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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협치사례교안�제작�용역

2.� 연구기간� :� 2019년� 9월19일-12월20일(3개월)

3.� 수행주체� :� 비영리경영연구소

4.� 연구진

¡ 책임연구원� :� 이명신(전체�연구�총괄,� 연구�사례분석�및� 교안작성)

¡ 연구원� :� 이은주(연구�사례분석�및�교안작성)

¡ 연구보조원� :� 최지은(연구진행�및� 관리,� 리서치,� 회의록�작성�등)

5.� 과업목적

¡ 서울시�다양한�협치�참여자들의�역량향상을�위한�교육용�사례�교안�개발

-� 기존� 사례서들에서� 보여준� 사업현황�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 이론적� 기반을� 갖춘� 분석

틀을� 수립하여� 심도있게� 사례를� 분석하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사례� 보고서와� 교수자

들이�활용할�수� 있는�티칭노트를�작성

¡ 협치의�교육현장에�다양하고�풍부한�사례들을�제공하여�협치교육의�질적향상을�도모

-� 시뮬레이션� 중심의� 가상사례가� 아닌� 검증된� 실제사례를� 제시하여� 문제를� 경험하고� 문

제를�해결할�수� 있는�능력�및� 협치의�본질을�제대로�파악할�수�있도록�함

6.� 과업내용

¡ 국내외�협치�및� 협치사례�연구에�대한�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검토

¡ 교육활용에�적합한�사례조사�및� 선정� :� 2개� 사례�선정

¡ 사례분석�및�티칭노트�분석�틀� 수립

¡ 분석사례�담당자�및�참여자들�심층인터뷰�실시

¡ 연구진과�전문가들의�사례토론회

¡ 사례별�사례분석�보고서�및� 교수자들을�위한�티칭노트�작성

7.� 추진방법과�일정

1)� 추진방법

(1)� 문헌조사방법을�통해�협치에�대한�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검토

¡ 개별사례를� 분석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기� 위해� 민주성,�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효과성�등� 협력적�거버넌스의�핵심요소들을�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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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개발된� 이론적,� 실무적� 협치� 평가지표들을� 검토하여� 협치과정과� 성과를� 분석

할�수� 있는�분석틀�개발

¡ 효과적인�티칭노트�개발을�위한�교육공학�및� 교육설계에�대한�이론적�검토

(2)� 현장자료�조사�및�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사례에�관련된�보도자료,� 관련�회의록,� 서울시/자치구�행정자료�등을�조사

¡ 선정된�사례와�관련된�담당자,� 참여자들을�중심으로�집중�인터뷰

(3)� 사례�심층�논의�및� 사례�공론화를�위한�토론회

¡ 사례에�대한� 심화된� 토론자료�제작을� 위해� 연구진과�전문가들이�함께� 토론회를� 실시

하여�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합의

¡ 티칭노트에�논의� 과정을� 기록하여�교수자들이�심층있는�토론� 진행에� 참고할� 수� 있도

록�함

2)� 주요일정

2019.5-12 사례분석�교안�제작을�위한�자문회의�구성·운영(총� 3회)

2019.9.17 계약체결

2019.9.19 연구착수

2019.9-10 문헌연구�및� 자료검토

2019.10.2 자문회의(중간보고)

2019.10-11 사례별�이해관계자�인터뷰(총� 12회)

2019.11-12 사례분석�보고서�및�티칭노트�작성

2019.12.10 사례토론회(최종보고)

2019.12.10-12.16 사례별�협치주체�의견수렴

2019.12.18 최종보고서�제출

2019.12.18 준공

Ⅱ.� 분석틀�수립을�위한�문헌검토

1.� 선행연구�

1)� 선행연구�흐름� :� 협력적�거버넌스�중심

¡ 협력적� 거버넌스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인� 의견일치를�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

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문제의� 해결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킴(Ansell�

&� Gash,�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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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주체와� 방

식� 등에� 대한� 이해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확장은�

협력적� 거버넌스가�그� 목적인� 사회문제의�해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

기�때문으로�이해됨

¡ 기존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

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지만� 크게� 2가지� 유형의�

연구로�구분

¡ 첫�번째� 유형은� 효과적인�협력적� 거버넌스의�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제도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배재현･ 이명석,� 2010;� 이명석� 외,� 2009).� 이들� 연구는� 사
회적기업의� 네트워크� 활성화� 연구와� 미국의� 재난대응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설계의�

하위요소로� 공공가치,� 다양한� 자원과� 수단� 활용,� 적절한� 파트너� 선택,� 적절한� 네트워

크� 형태� 결정,� 적절한� 네트워크의� 통합관리자� 선택� 등을� 포함하고� 있고,� 관리의� 하

위요소로는� 의사소통채널�구축,� 업무� 조정,� 관계� 구축,� 책무성� 확보� 등으로� 구분하여�

정부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 또한� Sullivan� &� Skelcher(2002)는� 효과적인� 협력적

인� 거버넌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및� 상황인식,� 다양한� 조직간� 차이� 및�

역량인식,� 효율적인� 의사소통,� 적절한� 참여자� 선정� 및� 연결,� 갈등해결,� 위험부담,� 창

의적인� 문제해결� 방안� 강구� 및� 자기관리�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주장(이명석� 외,�

2009).

¡ 두� 번째� 유형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를� 들� 수�

있음.� Ansell&Gash(2008)는� 미국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구축에� 대한� 137개의� 사례

를� 분석하여�협력적� 거버넌스에�영향을� 미치는� 성공적� 요인을� 중심으로�협력적� 거버

넌스의� 모형을� 제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인�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적� 요인으로� 선행� 조건,� 제도적� 설계,� 리더십� 요인을� 들고� 있음(주재복,� 2011).� 협

력과정의� 구성� 요소로� 대면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거버넌스� 과정에의� 몰입,� 이

해의� 공유,� 그리고� 중간단계의� 성과� 점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협력적� 행

동이라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선행조건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하고� 있음.� 즉,� 참여자간� 권력의� 균형,� 자원,�

정보의� 비대칭의� 존재하거나� 갈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거

버넌스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된다는� 것(주재복,� 2011).� 마지막으로� 참여의� 포괄성,�

협의체의� 독점성,� 명확한� 운영규칙,�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된� 제도적� 설계와� 촉진적�

리더십이�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주재복,� 2011).� Politt(2003)는� 각� 행위자

들의�협력의� 유용성에�대한� 공감이� 협력유인이나�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협력

적� 거버넌스의� 초기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음(오철호･고숙희,� 2012).� 한편,� Bryson�
et� al.(2006)은� 초기동의,� 리더십,� 정당성획득,� 신뢰형성,� 갈등관리,� 명료한� 계획을�

협력과정의�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고,� Innes� &� Booher(2003)는� 진실한� 대화,� 상호

성,� 연결관계,� 학습,� 창조성� 등� 협력과정에서�협력적�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으로�제시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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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선행연구들의�협치�분석요소

김의영

(2011)

지역사회

혁신계획

신상준�

외(2015)

Ansell&�

Gash

(2008)

김동영�

(2014)

OECD�

10계명

1.구조적� 환경적�

요인

-지역의�규모

-이슈의�성격

-정치적� 기회구

조

-경제적�상황

2.거버넌스�역량�

-주민사회의� 사

회적자본

-지방정부의� 제

도적�자본

-지역사회의� 개

혁적�역량

� :� 개혁적� 시민

사회�존재�유무

3.� 거버넌스� 목

표

-민주성:� 참여성,�

분권화,�책임성

-효율성:� 관료제

나�시장기제보다�

-효과성:� 현안�

해결�외�다른�효

과� �

4.� 정책/제도/전

략

<주민>

-주민들의� 자치

적�역할

-대항력의�역할

<정부>

-규제적�개입

-후원적/협력적�

개입� �

1.의제�특성

-지역사회에� 충

분한� 공감대가�

형성된�과제

-가시적이고� 분

명한� 성과를� 내

는�과제�

-민간과� 행정의�

역할분담이� 명확

한�과제�

2.추진조직�특성�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의견을�

조율조정하는� 컨

트롤타워�존재�

-전담조직�

3.거버넌스�역량

<행정� 역량(개방

성,적극성)>

-구청장의� 강한�

실행�의지

-협치친화적� 공

무원�존재� �

<민간� 역량(실행

력,전문성)>

-전문성과� 실행

력� 갖춘� 민간주

체�존재�

-주민�조직화

�

1.초기조건

-영향력의� 불균

형

-인센티브

-협력의� 선례� 여

부

2.협력적거버넌

스�과정

-심층적� 의사소

통

-신뢰형성

-합의지향적자세

-공동이해와� 목

표�

1.초기조건

-권력-자원-지식

의�불균형(a)

-협력이나� 갈등

의� 선례(초기� 신

뢰�수준)(b)

-참여의� 제약과�

인 센 티 브

(<=a+b)

2.협력과정

-면대면� 대화:�

선의의�협상

-신뢰-형성

-과정에� 헌신:�

상호의존성에� 대

한� 상호� 인정,�

과정에� 대한� 공

동소유,� 상호� 이

익�탐색의� �개방

성�

-공유된� 이해:�

분명한� 미션,� 공

동� 문제� 정의,�

공동�가치�식별

-중간� 성과:� 작

은성과,� 전략적�

계획,� 조인트� 팩

트�찾기

3.성과

4.상황적/맥락적

요인

-제도� 디자인:참

여의� 포괄성,� 분

명한� 기반규칙,�

1.�프로세스�밖

-제도적� 장치와�

맥락

-연대기반의� 대

항�연합�

2.� 프로세스� 경

계�

-사전협상을� 통

해� 확립된� 프로

세스� 구조와� 디

자인:협력적� 거

버넌스� 구조에서�

생성된�권력

3.�프로세스�안

-개인� 역량:� 인

지적,분석적� 능

력�

*필요요소들:� 이

성,�문제해결,�포

괄적인� 공통이익

발견,� 상호인정

과� 상호감사� 장

려,�로컬수준,�숙

의역량,� 문제해

결협상력

1.리더십의� 결단

력

2.시민의� 정보취

득,�정책논의,�참

여권한�인정�

3.주관부서의� 독

립화

4.목표와� 한계�

초기� 설정(지나

친� 기대감� 피하

기)

5.정책논의와� 참

여는� 정책형성�

초기부터(가능한�

일찍� 시간표� 작

성)

6.공평한� 참여기

회� 보장(기준제

시)

7.재정적,인적,기

술적� 지원보장

(협치� 가치� 우선

순위)

8.정책조정� 및�

조율(조정기능강

화,� 네트워킹� 확

대,�혁신)

9.정치적� 책무

(책임과�업무)

10.평가(시민참

여적� 평가,적정

한�평가방식)

11.적극적� 시민

(시민교육에� 투

자,시민사회� 역

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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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협치사례�연구

1)� 국내�협치사례�연구�흐름

¡ 국내� 2000년-현재까지� 민관협치를� 다룬� 사례� 연구들은� 많지� 않으며,� 한국적� 혹은�

지역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론적� 틀을� 스스로� 개발한� 연구는� 없고� 해외에서� 개발된�

이론적�분석틀을�기반으로�국내�사례를�적용한�연구들이�대부분임

¡ 서울시의� 협치사례를� 다룬� 연구로는�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를� 다룬� 정용찬·하윤

상(2019),� 참여예산제,� 원전하나� 줄이기,� 마을공동체� 정책사례를� 다룬� 라미경

(2017),� 성북문화재단�공유원탁회의와�신림예술창작소�작은따옴표�사례를�다룬� 안지

언·김보름(2018),� 길음동� 소리마을�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다룬� 최문형·김인제·정문

