이는 한국 정치가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화되어 이슈와 정책이 중앙정책에 매몰되어 
보수나 진보 진영에서 지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때문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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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예는 이미 2008년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여성 

사이버 커뮤니티의 활동에서 드러난 바다(윤성이 외 2008). 그리고 여성이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에서 대의보다는 직접참여 지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t=-4.876, p<0.001). 이 원

인에 대해서는 보완적인 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지만 혼합형 거버넌스에서 여성의 제

도적 참여와 이들의 대표성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적 틀도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13)

다섯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정부는 시민을 단일한 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다층

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으로 보고 층위에 따라, 그리고 이슈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

결정참여의 채널, 즉 ‘혼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논

의되고 있는 복잡한 사회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나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와 같은 심의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

다. 또 bottom-up 방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커뮤니티 수준의 노력을 중앙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직접참여 지향성을 가진 집단의 에너지를 체제내적으로 융화시키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논문을 마치기에 앞서 본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는 정보사회 한국

의 혼합형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계량적으로 도출한 것이다. 때문에 선행 사례연구에서 발

견된 층위적 형태의 거버넌스 연구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증명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계량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세부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커뮤니티 수준의 거버

넌스의 유형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미흡한 감이 있다. 따라서 구체화된 거버넌스의 유형과 

방식에 대한 보완적인 사례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이

념변인과 성별참여의 차이에 대한 보완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중

앙, 지방, 커뮤니티 수준과 이슈의 성격에 따른 거버넌스 모색이었으나 연구의 과정에서 새

13) 중앙정부 층위에서의 성별 대의와 직접참여에 관한 독립표본 t-test 분석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성별 중앙정부에서의 대의/참여 선호방식

 구분 N 평균 t 값 유의확률

중앙정부

선호

남 198 1.6717
-4.876 0.000 (***)

여 207 1.8695

 여성의 직접참여 지향이 높은 이유는 정보사회의 정치학에서 새로운 연구주제이다(윤성이 외 
2008).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성별참여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화가 아닌 관계로 이 주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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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연구문제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심화된 연구주제로서 여성의 정치참여, 

이념적인 변인의 해석과 관련한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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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icipation-Oriented Citizens and Governance in 
Information Society: 

A Focus on the Mixed Governance Model

 Seongyi Yun | Kyung Hee University

 Kyong Jae Song | Kyung Hee University

This is an empirical study on what type of governance is desirable  at the levels of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and for what issues it is desirable, since the 

emergence of participation-oriented citizens ami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is aimed at presenting a multi-layered, flexible mixed 

governance model, which reflects the tendency of participation-oriented citizens at each 

layer of information socie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desirable democratic 

implications by exploring a new type of governance that appeared in information society 

and how this governance has been operated. 

The study was carried out by applying both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reflecting the behaviors of citizens and survey on civic consciousness. The study has 

revealed the following.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for its citizens, policy participation 

channels  that change depending on each issue by considering citizens as diverse 

individuals with multi-layered interests, rather than establishing a governance that views 

citizens as a single entity. Also,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mixed governance model” to reflect the various interests of citizens. 

Keywords: information society, governance, participation-oriented citizens, mixed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