기(2015),� 양재천� 하천복원사업을� 다룬� 이시경(2013)과� 이현정(2018)� 등의� 연구가�

있음

과정의� 투명성,�

포럼의�배타성�

-촉진� 리더십:(권

한부여�포함)

-우수지협협치사

례�성공�요소�분

석�

-협력적거버넌스�

성공요인� 및� 과

정분석:인천� 주

민참여예산제도�

조례� 개정� 사례

(C.Hampden-T

urner�분석틀�참

조)

협력적거버넌스

에서� 대항력의�

원천과�형태들�

연구자 논문제목 협치사례 연구방법

권찬호(2010)
지방정부간의� 글로벌�

거버넌스�연구

노던포럼(Nor thern�

Forum)� 사례

김도희ㆍ하상근
(2013)

울산광역시�남구�

민관협력거버넌스의�

추진실태분석에�따른�

성공요인과�정책적�

효과분석

지역재생을�위한� ‘지붕�

없는� 미술관’신화마을�

조성사업

종속변수는� 신화마을� 조성

사업의� 결과로써� 기대되는�

사업추진효과�및�성과�

독립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관련해서� 사업요인,� 사업대

상�집단요인,� 사업담당�기관

요인� 3가지로�구분

김병옥ㆍ최은수
(2018)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의�협력적�

거버넌스�구축을�위한�

국내･외�사례연구

광명시의�

평생학습네트워크와�

호주의� CommUnity+

네트워크



- 9 -

라미경(2017)

민관협치를�바탕으로�

한�시민정치:� 서울시�

사례를�중심으로

참여예산제,� 원전하나�

줄이기,� 마을공동체�

정책사례

거버넌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민관협치를� 바탕으

로�한�시민정치�역할을�탐색

민은주(2018)

환경문제에�있어� ‘협의

회�거버넌스’의�의사결

정�실험사례�연구

기장해수담수� 협의회�

및� 낙동강상류환경협력

회의

오트윈렌(Renn2005;200

8;2009)‘포괄적인�

위험거버넌스(inclusive�

risk� governance)

신상준ㆍ이숙종
ㆍC.햄든-터너
(2015)

협력적�거버넌스의�

성공요인�및�과정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조례�

개정

Ansell� and�

Gash(2008)의� 모형

안지언ㆍ�
김보름(2018)

문화적�도시재생으로�

협력적�거버넌스의�

가치와�인식에�대한�

질적연구

성북문화재단�

공유원탁회의와�

신림예술창작소�

작은따옴표�사례

한창묵(2017)협력적�

거버넌스의�모델

오수길ㆍ이춘열
,�

권명애ㆍ조충철
,�

이은주ㆍ이용환
(2017)

주민자치와�

로컬거버넌스사례연구
고양시�자치도시�관련

이론적인� 틀을� 중심으로�

연역적인� 접근으로�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사례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로

컬� 거버넌스� 현황을� 발견,�

분석

이시경(2013)
도시하천�살리기�

거버넌스의�특성비교

온천천과�양재천의�

사례

Driessen외(2012)의� 연구의�

기본적� 시각을� 토대로� 김창

수(2007)와� 배재현(2010)의�

연구결과� 반영하여� 거버넌스

의� 특성을� 행위자,� 제도,� 구

조� 3가지로�구분

이현정(2018)

생태하천복원사업�

네트워크�거버넌스�

구조의�동태적�변화�

비교

양재천과�홍제천�사례
Provan� &� Kenis(2008)� 네

트워크�거버넌스�구조모형�

임화진ㆍ임상연
ㆍ김종수
(2015)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

한�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에�관한�연구

일본�기치조지�및�

시모키타자와�사례

Ansell� and�

Gash(2007)의� 모형

정용찬ㆍ하윤상
(2019)

시민주도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운영에� 관

한�연구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사례
Ostrom의� 제도분석틀

조승현ㆍ� �
강윤철ㆍ김경모
(2007)

협력적�

로컬거버넌스의�형성�

요인에�관한�연구

전주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

행위자들� 각각의� 이해관계

를� 갖고� 상호작용하는� 가

운데� 갈등표출단계에서부

터� 합의형성에� 이르는과정

을� 선행연구로부터� 도출된�

정보교환� 및� 결합의� 장,�

중립적인중재자,� NGO의�

능력,� 동등한� 참여자격� 부

여,� 신뢰라는� 분석변수를�

사용해�분석

조윤정ㆍ정진화
ㆍ남미자ㆍ이규

대
(2015)

협력적� 거버넌스� 형성

에� 관한� 질적� 사례� 연

구

A고등학교�사례

협력적거버넌스�형성에�

영향을�주는� 요인으로�

네트워크,리더십,�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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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협치서울의� 성과를� 알리기� 위해� 직접� 제작한� 교재� 및� 사례서들도� 있음.�

사례서는� 사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

로�협치의�과정을�이론적으로�분석한�것은�아님�

근거,� 행위자�간의�

상호신뢰�

관계추출(강황선,2003;서

순탁·민보경,2005;신현석·

정용주,2014)

채종헌(2012)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

공요인에�관한�연구

태화강�수질사업�사례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

을�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인�

근거이론에�따라�도출

최문형,�
김인제,�

정문기(2015)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의�협력적�거버넌스

길음동�소리마을�

주민참여형�재생사업

Ansell� and�

Gash(2007)의� 모형

현근ㆍ�
전영상(2008)

중앙정부의�

지역개발정책에서�

기인된�협력적�로컬�

거버넌스의�형성사례�

비교분석

광명시� 광명역활성화운

동� 사례와� 충주시� 공

공기관�유치운동�사례

로컬거버넌스에� 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협력적�

로컬거버넌스� 형성의� 주요

변수로� 행위주체,� 상호작

용,� 지방자치단체,� 제도적

기반을� 선정하여� 분석틀�

구성

하정봉(2008)
일본� 지방자치단체� 환

경거버넌스�사례연구

교토시(京都市)� 지구온

난화�방지대책

교토시� 개요� 및� 지역특성�

살펴본후� 정책과정� 검토,�

정책과정은� 결정·계획과정·

집행과정으로� 나누어� 분석

하고� 각� 과정에서� 행위자�

및� 상호작용�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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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주요�내용

[협치서울�기본교재]� 참여에서�권한으로

◦�문제제기

◦�협치의�원리와�범위

◦�협치의�발전�단계와�전환

◦�서울시정과�협치

◦�협치서울�추진�전략과�체계

◦�협치서울�추진�과제�등

[협치서울�사례서� vol.1]�

모이고�논의하고�결정하는�마을계획�비법전수

◦� 몇� 십년� 간� 다른� 언어를� 쓰던� 민과� 관이� 만나� 하나

의�목표를�이루려�할�때,� 어떻게� 서로를�이해할�수�있

을까?� ‘마을계획’�사례를�통해�알아본�동�단위�협치

[협치서울�사례서� vol.2]�

시민�참여는�늘리고,� 원전�하나는�줄이는�그물망�협치�

비법전수

◦� 대단위� 도시� 서울에서� 협치가� 가능할까?� 거대한� 에

너지� 문제를� 어떻게� 민과� 관이� 함께� 풀� 수� 있었을

까?� ‘원전� 하나� 줄이기’� 사례를� 통해� 알아본� 광역의�

협치

[협치서울�사례서� vol.3]�

민관이�함께�만드는�지역사회혁신계획,� 내일을�바꾸는�

지역협치�비법전수

◦�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 과정을�

협치라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사례를� 통해� 알아본�

자치구의�협치

[협치서울�사례서� vol.4]

내일보다�절실한�오늘을�위한�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낯선�문제,� 낯선�시도

◦�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직접�

당사자로� 등장하고� 연결된� 네트워크� ‘서울청년정책네트

워크’�사례를�통해�알아본�당사자�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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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의민주주의�모델링�해외사례

*숙의�민주주의,� 시카고�스타일� :� 풀뿌리�거버넌스�치안�및�공공�교육(Fung,� 2003)�

�

공립학교와�경찰청�개혁

시카고공립학교(CPS)� 개혁

¡ 시카고공립학교(CPS)는� 약� 540개의�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로� 구성,� 1988년� 자체� 선

출된�지역학교협의회(LSC)에� 의해�통제함

¡ 지역학교협의회(LSC)는� 2년마다� 선출됨.� 학부모6명,� 지역사회대표2명,� 교사2명,� 학

교교장,� 추가투표권이�없는�학생으로�구성

¡ 시카고�교육청의�교육청� 사무실과�시본부는�지역학교협의회(LSC)� 회원� 및� 기타�사람

들을� 교장� 선발,� 학교� 예산� 책정,� 교과� 과정� 설계� 및� 전략� 계획과� 같은� 방법으로� 교

육함으로써�개별�학교의�관리�및�개선�노력을�지원함�

¡ 학교�전체의� 성과를� 모니터링한�다음�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우수한� 교육

성과를�내는데�개별�학교에�대한�책임을�부여

¡ 위원회는�시험점수,� 전학생통계,� 자금수준,� 출석률�및� 졸업률�등�학교운영�알림�

¡ 실적이� 저조한� 학교는� 학교계획� 또는� 직원의� 하위� 수준� 요소를� 수정하기� 위한� 정밀

한�조사,� 적극적인�개입�등� 징계�메커니즘�적용

시카고경찰국(CPD)� 개혁

¡ 시카고경찰국(CPD)� 개혁은� 문제� 해결� 노력이� 시민의� 깊은� 참여에� 가장� 효과적이라

고�가정

¡ 경찰-주민� 파트너십은� 경찰이� 혼자� 행동하는� 것� 보다� 중요한� 문제를� 더� 잘� 식별하고�

행동함-소수의� 공공� 안전� 및� 경찰� 개혁� 운동가들은� 시민들이� 경찰� 활동을� 더� 잘� 모

니터링하고�경찰의�업무�수행에�대한�책임을�질� 수� 있다고�생각함

¡ 지역학교협의회(LSC)� 개혁과� 같이�공공� 안전� 조치에� 대한� 일종의� 거버넌스를�창출하

는�독특한�형태의�커뮤니티�정책으로�제도화됨�

¡ 279건의� 경찰� 관할구역에서� 순찰� 책임자와� 상사는� 정기적으로� 주민과� 만나서� 어떤�

공공안전문제가� 가장� 긴급한� 우선순위를� 구성하는지� 파악하고,� 경찰과� 민간� 행동� 모

두를�다루는�전략을�개발함

¡ 시장사무실과� 시카고경찰국(CPD)부서는� 성공적인� 문제� 해결� 절차와� 기술에� 대해� 경

찰과� 주민� 모두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조직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노력에� 주

민참여�동원함

¡ 시카고� 지역학교협의회(LSC)와� 지역� 회의에서� 시민단체와� 공무원(교사,� 교장� 및� 경

찰관)은� 숙의과정을� 통해� 학교개선과� 같은� 광범위한� 공공목표를� 향한� 구체적인� 목표

와�수단을�설정하고�구현한다는�의미에서�자율적임

¡ 시민�사용자들에게�더� 큰� 목소리를�내고�문제�해결에�더� 많은�정보를�배포하며�구체

적인�공공�문제에�가장�가까운�사람들이�혁신하고�독창성을�활용할�수� 있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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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사례의�함의�

:� 기존의�대안에�비해�이� 개혁�전략의�효과성과�정치적�안정성을�반영

¡ 시카고� 스타일의� 커뮤니티� 정책은� 엄격하게� 전문적인� 문제� 지향적� 정책,� 강화된� 관

리주의�또는�민영화된�보안과�비교됨�

¡ 많은� 시카고� 공립� 초등학교에서� 1988년과� 1995년의� 거버넌스� 개혁은� 수십만� 명의�

시카고�어린이들에게�제공되는�학습�기회를�크게�향상시킴� �

¡ 경찰에�대한�개혁도� 1995년� 시� 전역의�지역사회�정책�프로그램이�시작된�이후로�폭

력�범죄의�수가�꾸준히�감소함�

¡ 이� 개혁은� 시카고에서,� 특히� 불우한� 이웃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시민의� 목

소리,� 영향� 및� 숙의� 채널을� 만들었고,�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카고� 주민의� 14%가�

1997년에�최소�한� 번의�지역회의에�참석

¡ 시카고학교와� 경찰개혁의� 경우� 공동체� 통제�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원래� 개혁의� 결함

에�대응하여�개발된�후�중앙�당국이�통제�조치를�재확인하면서�다시�바뀜

¡ 시카고의�경험에� 따르면� 지역� 차원에서� 실질적인�숙의� 민주주의는�중앙� 집중화와�탈

중앙화�사이의�단순한�대립을�넘어서는�언어가�필요하다는�것을�분명히�함

3.� 사례�분석틀

1)� 분석틀�모형

¡ 이론적�연구에� 기반하되�분석할� 사례의� 지역상황과�문제상황�등을� 고려하여� 최종� 분

석틀�모형을�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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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항목�및� 분석요소

Ⅲ.� 연구진행과정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소�정의

1.초기조건

권력-자원-정보(지식)

불균형

협력에서�참여자들간의�영향력�불균형을�일으킬�

수� 있는�권력과�자원,� 정보�차이�해소�여부� � �

협력�또는�갈등의�

선례

현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의� 선례와�

협력�기반�조성�여부� �

문제(과제)의�특성
해결할� 문제가� 참여자들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과제인지의�여부�

2.협력과정�

과정에�헌신
참여자들의� 필요나� 과제가� 협력과정을� 통해� 해

결되면서�상호의존성�형성�

공유된�이해
논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공

동으로�결정

중간성과
협력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될� 사업� 중간� 과정에

서�성취한�작은�성과�

3.성과�

효과성·효율성 사업의�정성적/정량적인�성과� �

영향력
사업의� 결과가�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의도하지�않은�결과
사업의� 결과가�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

정적�변화� �

4.상황적·

맥락적�요인

(제도설계)

참여의�포괄성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주체의� 다양성과� 참

여의�개방성�정도

과정의�투명성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

과�결정한�내용에�대한�공개�방식

갈등관리
참여하는�이해관계자들간의�갈등을� 조정하고�조

율하는�장치나�단위�

참여촉진
참여하는�이해관계자들의�협력과정�참여를�촉진

하는�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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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흐름도� >

1.� 사례교안제작�자문회의�구성·운영�

� � � :� 교안방향,� 분석틀,� 핵심요소,� 분석사례�논의

¡ 각종� 협치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과� 관련하여� 전문가� TF를� 구

성하여�자문회의를�총� 3회�운영함

¡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자문위원들과� 지속적� 논의기회를� 가지면서� 나온� 의견을� 연구

에�적극적으로�반영하여�진행함

일시 참석자 논의안건

‘19.5.15(수)

Ÿ 자문위원� :� 김병권,� 이명신,�

조철민,� 오현순,� 이은주

Ÿ 공무원� :� 이병국,� 박정현

Ÿ 협치사례분석교안�제작�방안

‘19.7.4(목)

Ÿ 자문위원� :� 김병권,� 이명신,�

조철민,� 오현순,� 이은주

Ÿ 공무원� :� 이병국,� 박정현

Ÿ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 사례선

정�및�분석틀�세부논의

‘19.10.2(수)

Ÿ 자문위원� :� 김병권,� 조철민,�

오현순

Ÿ 용역수행� :� 이명신,� 이은주

Ÿ 공무원� :� 이병국,� 유태석

Ÿ 연구계획서� 및� 연구진행� 상황�

보고

Ÿ 사례선정,� 사례분석� 및� 티칭노

트� 분석틀,� 심층인터뷰에� 대한�

자문

Ÿ 연구내용�및� 방법론� 등� 연구전

반에�대한�의견



- 16 -

2.� 문헌연구�검토�

:� 협치�이론연구,� 현황�및� 사례조사

3.� 연구�주요방향�및� 구성�수립�

:� 분석틀�수립,� 분석사례�선정,� 인터뷰�질문지�작성

1)� 자문회의에서�논의된�사례

❏ 서울시�시정기반의�협치사례
¡ 서울시�청년정책

¡ 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2018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 시민의�눈으로�성평등�정책�만들기(2018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

¡ 기타� :� 사립(민간)� 작은� 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서울시� 캠페스

타운,� 서울시�디자인거버넌스,� 서울로7017,� 서울시원전하나줄이기�등

❏ 서울시�자치구�지역기반의�협치사례
¡ 공유성북원탁회의(성북구)

¡ 평화문화진지,� 방학천문화예술거리(도봉구)

¡ 나비남�프로젝트(양천구)

¡ 기타� :� 독산로� 라라랜드(금천구),� 보이는� 소화기� 설치(영등포구),� 신촌� 박스퀘어(서대

문구),� 은평상상(은평구),� 숲속애(도봉구)� 등

2)� 최종선정된�사례

¡ 사례1.� 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2018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

¡ 사례2.� 방학천문화예술거리(도봉구�지역사회혁신계획�사업)

3)� 선정기준

:� 협치사례교안�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사례를� 기반으로� 다음의� 조건을� 최대한� 충족하는�

교육적�가치가�있는�사례를�연구진이�선정하여�전문가�검토를�받아�최종결정함

❶�최소� 3년� 이상�사업이�지속되어�어느�정도�성과를�평가할�수� 있는�경우

❷�협치�과정의�역동성(민관갈등�극복)이�드러나는�경우

❸�시민이�주도하고�행정이�지원하는�형태(관주도�지양)

❹�성과가�가시적이지�않더라도�시민역량이�성장한�경우

❺�다른�자치구에서�벤치마킹이�가능한�확산성�있는�경우

❻�협치로�인해�정책으로�연결되거나�법과�제도의�변화를�이끌어�낸� 경우�등

4.� 자문회의�

:� 분석틀,� 분석사례,� 인터뷰질문지�등� 전문가�검토�및�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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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층인터뷰�

:� 인터뷰�대상�선정,� 사례별�심층인터뷰�진행,� 내용정리

1)� 자료수집�방식

¡ 직접적�자료수집� :�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

¡ 2차�자료�수집� :� 행정문서,� 업무관련�자료,� 보고서,� 신문기사�등

2)� 심층인터뷰�

¡ 인터뷰� 대상선정� :� 핵심인물(Key� Person)을� 선정하여� 인터뷰한� 후� 눈덩이� 굴리기�

방식(Snow� Balling)을� 통해�다른�대상을�추천받아�진행

� � � -� 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핵심인물�

� � � -� 사례2)� 방학천문화거리조성�

¡ 인터뷰�방식� :� 구조화된�질문지를�상황에�맞도록�재구성하여�진행,� 면대면방식

¡ 인터뷰�일정� :� 10월2주-11월2주

¡ 인터뷰�시간� :� 1-3시간

사례1.� 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인터뷰(총7회,� 9명)

일시 인터뷰�대상 주요�내용

2019.10.10

협치초기조건,� 협력과정,� 성과,�

상황적·맥락적요인(제도설계),�

성공요인�등

2019.10.11

협치초기조건,� 협력과정,� 성과,�

상황적·맥락적요인(제도설계),�

성공요인�등

2019.10.25
민관협의체� 참여경험,� 자치구�

사업진행�현황

2019.10.29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구조� 및� 지침,� 협치지원관� 역

할

2019.11.04
민관협의체� 참여경험,� 자치구�

사업진행�현황

2019.11.04
Non-GMO급식� 시스템� 운영,�

Non-GMO�교육운영�현황

2019.11.08
Non-GMO급식� 시스템� 운영,�

Non-GMO�교육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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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방학천문화예술거리�인터뷰(총� 6회,� 7명)

6.� 사례연구�

:� 사례분석,� 사례분석�보고서�및� 티칭노트�작성

7.� 전문가�토론회

¡ 일시� :� 2019.12.10.(화)� 10:00-12:00

¡ 장소� :� 시청청사�본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 � -� 전문가� :� 이강준(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강사),� 오현순(매니패스토실천본부�전문위

원),� 강정모(시민교육컨텐츠연구소장),� 이용은(도봉협치사무국장)

� � � -� 연구진� :� 이명신(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이은주(로컬+협치연구소� 소장),� 최

지은(경희대�공공대학원�석사과정)

� � � -� 서울시� :� 이동식(협치담당관),� 김동현(시정협치팀장),� 유은옥(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유태석(주무관)

¡ 내용� :� 사례분석�보고서,� 티칭노트�발표�및� 논의

8.� 최종결과물�완성�

:� 사례분석�보고서,� 티칭노트

일시 인터뷰�대상 주요�내용

2019.10.21

협치초기조건,� 협력과정,� 성과,�

상황적·맥락적요인(제도설계),� 성

공요인,� 의도하지�못한�결과�등

2019.11.1 협력과정,� 성과,� 성공요인�등�

2019.11.1 협력과정,� 성과,� 성공요인�등

2019.11.6
현재� 사업진행� 및� 민관협력� 현황�

등

2019.11.6
현재� 사업현황,� 민관협력� 참여� 경

험과�현황,� 성공요인�등

2019.11.6
사업초기상황,� 협치포럼� 참여� 경

험,� 성공요인과�문제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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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및�활용방안

1. 결과

¡ 연구과정을� 통해� 2개� 사례에� 대한� 사례분석� 보고서와� 교수자들을� 위한� 티칭노트� 교

안을�개발함

¡ 협치현장에서는� 협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에� 따른� 협치주체들의� 역량부족� 문제

가� 대두되고� 다양한� 협치교육을� 통해�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도정착

과�사업에� 치우쳐� 협치교육의�중요성을�제대로� 인식하지�못해� 협치교육을�위한� 다양

한�연구와�교안개발�등은�상대적으로�소홀하였음�

¡ 본�용역의� 결과물을�통해� 협치교육에서�더� 풍성한� 논의를� 촉발하고�협치주체들의�역

량을�향상하며,� 협치교육의�질적�변화를�도모하는�계기가�될� 것으로�기대됨

1)� 사례분석�보고서

Ⅰ.� 사례개요

1.� 문제상황

2.� 추진과정

3.� 협치주도행위자

4.� 참여주체

5.� 주체별�역할

6.� 핵심성과

Ⅱ.� 사례분석

1.� 초기조건

1)� 권력-자원-정보(지식)� 불균형

2)� 협력�또는�갈등의�선례

3)� 문제의�특성

2.� 협력과정

1)� 과정에�헌신

2)� 공유된�이해

3)� 중간성과

3.� 상황적·맥락적요인

1)� 참여의�포괄성

2)� 과정의�투명성

3)� 갈등관리

4)� 참여촉진

4.� 성과

1)� 효율성·효과성

2)� 영향력

3)� 의도하지�않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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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칭노트

(1)� 구성�및�기술방향

(2)� 핵심질문

사례1.� [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

1.�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

는가?�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2.� 협치의� 핵심은� 민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것이다.� 더�

구성 방향

Ⅰ.� 사례개요

(Synopsis)�

민관협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 해결해야� 할� 문제,� 갈등극복�

등� 핵심사건이나�주제를�중심으로�사례의�교육적�가치�기술

Ÿ 사례의�핵심주제(사건)가�무엇인지

Ÿ 사례가�협치교육에서�다루어질만한�어떤�가치가�있는지

Ÿ 누구를�대상으로�가르쳐지면�좋은지

Ÿ 누구에게�어떤�도움을�줄� 수� 있는지

Ⅱ.� 학습목표

(Teaching� Objectives)�

Ÿ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학습을� 통해� 어떠한� 변화가� 가

능한지�기술

Ÿ 무엇을� 토론할지� 그것이� 어떠한� 이해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Ⅲ.� 핵심질문

(Key� Questions)
핵심주제(사건)와�관련한�질문제시

Ⅳ.� 티칭노트

질문&분석(Question� &� Analysis)1

질문&분석(Question� &� Analysis)2

질문&분석(Question� &� Analysis)3

질문&분석(Question� &� Analysis)4�

Ÿ 4개의� 토론질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토론을� 유도할�

수� 있는�이론적�근거와�방법론�제시

Ÿ 협치과정� 속에서� 드러난� 특징이나� 역동성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을� 제시,� 교수자들의� 티칭을� 도울� 수� 있도록�

관련한� 이론이나� 근거� 제시,� 사례� 속� 상황들을� 주제로�

제시하여�의사결정�시뮬레이션

Ÿ 답을�제시하기�보다는�다양한�토론이�가능하도록�유도

Ⅴ.� 사례정리

(Summary)

Ÿ 전체� 사례를� 요약하고� 함의와�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마

무리

Ÿ 사례를�가지고�교육수행�시�운영�팁� 등� 제시

Ⅲ.� 분석결과 요약�및�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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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협치를� 위해서는� 이제� 참여가� 아니라� ‘참여의� 질’이� 더� 중요하다.� 본� 사례의� 계

획-실행-평가의�협치�과정�속에서� ‘참여의�질’을� 높이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3.�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 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하

였는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사례에서� 제3자가� 중재하는� 방법� 이외에� 당사자들� 간에�

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4.�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단년

도� 사업으로� 끝나고� 2019년은� 부서사업으로� 제도화되어� 더� 이상� 민(행복중심)의� 참여

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협치를� 통한�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모든� 학교의� Non-GMO급

식�완전제도화를�위해�민(행복중심)은�어떠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할까?�

사례2.�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

1.�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는

가?� 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2.�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 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하

였는가?� 행정간의� 갈등과� 민간간의� 갈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사례에서� 행정간의�

갈등은� 구청장이� 중재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민간간의� 갈등의� 특성은� 무엇이며�

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3.�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은� 여러� 부서가� 결합된� 융합행정의�성격을� 갖고� 있다.� 민

간�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였다.� 2016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현

재도� 진행� 중인�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협치사업이� 종료됨으로서� 포괄적�

민관협의체인� ‘협치포럼’� 운영이� 중단되고� 사업과� 민간파트너의� 범위가� 과거와� 같이� 담

당부서� 중심으로�축소되었다.� 때문에� 초기� 민간주체들의�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해� 이� 사례에서� 민간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고� 향후� 어떠한� 대응전략을�수립해

야�하나?�

2.� 활용방안

¡ 공무원,� 민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 대학/대학원�등� 협치�주체들을�교육하는�협치

교육의�다양한�현장에서�협치이해와�토론을�위한�교육용�자료로�활용�

¡ 협치�주체들을�교육하는�교수자들에게�사례분석,� 토론진행에�가이드라인�제공

¡ 서울시� 협치의� 성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홍보자료로�

활용

¡ 협치� 기반을� 조성하려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나아가� 최근� 사회적� 갈등

의� 고도화로�참여� 민주주의,�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에� 관심을� 가지

는�동아시아�국가들에게�모범사례를�제시하고�벤치마킹�자료로�활용하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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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_인터뷰�질문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을 위한 

인터뷰 질문지

�

�본� 인터뷰는� 서울협치담당관� 시정협치팀� 「협치사례분석교안� 제작」연구

용역(2019.10-12)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적� 가치가� 있는� 서울시� 협치사례를� 발굴하고� 심층분석하여� 다양한�

협치� 주체들의� 협치교육을� 위한� 사례분석교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입

니다.� 인터뷰는� 대상별로� 1-2시간� 진행되고� 내용은� 분석을� 위해� 녹음될�

것이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귀중한� 시간

을�내어�인터뷰에�참여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7일

책임연구원�이명신

(비영리경영연구소�소장,�

경희대학교�공공대학원�객원교수)

연락처� :� 010-4291-****

이메일� :� dawn2010@naver.com

수행기관 : 비영리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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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협치의 성공요인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사업에서�협치가�성공한�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Ⅱ.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초기 조건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사업� 이전에도� 행정과� 민간간의� 성공적인� 협력사업� 경험이� 있었습니까?� 또는� 큰�

갈등�경험이�있었습니까?�

¡ Non-GMO�급식사업이�시장의�공약사업이거나�시정의�핵심사업이었습니까?� 이� 문제

에�대해�어느�정도�관심과�의지를�가지고�계신가요?

¡ 민관협의체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모집(공모?� 추천?)하였으며�

어떤�방식으로�운영되고�있습니까?�

¡ 관련� 근거법,� 조례,� 제도,� 논의� 구조(협의체,� TFT)�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이�

사전에�잘�조성되어�있었습니까?�

Ⅲ. 협치가 이루어졌던 과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 관)�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공공문제� 해결의� 동반자로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판

단합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 행정과� 함

께할�때� 사회문제�해결에�더� 도움이�됩니까?� 어떤�점이�도움이�된다고�생각합니까?

¡ 문제해결과정에서� 정부(공무원)와� 민간� 각각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었고� 그것이� 적

절하였습니까?�

¡ 문제해결과정에서�실제로�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하여�구체

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 이해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신뢰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

까?� 예)상호제공하는�의견�및�정보�등

¡ 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행정이� 비전과� 목표를� 공동으로� 수립하였습니까?� 그� 내용

과�방식은�무엇입니까?

¡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정의� 입장과� 민간의�

입장은�무엇입니까?�

¡ 사업�중간�과정에서�성취한�작은�성과는�무엇이었습니까?� 그� 성과�이후�민간과�행정

에�변화가�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어떤�변화가�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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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협치과정에 미친 상황적/맥락적 요인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에서� 명확한� 운영규칙들이� 존재하였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계

기로�어떻게�만들었습니까?�

¡ 의사결정� 내용과� 결과가� 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상시적으로�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었습니까?� 예)회의록�공개,� 회의자료�사전공유

¡ 거버넌스�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 충돌과�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

단위가�있었습니까?� 있었다면�구체적으로�누가(조직)� 조정역할을�하였습니까?

¡ 문제를�해결해� 나가는데�있어서� 회의체와�같은� 공식적� 만남과� 횟수가� 중요한지�혹은�

비공식적� 만남이� 중요한지�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말씀해� 주십시

오.

¡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요소(요인)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무

엇이었습니까?�그리고�그� 요소가�민간과�공무원간에�차이가�있었습니까?

Ⅴ. 본 사업의 성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 본� 사업의� 중요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정

량적,� 정성적�성과�중심으로)

¡ 본�사업으로�어떤�사회적�변화가�있었습니까?� 있었다면�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 본� 사업으로� 학교,� 학부모,� 학생들,� 영양교사,� 시민단체,� 시/구정부(공무원)� 등� 참여

주체들의�변화가�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어떤�변화가�있었습니까?�

¡ 사업수행�과정에서�예상치�못했던�부정적�결과가�있었습니까?

¡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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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_전문가토론회�내용

¡ 일시� :� 2019.12.10.(화)� 10:00-12:00

¡ 장소� :� 시청청사�본관� 10층� 회의실

¡ 참석자

� � � -� 전문가� :� 이강준(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강사),� 오현순(매니패스토실천본부�전문위

원),� 강정모(시민교육컨텐츠연구소장),� 이용은(도봉협치사무국장)

� � � -� 연구진� :� 이명신(경희대� 공공대학원� 객원교수),� 이은주(로컬+협치연구소� 소장),� 최

지은(경희대�공공대학원�석사과정)

� � � -� 서울시� :� 이동식(협치담당관),� 김동현(시정협치팀장),� 유은옥(협치지원관),� 이병국�

(협치지원관),� 유태석(주무관)

¡ 내용� :� 사례분석�보고서,� 티칭노트�발표�및� 논의

발언자 주요�내용

이강준�

¡ 협치의제�선정�단계를� 전/진행�중/사후로� 구분하여�인

상적임,� 다른�사업들도�단계별로�적용가능�할� 것임

¡ 잘된� 사업은� 가능할� 수� 있지만� ‘성공적인� 협치’� 라는�

표현이� 가능한가?� 그런� 면에서� 우수� 협치,� 성공적인�

협치는�고민해볼�필요�있음

¡ 민/관을� 하나로� 뭉뚱그려서�접근하는� 건� 문제가� 있음.�

시민이든� 행정이든� 민/관으로� 표기하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접근해야� 그� 위치에서� 보이는� 고

민이나�딜레마나�쟁점에서�시사점�있을�것임

¡ 시의회나� 구의회� 주목할� 필요� 있음.� 아무것도� 안했으

면�안했다고�지적을�하거나.� 호명을�안� 하니까�본인들

의�역할에�대한�위치를�못� 잡고�있음

¡ 인터뷰� 내용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음.� 1차� 자료

를�별첨하는�게� 도움�될�것임

오현순�

¡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의회를� 빼는데,� 의회가� 중요한�

역할을�해야�한다는�것에�동의함

¡ 제시된� 분석결과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

점.� 처음에�볼� 때는�복잡해�보이지만�교수자들은�공부

해야함.� 차근히�살펴보면�충분히�이해될�것임

¡ 인터뷰� 내용� 재가공하지� 않고� 보여주는� 것은� 현장감�

느낄� 수� 있고,� 앞뒤� 맥락을�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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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음.� 교육� 할� 때도�

따옴표로� 보여주면� 피교육자� 분들도� 이해하기� 수월할�

것

¡ 학습목표� 잘� 구성함.� 이� 안에� 성공이� 뭐냐?� 란� 질문

이� 있음.� 성공기준,� 시민의� 권한,� 갈등의� 문제� 이� 3가

지를�잘�뽑아냄

¡ 전체적인�사례�설명�시� 스토리텔링�필요.� 이야기를�재

미있게�푸는�방식�고민해야함

¡ 분석기준별� 쟁점� 명확히� 드러났으면� 좋겠음(쟁점,� 애

로사항,� 문제점등),� 쟁점이나� 문제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논의�필요

¡ 다른� 조건과� 환경에� 따라� 어떤� 전략을� 짜야� 되는지�

고민�필요.� 이�사례들로�일반화�시킬�수는�없음

¡ 서문에�티칭노트�활용방법.� 답을� 제시하기보다는�열려

있는� 교재라는� 식으로� 활용방법� 한� 장짜리로� 넣으면�

좋겠음

¡ 처음이니� 테스트해보고,� 교수자들� 1년� 동안� 활용해보

면� 많은� 수정� 보완� 있을� 것임.� 내년� 하반기나� 2021

년에�교재가�재탄생할�것으로�기대됨�

강정모�

¡ 교육참여자에�따라�사례로�활용하는�지점�다를�것.� 교

육� 시에� 참여자에� 따른� 관심� 지점과�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지점이� 명료화� 되면� 교육� 교재로� 활용가능성� 높

을�것�

¡ 현장교육을� 어떤� 것에� 착안해야� 되는지는� 현재� 협치

나� 민주주의� 현장에서� 보면� 실제적� 콘텐츠는� 사례임.�

그런�측면에서�의미있는�연구결과임.�

¡ 참여자들이�소통은� 재밌어하고�공감을� 하지만,� 갈등은�

어려워� 함(갈등� 자체가� 부담).� 교육이� 진행되면� 분석

을�교수자가�하는�것은�교육이�아님.� 참여자가�분석해

보고,� 분석�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임.� 양파분석

을(입장/실익/욕구� 중� 입장/욕구� 정도)� 분석수위로� 활

용.� 갈등을� 교육하려면� 찬반입장� 명료히� 드러나야� 함.�

방학천은� 갈등� 입장� 명료함.� 분석하기� 좋음.� 욕구분석

에서� 대안� 나옴.� GMO는� 입장이� 어떻게� 부딪히는지�

잘� 안보임.� 가치적� 갈등이라서(예:� 종교� 갈등,� 진보나�

보수)� 교육에서� 다루기� 어려움.� 갈등� 해결방법에서� 타

협절충이�최선임



- 30 -

¡ 방학천에서�갈등을� 다루는� 상황에서�협치적,� 민주적으

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을� 권위자가�

선택한� 것으로� 보임.� 권위자가� 해결하는� 것.� 이게� 갈

등관리에서�가장�최악의�상황임.� 그래서�이� 사례가�협

치적�방식으로�풀지�못한�아주�좋은�사례임.� 교육적으

로는�좋은�사례임

이용은�

¡ 1차적으로� 이� 책이� 필요한� 사람은� 협치� 교수자임.� 실

무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사례분석이� 제도개선이나�

지원의� 틀� 바꾸기� 위해� 필요.� 그러한� 시도들이� 있기�

전� 단계에� 교안제작으로� 들어왔으면� 이� 과정이� 쉬웠

을�것임.� 그런�단계가�없는�과정에서�교안단계로�실무

적인� 부분으로� 들어와서� 연구자들도� 쉽지� 않았을� 것

임.� 교안� 활용보다는� 현장의�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하

는데� 이� 사례가�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듣

게�되는�경향이�있음

¡ 협치사업� 종료� 이후� 지원할� 수� 없는� 구조는� 서울시에

서� 시민협력� 플랫폼에서� 안을� 것인지?� 종료된� 의제에�

대해서� 그� 거버넌스를� 어떻게� 지속가능성� 있게� 할� 것

인지?� 아니면� 협치사무국� 구조� 안에서� 위상과� 권한을�

확장해서� 종료된� 의제의�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게�

구조와�권력을�배치할�것인지

¡ 도봉구에서� 협치교육� 시� 방학천의� 변화를� 언급하면�

주민들이� 이해함.� 사례는�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고,� 협치의� 개념이� 들어오는� 측면에서� 지역의� 사례

는�협치를�이해하는데�도움�됨�

¡ 이러한�사례서는�현장에�있는�사람에게�도움이�됨.� 현

장의� 언어가� 아닌� 일반화되고� 개념화된� 언어로� 소통

에�용이함� �

유은옥�

¡ 지금까지� 나온� 사례서� 들이� 단편적인� 사례들의� 성과

위주로�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면� 여기서는� 과정이나�

시사점이�잘� 정리됨�

¡ 정책이나�제도적인�부분에서의�성과와� 한계,� 내용이나�

과정적인� 부분에서� 성과와� 한계가� 티칭노트� 초기에서�

요약이�필요하다고�봄

¡ 실무자� 입장에서� 활용도와� 확산에� 대한� 고민.� 활용되

는� 부분이� 교육대상,� 목표,� 시간에� 따라� 달라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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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각자� 경험,� 관심사의� 차이가� 있을� 것임.� 협치하

고� 사례를� 알게� 하는� 게� 목적인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협치를� 실행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서� 그런� 부분은� 명기해서�

교수자� 분들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음

¡ 이� 교육� 외에� 교안이나� 시각화된� 자료를� 같이� 제공하

면서�유도해야함.� 도봉구� 방학천은�관련영상을�다큐형

식으로� 만든� 것이�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사례공유�

가능

¡ 대상은� 일반시민은� 어려울� 것,� 실질적으로� 협치를� 실

행하고�있는�대상으로�해야�될� 것임.� 이번에�민간위원

들� 교육했을� 때� 집중도나�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음.� 누구를� 대상으로� 활용할지� 고민해야� 함.� 지역

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강사양

성� 과정에서� 활용한다면�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결과가� 아닌� 과정을� 기록하는� 것에서� 의미를� 도출하

는�것�필요함.� 앞으로�이런�사례분석을�추가적으로�지

속했으면�함.� 협치� 기본계획에는�협치교육사례�전국대

회나� 협치교육� 관련된�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

음.� 이런�것들을�활용해서�공유,� 확산�필요

이동식�

¡ 교육대상을� 선정하거나� 활용할� 때� 부수적� 콘텐츠� 필

요함.� 비교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필요.� 같은� 상

황이어도� 실패한� 사례� 등이� 같이� 보완되면� 현장에서�

교육할�때� 의미�있을�것임

¡ 의제들이�종료되지�않도록�해야�함.� 내용적으로�이� 사

례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함� �

이병국�

¡ 협치� 사례를� 볼� 때� 어떤� 식으로� 분석해야� 될지� 기준

을�정리하고�만듦.� 일반적인�사례들을�발견했을�때� 손

쉽게�이�틀로�분석하면�웬만한�것�분석가능할�것

¡ 활용부분:� 내년� 4월� 자유시민대학에� 시민들� 대상� 협

치강의� 진행� 후� 후속프로그램으로� 활용.� 또는� 위원회�

학교나� 인재개발원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협치교육� 안

에� 녹여보는� 것.� 다른� 지자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교육들에�들어가면�좋을�것�같음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례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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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

Ⅰ.� 사례개요

1.� 문제상황

¡ 서울시에서�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가� 친환경이�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한정되어�

있었음.� 특히�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장류,� 양념류,� 식용유� 등의� 가공식재료는�단가가�

높아� 친환경� 전환이� 어려우며,� 가공식재료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1)이� 많아�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기� 아이들이� GMO식품을� 섭취하

게�되어�건강권�침해로�인한� ‘먹거리�질’,� ‘먹거리�인권’의�문제가�대두됨

2.� 추진과정

¡ ’17.3-9월�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선정과정� 수행� :� 사업신청-사업부서검토-사업심

사(1차)-숙의-사업제안서�최종제출-사업심사(2차)-최종선정

¡ ʼ17.9월�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확정�

¡ ʼ17.9월� 시-자치구-민간�합동�관계자�회의�

¡ ʼ17.11월�학교�영양교사�간담회�실시

¡ ʼ17.11월�서울시�교육청�협의(2회)�

¡ ʼ17.11월�시범사업� 6개� 자치구�간담회�실시(6회)

¡ ’18.2월�운영설명회� :� 민관책임자�및�협치지원관�상견례,� 실행과정�안내

¡ ’18.상반기�사업기반�조성

¡ ’18.6월�사례기반협치학교� :� 실행과정�협치�방안�마련,� 민관역할�논의

¡ ’18.하반기� Non-GMO급식사업�실행

¡ ’18.8~9월� 우수사례�발굴을�위한�민관책임자�심층�인터뷰

¡ ’18.12월� 시정협치형사업�사례공유회

1) GM작물은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을, GM식품은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가리
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이 있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함. 여기서는 GMO식품이라고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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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선정과정>

3.� 협치주도행위자

¡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서울시(친환경급식과)

4.� 참여주체

¡ 민관협의체� :� 안경수(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정성옥(동북4구공공급식센터),� 김효정

(초당초등학교),� 김희숙(장원초등학교),� 김진선(인수초등학교),� 남상진(홍연초등학교),�

임기숙(원광초등학교),� 정행복(한산초등학교),� 김경화(천일중학교),� 김숙영(인왕초등�

학교),� 박은선(인수중학교),� 이채윤(한성여중),� 장영자(강동구청� 교육지원과),� 전은자�

(서대문구� 교육지원과),� 윤미현(노원구� 교육지원과),� 박광훈(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

과),� 조준영(성북강북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신성범(북부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김경님(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이진호(서부교육지원청� 체육건강과),� 김동현(도봉구청),�

이보희,� 김선희,� 이영휘(서울시�평생교육국�친환경급식과)�

¡ 함께하는�이들� :� 6개� 자치구� 영양교사�및� 학부모(성북,� 강북,� 도봉,� 노원,� 서대문,� 강�

동),�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과,� 서울시� 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서울시� 강

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도봉구청� 교육지원과,� 서대

문구청� 교육지원과,� 강동구청� 교육지원과,� 강북구청� 교육지원과,� 성북구청� 교육아동

청소년과,�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담양군청,� 담양군친환경학교

급식지원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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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체별�역할

¡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 :� 사업제안�및� 기획과정�참여

¡ 서울시(친환경급식과)� :� 사업기반조성,� 시범자치구�선정,� 사업실행

¡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 담양군을�통해� Non-GMO식재료를�학교에�조달

¡ 자치구� :� 서울시와� 함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범학교에� 보조금을� 지원,� 관내� 학교

와�협력하여�사업시행

¡ 교육청� :� 학교�홍보�및�참여�독려

¡ 학교·영양교사� :� 기획과정에서�의견제시,� 사업참여�및� 실행

¡ 서울시�협치지원반(협치지원관)� :� 민관소통�지원�및� 중간점검�수행

6.� 핵심성과

¡ 2018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사업을� 위한� 2017년� 시민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어�

많은�시민들의�관심과�지지를�받아�학교급식�질에�대한�관심제고

¡ 시민제안과� 참여로�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제도� 및� 문화� 확산,� 실질적인� 시민들의� 삶

의�변화를�가져옴

¡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용유와� 장류를� 6개� 자치구� 학교급식에� 차액지원� 및�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Non-GMO� 먹거리� 제공,�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아이들의�건강증진에�기여�

¡ 친환경�우리농산물�이용�및� 보급�확대로�도농상생�실현

¡ 부서� 정책사업으로� 안착되어� 2018년� 6개� 자치구(67개� 학교)에서� 2019년� 13개� 자

치구(80개�학교)로� 확대

Ⅱ.� 사례분석

1.� 초기조건

1)� 권력-자원-정보(지식)� 불균형

¡ 협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영향력� 불균형이� 해소되어야�

함.� 각� 이해당사자들의� 권력과� 자원,� 정보의� 불균형이� 발생하면� 협력은� 상대적으로�

강한�행위자에�의해�조작되기�쉽기�때문임(Ansell� &� Gash,� 2008)

¡ 사업을�제안한�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이하�행복중심)은� 행복중심생협의�회원조직으로�

정치적� 힘(조직력,� 자원동원능력,� 네트워크)과�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문제해결력(지

식,� 전문성,� 공적서비스� 공급서비스� 경험)을� 갖춘� 곳임.� 행복중심생협(구� 여성민우회

생협)은� 1989년� 창립� 이후� 30년� 동안� 조화,� 협동,� 평등의� 가치를� 기반으로� 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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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농산물� 등의� 생활재� 공동구입사업과� 여성환경·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

성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조직임.� 친환경� 유기� 농산물과� 친환경� 가

공식품,� 친환경� 생활용품� 등� 다양한� 생활재를� 공급하며,� 생활재를� ‘누가(생산자),� 무

엇을� 가지고(원부재료),� 어떻게(생산방식)’� 생산했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식품안전

에서의�기본원칙을�중시함

¡ 문제와�관련하여�협치에� 참여하는�민의�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어�있어� 행정과� 민간의�

역량� 불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학교급식에� 대한� 복잡한� 행정적� 체계와� 관

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정보� 불균형이� 발생.�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의� 경우� 민관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가� 사업제안부터� 최종과정까지의� 상당� 기간� 동

안� 형성되지� 못하고,� 최종확정� 이후� 민관협의체� 구축이�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서� 민관� 상호간� 대화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정보� 불균형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해소될�수는�없었음

2)� 협력�또는�갈등의�선례

¡ 협력이� 일어나기� 전에� 협력의� 선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함(Thompson� &�

Perry,� 2006).� 초기� 조건� 중� 권력과� 자원의� 불균형� 문제는� 거버넌스� 구조가� 구축되

지�않는�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특정� 협력의� 구조가� 형성되기� 이전에� 거

버넌스가� 존재하였을� 경우에는� 협력이� 추동될� 수� 있음.� 즉,� 대립이나� 협력이�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있었을� 경우에는�협력으로�진행되는�상황이� 상대적으로�쉬울� 수� 있다

는� 것임.� 과거� 협력의� 선례� 여부로� 구성된� 이해당사자들� 간의� 관계� 및� 네트워크가�

협력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신뢰성과� 정당성(legitimacy)을� 판단할� 수� 있

음(Bryson� et� al.,� 2006)

¡ 먼저,� 서울시는� 무상급식,� 나아가� 친환경� 환경급식에� 대해� 단체장이�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있어� 협력적�거버넌스�형성에�유리함.� 박원순� 서울시장은� "10년에� 걸쳐� 완성된�

서울시� 친환경� 학교급식은� 복지도시,� 교육도시로� 가는�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이라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건강한� 친환경� 학교급식을� 차질� 없이� 전면� 확

대�하겠다"고�선언한바�있음2)

¡ 서울시는� 안전한� 먹거리� 이슈� 실현을� 위해� 2017년� 6월� ‘서울시민�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먹거리를�누릴�권리가�있다’는� 슬로건을�내걸고�서울시먹거리마스터플랜을�수

립하였음.� ‘먹거리� 기본권’을� 내세우며� ‘상생,� 보장,� 건강,� 안전’이라는� 4개� 가치를� 중

심에� 두고� 세부적으로� 26개의� 과제를� 선정함.� 같은� 해� 9월� 조례를� 제정하였고,� 11

월에는�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위촉하고� 먹거리� 문제를�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려

함.� 특히,� 경제성장지상주의에� 따른� 공동체의� 붕괴,� 농업농촌의� 붕괴에� 대한� 문제인

식을�가지고�지역상생·도농상생을�강조.� 이러한�노력의�결과로� 2018년� 밀라노협약상

(Milan� Pact� Awards)3)� 6개� 부문(거버넌스,� 지속가능한�식생활과�영양,� 사회·경제적�

2) 서울 고교·사립초 ‘무상급식’…“2021년까지 전 학교 확대”(한겨레, 2018-10-29 13:49) 
3) 밀라노도시먹거리정책협약(Milan Urban Food Policy Pact)은 먹거리 문제의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

해 실천해야 할 임무를 의미하며 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짐, 밀라노협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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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먹거리�생산,� 먹거리�공급�및� 유통,� 먹거리�폐기)� 가운데� ‘먹거리�공급�및� 유

통’� 부문에서�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으로�특별상을�수상하기도�함

¡ 서울시�정책기조와�더불어�친환경급식과의�담당�공무원들은�과장,� 팀장,� 주무관이�모

두� 민간에서� 먹거리� 운동을� 하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 Non-GMO� 먹거리에� 대한� 이

해가� 높고� 민관협치를� 통한� 문제해결에� 우호적임.� 행복중심은� 당시� 행복중심서울동

북생협이�위치한� 도봉구청에� Non-GMO급식을�먼저�제안했고� 도봉구청은�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2018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의제로� 준비하는� 등� 행정과의� 협치

에�대한�긍정적�경험을�가지고�있었음

<� 서울시먹거리마스터플랜�체계도� >

3)� 문제의�특성

¡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이슈,� 생활이슈는�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보다�

상대적으로�거버넌스�실현이�용이함

¡ 제안자인� 행복중심과� 서울시� 친환경급식과� 그리고� 시민들은� 친환경� 먹거리� 이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음.� 친환경급식과는� Non-GMO급식을� 정책사업

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3-4년� 동안� 논의를� 해오고� 있었고,� 2017년� 민간단체에� 위탁

해서� 전통장담그기� 사업� 등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 먹거리�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던� 행복중심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이� 이루어짐.� �

또한,� 시민들도� 친환경� 급식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민참여예산은�

(Milan Pact Awards)은 협약을 잘 이행한 우수도시에 수여하는 상임, 180개 도시가 협약에 가입, 국
내에서는 서울시가 2015년에 가입하였고 대구광역시, 완주군, 여수시 등이 가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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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제안하고� 시민이� 투표하는� 사업으로�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7

년� 시민투표에서� 1위를� 차지,� 엠보팅에� 참여한� 다수의� 시민들은�아이들� 급식이� 친환

경으로�제공되길�원하고�있음을�확인함�

¡ Non-GMO급식은�생활이슈로서의�공감대�형성이�용이했을�뿐만�아니라�이슈에� 대한�

해결책� 또한� 가시적이고� 분명하여� 거버넌스를� 촉진할� 수� 있었음.�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인� 모든� 초중학교에� Non-GMO급식을� 전면�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관심이� 있는�

자치구와� 학교를� 모집하여� Non-GMO� 가공식품에� 대한� 차액지원을� 하는� 점진적� 방

식을�통해� 2018년� 사업추진이�바로�가능하였음�

¡ 한편,� Non-GMO급식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에는�

공감력이� 크지만� GMO식품은� 식품� 안전4)과� 소비자� 주권,� 식량� 안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를� 담고� 있어� 논쟁적� 여지가� 있음.� 시민단체들은� 현행� 표시제의� 맹점을� 비

판하며� 더� 엄격한� 심사규제와� 표시제를� 강화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

업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선택적�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국식품산업협회는� GMO� 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표기� 의무에서�

자유로운�수입�식품과�비교돼�국내�제품이�역차별�받을�수� 있고,� 또� 소비자들의�막연한�

불안감으로�시장� 손실이� 불가피하다고�주장하고�있음.� 이에� 대해� 정부는� 완전표시제가�

아닌�표시제�강화라는�미온적�입장을�보이고�있음5)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에서만은� 유해성� 논란이� 있는� GMO를� 없애자는� 지점에

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6)이� 추진되었고� 광역단체·

지자체별로� Non-GMO급식이�확산되고�있음.� 경기도는� 2014년부터� 도내� 모든� 초등

학교(1085곳)와� 일부� 중학교(66곳)가� GMO� 등을� 학교급식에서� 몰아냄7).�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GMO없는� 학교급식� 차액지원을� 실시하였으며(2017.3),� 서울시� 자치구

에서는� 도봉구가� Non-GMO� 어린이집� 공급사업을� 시작하였고(2018.4),� 순천시는�

초중고� 79개교에� Non-GMO�농산물�구입비�지원을�시작하였음(2018년)

2.� 협력과정

1)� 과정에�헌신

4) GM작물 및 글리포세이트 이용으로 각종 질병 및 우울증 증가, 면역체계 약화, 생태계 교란 등
5) 2018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

6,000명이 동의 얻음. 이에 청와대는 “이미 2000년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GMO 표시제가 도입됐고,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은 모두 표시한다”며 “시판되는 기름, 전분, 당은 정제과정을 
거친 이후 GMO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 또 “기름이나 전분을 만드는 대두, 옥수수는 대부분 수
입하는데, NON-GMO 원료를 사용하면 물가상승 가능성이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
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미온적인 입장을 보임

6) 2017년 8월 23일 학교급식에 GMO 사용불가와 학교급식위원회가 식재료 선정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김종희 위원이 대표발의함.

7) “경기도교육청이 안양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던 공동구매제를 초등학교에 전면 도입했다. 동시에 
GMO는 급식 재료로 쓰지 않은 기준을 적용했다. 무상급식의 도입으로 초등학교 단가가 오른데다 일
선 영야교사들의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논의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진 결과다.” (한겨레신문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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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의� 합의� 지향적� 자세는� 협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Ansell�

&� Gash(2008)는� 합의� 지향적� 자세를� 헌신(commitment)의� 한� 특징으로� 분류함.�

협력의� 과정에� 헌신함으로써� 상호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신념,� 가치판단체계를� 개발

하여� 바람직한� 정책결과물� 산출이� 가능함.� 참가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특정� 사안에�

대해�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간격을� 좁히려는� 상호토론� 및� 토의� 등의�

일련의� 과정은� 거버넌스의� 성공적� 운영에� 중요.� 이러한� 과정은� 숙의(deliberation)의�

과정으로� 표현되고� 이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과정임

(Emerson� et� al.,� 2011)

¡ 시민참여예산�시정협치형�사업은� 사업제안부터�선정과정에�이르기까지� 6개월의� 시간

이� 소요되며,� 시민이� 제안을� 한다고�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1,2차� 사업

심사와� 숙의과정,� 시민투표�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확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과정� 안에서� 사업을� 제안한� 시민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여함에도� 특

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함.� 행복중심은�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를� 위해� 서울시와의� 기획회의� 및� 시정협치형� 선정과정,�

이후� 설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함.� 더불어� 친환경급식과는� 친환

경급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가공식품� 목록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조사,�

서울시와� 농식품부� 간� 도농상생� MOU체결,� 6개� 자치구� 공무원,� 영양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하는�간담회�개최,� Non-GMO급식을�실시할� 학교�모집�및� 시식회,�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지자체·산지공공급식센터� 간� 업무협약과� 가공품� 사용량� 및� 국산유채유�

수요조사,� 공급�시스템�및�안전성�검사를�통한�관리시스템�구축�등을�준비함

¡ 참여를� 통한� 협력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기대� 여부

는� 효과적인� 정책� 결과� 간의� 직접적� 관계에� 따라� 증가하게� 됨(Ansell� &� Gash,�

2008).�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통해서� 단순히� 자문이나� 형식적� 역할에� 그친

다고� 인식하면� 참여가� 제한되고� 의사결정에서의� 역할이� 부정될� 수� 있음(Futrell,�

2003).�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서� 협력에� 참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를� 통해� 무엇

인가를�해결하거나�얻을� 수� 있다는� 심리적� 인식이� 전제되어야�원활한� 협력으로�진행

될�수� 있음

¡ 초기� 설계과정에서는� 제안자인� 행복중심과� 상시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민관협의체

가� 구축되어� 참여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사

업이� 실행단계에� 이르러� 제안자가� 실행자로� 연결되지� 않아� 민의� 참여기회가� 제한됨.�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의� 경우� 80%이상이� 사업제안자가� 사업실행자로� 연결

되는� 구조이나,� 학교급식은� 안정적� 조달� 및� 품질� 유지를� 중시하는� 특성과� 공적조달

을� 고려하여� 협약에� 의해� ‘동북4구공공급식센터’가� 물품조달을� 총괄하게� 됨.� 행복중

심은� 물품조달을� 통한� 실행참여는� 못했지만,�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교육과� 문화� 확

산을�위한� Non-GMO�학교급식�교육을�담당하여�행복중심�강사진이�학교를�직접�방

문해� GMO이론�교육,� 교구활동,� 요리활동�등을�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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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된�이해

¡ 문제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됨(Bentrup,� 2001).� 협력에� 참가한� 이해당사자들

이� 각자의� 사명과� 목표,�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숙의적� 과정을� 거침으로써� 공동의� 이

해단계로� 진행되는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과정

을� 의미함.� 공동의� 이해와� 목표는� 거버넌스� 설계에� 필수요소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절충함으로써� 원활한� 협력이� 가능함.� Powell(1990)은� 파트너들� 간에� 시너지� 효과를�

이루기�위해서는�이들의�목표와�이해를�토론할�수� 있는�상호작용이�필요하다고�함

¡ 행복중심은� 사업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복중심이� 가진� 시스템을� 통해�

Non-GMO� 가공식품에� 대한� 물품조달을� 원하였으나8)� 친환경급식과에서는� 공공급식

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 유지를� 위해� 기존� 공공급식의� 물품조달을� 하고� 있던� 곳을�

통해� 이루어지길� 희망함.� 서로의� 이해가� 충돌하였으나� 논의과정을� 통해� 건강한� 먹거

리로� 학교급식을� 바꾼다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공감하고� 공적방식의� 물품조달에� 동

의하여� 동북4구공공급식센터가� 총괄하게� 됨.� 동북4구공공급식센터는� 사업선정,� 숙의

과정에� 함께� 참여하지� 않았고,� 사업을� 통해� 수익이� 남는� 구조가� 아니었지만� 먹거리�

운동의� 관점에서� 사업에� 동의하고� 정책에� 힘을� 실어줌.� 무엇보다� 일선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영양교사들은� Non-GMO� 가공식품은�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야�

해서�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Non-GMO� 가공식품의� 변화로� 보관법이나� 조리법이�

달라져� 이에� 따른� 번거로움과� 수고를� 감당해야� 상황이었으나�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예상되는�문제점�등을�협의해감

¡ 사업의� 참여자들은� 이해를� 절충하여�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행정은�

사업수행을� 위한� 기반조성,� 민은� 사업기획� 및� 교육수행,� 동북4구공공급식센터는�

Non-GMO� 가공식품� 물품조달,� 6개� 자치구(강동,� 강북,� 노원,� 도봉,� 서대문,� 성북)는�

예산확보,� 사업홍보� 및� 참여학교� 모집,� 참여학교의� 영양교사는� Non-GMO급식� 수행�

등� 각자의�역할을�명확하게�함으로써�원활한�협력을�이루어감� �

3)� 중간성과

¡ 협치과정에서� 협력을� 통해� 이룬� 작은� 승리는� 참여자간�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함.�

행복중심은� 2017년� 처음� 사업을� 제안했을� 때� 도봉구에� Non-GMO급식을� 시범적으

로� 시행하자는� 것이었으나� 서울시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의� 특성상� 단

일� 자치구만으로는� 불가능하여� 동북4구(강북,� 노원,� 도봉,� 성북)를� 시범구로� 하자고�

제안함.� 나아가� 동북4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 의견을� 물어� 희망하는�

자치구도�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합의해� 먹거리에�관심을� 가지고� 있던� 서대문구와�

강동구가�참여하게�됨.� 초기에는�예산도� 3억� 정도�수준에서�제안을�한� 건데�동북4구

로�확대되면서� 10억� 예산으로�확대되고,� 이를� 토대로�시민투표에서�압도적으로�많은�

8) 시정협치형 사업은 제안자가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실행자가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
음을 제안자에게 사전 주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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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선정됨.� 단일� 자치구� 사업제안으로� 그칠� 뻔� 했던� 사업

이�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6개� 자치구로� 확대되어� 서울시� 친환경급식의� 큰� 전

환점을�마련하는�계기가�되어�참여주체들에게�자긍심과�보람을�느끼게�함� � � � �

3.� 상황적·맥락적�요인

1)� 참여의�포괄성

¡ Ostrom(1974)9)은� 이제까지� 행정이� 보여왔던� 관료제가� 사회문제의� 해결에� 유용하

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문제� 그� 자체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의사결정� 단위

에�주목하는�다중심�체제를�강조한�바� 있음

¡ 시정협치형은� 민관협의체라는� 구조를� 통해� 제안과정뿐� 아니라� 실행과정의� 민관협치

를� 보장함.� 민관협의체는� 사업� 추진� 단계별� 주요� 사항에� 대해� 민관공동� 숙의� 및� 의

사결정,� 공동평가를� 수행하는�기구로� 사업계획서� 수립,� 성과목표� 설정,� 사업� 일정� 확

정�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촉진함.�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도�사업확정�후� 민관협의체를�구성하여�운영함.� 민관협의체에는�사업제안자

인� 행복중심� 이사장과� 서울시�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의� 담당과정,� 팀장,� 지원관,�

물품조달을� 맡은�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센터장,� 6개� 자치구� 담당자,� 초중학교� 영양교

사,� 학부모� 대표,� 교육청,� 참여� 자치구의� 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포괄

적으로� 참여함.� 민관협의체는� 초기� 설계과정에서� Non-GMO급식과� 관련하여� 가공식

품� 목록을� 선정하고10),� 단가산출(1인당� 130원� 차액지원),� 학교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수렴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를� 함께� 조율해가며� 수정,� 보

완해갔다는�점에서�의미가�있음�

¡ 하지만� 민관협의체� 의사결정과정에서�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는지,� 참여자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지� 협력의� 질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음.� 행복중심은� 민관협의체� 참여� 시� ‘먹거리의� 안정성,� 농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행복중심과� ‘영양’측면을� 강조하는� 영양교사들과�

Non-GMO급식에�대한� 입장차이가�있었으나� 실제적인�실행주체들은� 영양교사들이기

에� 제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고� 함.� 또한,�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결정

된� 사항이� 나중에� 번복되는�경우가� 있어� 의사결정권한이�여전히� 행정에� 있다는� 점에

서� 실망감을� 느끼기도� 함.� 정보교환� 및� 결합의� 장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협력

이� 원활하나�형식적으로�운영되는�경우� 정책의� 결과가�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나타

날�수도�있음

9) Ostrom, V.(1974), Intellectual crisis in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uscaloosa: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0) 학교급식 식재료 22개 품목을 Non-GMO 가공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함. 22개 품목은 국간장, 고추
장, 된장, 식용유, 청국장, 진간장, 참기름, 볶음참깨, 들기름, 들깨가루, 밀가루, 부침가루, 튀김가루, 
감자전분, 당면, 쌀조청, 고춧가루(순한맛, 보통맛), 소금(구운소금, 꽃소금, 구운소금), 토마토케첩, 빵
가루, 매실, 스위트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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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협의체�구성·운영� >

2)� 과정의�투명성

¡ 굿거버넌스의� 핵심요소로는� 참여성,� 분권화,� 책임성,� 자율성,� 투명성,� 규칙수행� 등이�

있으며,� 이� 중� 투명성은� 협치과정에서� 참여� 주체들� 간의� 정보공개� 및� 정보공유� 정도

로� 상호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요소임.� 행정은� 운영과� 의

사결정� 과정이� 잘� 알려지고,� 올바르게� 기록되며,� 검증이� 가능하도록� 열려있으며,� 충

분한�정보가�제공되도록�해야�함(UNESC,� 굿거버넌스)�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은� 시정협치형� 사업의� 특성상� 민관협의체를� 구

축하고,� 수립단계에서� 주1회� 이상,� 실행단계에서� 수시� 운영,� 평가단계에서� 월� 1회�

이상� 회의를� 운영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음.� 지침에� 따라� 협의회가� 운영되

었고� 회의자료� 및� 회의록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 결정� 및� 관련정보가� 협의체� 위

원들에게�전달되어짐

¡ 다만,�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1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기

반조성� 과정에서� 긴박하게� 진행되다보니� 행정이� 결정된� 사항� 등을� 제안자를� 비롯한�

민관협의체� 위원들과� 신속하게� 공유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또한,� 사업실행단계

에서는� 민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운영내용을� 이해당사

자들이�제대로�알지�못하는�경우도�많았음

3)� 갈등관리�

¡ 갈등이란�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희소한� 가치나� 자원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며�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음(주재복·한부영,� 2006)11).�

이러한� 갈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체가� 있어야� 하며,� 갈등� 주체� 간� 목표가�

양립불가능�상황이어야�하며,� 주체간의�상호작용이�역동성을�가질�때� 가능함.�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이해관계� 갈등,� 가치�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 등으로� 유

11) 주재복・한부영(2006), 갈등 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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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화할�수�있음(채종헌,� 201212))

<� 갈등원인에�따른�갈등�유형� >

구분 내용

이해관계�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에� 대해� 서로� 경쟁하거나� 이해관계의� 분배� 방법�

및� 절차�등에� 대해� 서로�다른� 입장을�지니는�경우

가치�갈등 가치관이나�신념체계,� 종교와�문화� 등에� 대한�시각차가�있는�경우

사실관계�갈등
어떤� 사건이나� 자료,�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해석차이로� 갈등이� 발생하

는�경우

구조적�갈등
사회구조나� 제도� 등� 갈등당사자� 외부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한� 갈등(절

차상�문제)

¡ [GMO로부터�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서� 가장� 큰� 갈등은� 행복중심이� 사업을� 제안하

고� 친환경급식과� 담당자와� 처음� 만나면서� 발생함.� 행복중심은� 서울시가� 친환경급식

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한정되어� 있고,� 장류� 등의� 가공

식품은� GMO� 식재료에� 노출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떤� 원재료로� 된� 급식을� 먹고� 있

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 대한� 문제인식을�가지고� 학교급식의�근본적� 변화를� 원하고�

있었음.� 하지만� 친환경급식과는� 당시� ‘전통장� 담그기�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어서� 행복중심의� 제안을� 체험과�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고,� Non-GMO급식이� 기존

에� 하던� 사업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사업으로� 행정적� 어려움� 등을� 얘기해�

서로� 확연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가치� 갈등을� 경험함.� 이에� 행복중심은� 당시� 사업

제안을� 먼저� 했던� 도봉구청의� 협치조정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다음� 회의부터는� 함

께� 친환경급식과� 담당자와� 만나� 서로의� 이견을� 좁혀� 가게� 됨.� 자치구� 협치조정관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을� 촉진하며� 민관� 협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으

로,� 민의� 경력을� 가진� 사람이� 관에� 들어와� 행정을� 경험하고� 있기에� 행복중심과� 친환

경급식과� 양쪽의� 생리를� 모두� 이해하고� 차이를� 조율해가는� 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

었음�

¡ 시정협치형� 사업은� 정교한� 정책기획과� 설계가� 아닌� 현장의� 요구에서� 사업이� 출발하

기� 때문에� 현장경험에� 집중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때� 초기� 기획과�

최종� 결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음.�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은� 시정참여형과� 다르게

숙의강화,� 제안과� 실행을� 잇는� 민관협의체� 구성과� 운영,� 그리고� 협치를� 촉진하고� 지

원하는� 역할로서� 협치지원관이� 존재함.� 협치지원관은� 협치� 취지가� 훼손되거나� 상호�

간� 갈등이� 포착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함.�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서� 민관이� 가치� 갈등으로� 인한� 상황에� 자치구� 협치조정관이� 중재

12) 채종헌(2012), 환경갈등 해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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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했다면,� 도봉구로� 한정하여� 제안했던� 사업을� 동북4구로� 확장하여� 시정협치형�

사업에�적합하도록�조율한�것은�협치지원관의�중재가�있었음�

¡ 협치에서� 제3자의� 개입은� 다양한� 경쟁� 및� 갈등� 상황에서� 협의를�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제3자의� 역할로는� 협상당사자간� 신뢰� 증진시키기,� 현안에� 대해� 정확한�

이해� 확보하기,� 해결책에� 대한� 장애물을� 명시하기� 등이� 있고,� 성공적인� 제3자의� 역

할로서�당사자�사이의�비합리성�감소시키기,� 해결책의�탐색�촉진시키기,� 일방의�방해�

시� 그� 불이익� 부각시키기�등이� 가능함.� 제3자의� 중립성은�합의형성에�중요한� 요소로

서�제3자가� 개입하는�경우에� 공정성이�있으면� 효과적인�역할� 수행이� 가능하며,� 경쟁

당사자들이�제3자의� 중립성에�대한� 상호인식이�있을� 경우� 합의형성이�용이함,� 제3자

가�조직성,� 신속성,� 전문성을�가지면�그� 역할은�더욱�효과적임

¡ 한편,� 문제해결에� 있어� 협력이� 반드시� 좋거나�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며� 오히려� 갈등

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님(Hardy� &� Phillips,� 199813)).� 경험적으로� 민주적� 거버넌

스는� 무난하게� 추진되지� 않으며� 대부분� 심각한� 갈등이나� 퇴보,� 경합을� 동반하게� 됨

(Brinkerhoff,� 198814)).� 그래서� 정치적�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보는� 연구자들은� 참여

적� 정책과정에서� 협력과�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라� 지적함.� Robbins� &� Judge(2015)15)도� 갈등은�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 순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주장함.�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가치를� 지원하는�

것은� 조직을� 위해� 순기능적이며� 건설적인� 갈등이지만,� 반대로� 조직의� 목표나� 가치를�

해치는� 것은� 역기능적이며� 파괴적인� 갈등으로� 볼� 수� 있음.� [GMO로부터� 안전한� 학

교급식]에서의� 갈등은� 협치� 초기� 단계에서� 민관의� 가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오

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더� 많은� 대화를� 유도하여�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촉

진하는�순기능적�갈등이라고�볼� 수� 있음

¡ 갈등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호� 간� 신뢰라고� 할� 수� 있음.� 협력적� 거버넌스

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협력과정에� 참여한�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신뢰� 형성이� 우선되

어야� 함.� 신뢰는� 상대방이� 특정행위를� 할� 것이라는� 기대를� 기반으로� 중요한� 것을� 잃

을� 수� 있어도� 상대방에게� 맡겨지는� 취약성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의미함(Mayer� et�

al.,� 199516)).� 이와�같은�신뢰관계의�형성은�신뢰받는�사람(trustee)이�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진실성(integrity)� 등의�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 가능함.�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을� 해소해가면서� 참가자들� 간에� 서로의� 능력과� 좋은� 의도를� 경험하면

서� 신뢰가� 형성될� 수� 있고,� 유사한� 갈등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갈�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음.� 시정협치형� 사업은� 숙의과정을�강화하고� 있는데� [GMO

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숙의과정을� 거치며� 충분한� 설득의� 과정을� 통해� 서로의�

13) Hardy, Cynthis & Nelson Phillips(1998), Strategies of engagement: Lessons from  the 
critical examination of collaboration and conflict in an interorganizational domain, 
Organization Science, 9(2): 1998

14) Brinkerhoff, D.(1998), Democratic Governance and Sectoral Policy Reform, USAID
15) Robbins, S.P. & Judge, T.A.(2015), Organizational Behavior(16ed), Prentice Hall
16) Mayer, R. C., Davis, J., & Schoorman, F. (1995).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0(3), 709–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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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줄이고� 신뢰를� 형성해� 공동의� 목표� 합의에� 도달하였음.� 설사� 합의에� 실패했

을� 경우에도�소통의� 상호작용은�과정적� 정당성� 또는� 신뢰가� 형성되는�과정이기에�토

론� 또는� 논쟁과는� 구별됨(Connor� &� Oppenheimer,� 199317)).� 즉,� 참여와� 숙의는�

단순히� 정치적� 균형을� 달성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단의�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결에

서부터� 문제해결� 방식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것까지� 과정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행위

자들의�상호작용적�과정은�거버넌스의�집합적�효율성을�달성할�수� 있도록�함

4)� 참여촉진

¡ 권한위임(empowerment)은� 협치� 주체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이

며� 가장� 고도화된� 협치의� 형태임.� 지금까지의� 협치의� 방식은� 위원회� 등을� 통한� 정책

자문,�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공모사업� 참여,� 민간위탁사업� 수탁을�

통한�공공서비스의�전달자로서의�참여로� 구분될�수� 있음.� 정책자문에�그치는�위원회,�

민관이�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행정이�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수준의� 공모사업,� 제한된� 집행권한을� 가지는� 민간위탁사업� 등� 제한적�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음(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례보고서,� 2018).� 민관이� 함께� 의제를� 설

정하고,� 정책목표와� 방향을� 결정하고,� 공동집행·평가를� 하는� 새로운� 협치모델이� 필요

하며,� 그러한� 모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 민은�

부여받은�권한에�대한�책임성을�강화하는�것임� �

¡ 권한위임은� 행정과� 민이� 갑을관계가� 아닌� 민이� 정책의� 공동생산자,� 협력자로서� 수평

적인� 역할관계를� 추구하는� 것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분류하고� 인

력을� 배치하며,� 협치� 주체들이� 책임감� 있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구

축하는�것임.� 권한위임의�수준이�높을수록�목표달성�수준이�높아지며,� 협치에�참여한�

주체들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자극과� 성공으로� 인한� 성취감을� 느끼며� 궁극적으로�

시민력이� 향상되게� 됨.�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서� 행정은� 제안자인�

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자로서� 수평적인� 관계를� 가지며� 사업을� 함께� 설계하였으

나,� 권한위임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음.� 실제적으로� 사업�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민이� 해야� 하는� 역할보다� 관이� 풀어가야� 할� 역할이� 더� 많았고,� 민은� 여전히� 제한적�

참여에�그치는�경우가�많았음� �

17) Connor, G.E. & B.I. Oppenheimer(1993), Deliberation: An untimed value in a timed game, 
in L.C. Dodd & B.I. Oppenheimer(eds), Congress reconsidered(5th ed), CQ Press: 315-330



- 48 -

<� 권한위임의�효과� >

¡ 권한위임은�민관� 간� 이루어질�수� 있지만�또� 다른� 축은� 서울시와�자치구� 간의� 권한위

임도� 필요함.� 친환경급식과가� 사업에� 대한� 정책수행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각�

자치구� 전담부서에서는�자치구� 사정에� 맞는� 정책이� 수립되고�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

해야� 하나� 본� 사업� 진행시� 놓치고� 있는� 부분임.� 서울시가�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보다�

자치구에� 예산과� 더불어�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 수준에서�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정

책이�실행될�수� 있도록�지원해야�함�

¡ Non-GMO급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도봉구,� 서대문구의� 경우� 자치구� 수준에서� 거

버넌스를� 구축하고� 민과의� 협력을� 통해� 활발하게� 진행함.� 도봉구의� 경우� 2018년� 지

역사회혁신계획� 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사업으로� 안착되어� ‘협치

GMO-OUT’포럼과�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함.� 협치포럼은� 18명(민14,� 관

3,� 중간지원조직1명),� 워킹그룹은� 8명(민3,� 관3,� 중간지원조직2명)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2018년� 한� 해� 동안�각각� 1회,� 3회� 운영됨.� 이곳에서는�학교급식�차액지원�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교육내용� 및� 운영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하

게�이루어짐.� 특히,� 사업에� 참여하는�학교를�대상으로�현수막을�설치하여�실행주체들

에게�자부심을�느낄�수�있게�하고�지역사회에�홍보하는�효과도�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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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대문구의� 경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치(2012.11)하여� 마을생협,� 집밥협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민간단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관협치로� 다양한� 먹거리� 정책

을� 수행해� 옴.� 2018년� 2월에는� 농식품부� 지역� 푸드플랜� 선도지자체로� 선정되어� 지

역� 내� 먹거리� 심층실태조사와�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및� 먹거리� 현안분석� 등을� 통해�

지역의� 정책과제를� 도출함.� GMO로부터�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에도� 참여하여� 식생활

교육을�활발하게�진행함.� GMO�이론,� 실물모둠활동(64개�학급,� 2,275명),� GMO�및�

전통장� 강사� 양성교육(40명),� 안전한� 먹거리� 정책� 포럼� 개최(130명)� 등을� 개최함.�

2019년은�교육비�예산이�책정되지�않아�시행하지�못하고�있으나� 2020년은�예산�책

정키로� 함.� 부처간� 협업은� 부족하지만� 개별� 사업별로� 거버넌스가� 구축� 운영� 중이며,�

푸드플랜�수립을�위한� TF팀� 운영�및� 향후�거버넌스를�구축할�예정임�

4.� 성과

1)� 효과성·효율성�

¡ 굿거버넌스� 요소로서� 관료제와� 시장기제와� 비교하여� 협치의� 방식이� 효과적이고� 효율

적인� 방식이었는지가� 중요한� 분석지표로� 구성되어� 있음(김의영,� 201118)).� 시민참여

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은� 정량근거와� 정성근거를� 통해� 협치진단지표를� 만들어� 참여자

들에게�단계별로�자체적으로�작성하여�사업을�평가해볼�수�있도록�하고�있음

<� 협치진단지표� >�

18) 김의영(2011), 굿 거버넌스 연구 분석틀: 로컬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0(2), 209-234.

평가�영역 평가�요소

진단�내용 참조�사항

연번 응답 진단�지표
정량

근거

정성

근거

사

전

단

계

협치에

관하여

절차적

호응

(절차성)

A-1 모두 사업추진�과정이�협치적�방식인가?

적정한

의제

(적합성)

A-2

민
수행하려는�의제사업에�협치의�방식이�

적합한가?관

기

획

단

계

협치를�

위하여

수평적

관계

(관계성)

A-3 모두
민/관의�상호�역할을�이해하고�상대의

의사결정을�존중하는가?

보장된

숙의

(숙의성)

A-4 모두
의제와� 관련된� 사람들의� 숙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는가?

기

획

서

상호적

책임

(책무성)

A-5 모두
사업�수행�전�관련�주제들�간의

책임/분장이�합의되었는가?

업무분

장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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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중심과� 친환경급식과는� 모두� 협치적� 방식이� 아니었다면� 서울시가� Non-GMO급

식을� 시도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에� 크게� 동의함.� 행정에서도� 필요성을� 느끼

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민이� 적절한� 시기에� 좋은� 제안을� 해주었고,� 시민참여예산� 시

정협치형� 사업이라는� 제도적� 틀을� 기반으로�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

행함

¡ 2018년� 6개� 자치구� 67개� 학교,� 49,127명의� 학생들에게� Non-GMO급식을� 제공할�

수� 있었고,� 2019년은� 부서� 본예산� 사업으로� 안착되어� 13개� 자치구,� 80개� 학교를�

대상으로� Non-GMO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은� 20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

획임.� 2018년� 예산은� 10억(사용금액� 6억4천만원)19),� 2019년� 예산은� 8억6천만원,�

2020년�예산은�아직�미정임

¡ 2018년� Non-GMO� 식생활교육이� 6개� 자치구에서� 이루어짐.� 제안자인� 행복중심이�

성북구와� 도봉구의� 교육을� 담당하였고,� 행복중심� 강사진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GMO이론교육,� 교구활동,� 요리활동� 등을� 진행함.� 육종과� GMO의� 차이점,� GMO작

물의� 종류와� 만들어지는� 과정� 등에� 대한� 이론수업� 및� 도전골든벨,� 불고기를� 올린� 연

두부� 실습� 등� 학생들이�쉽게�이해할�수� 있는�다양한�방식으로�식생활�교육�프로그램

을� 실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음식을� 가깝게� 느끼고�

Non-GMO학교급식의�중요성을�알게� 됨.� 노원구에서는� Non-GMO� 가공품� 지원학교�

중� 7개� 학교,� 760명을� 대상으로� 전통� 고추장� 담그기� 행사를� 실시,� 학부모협동조합

인�촌장�협동조합에서�노원구와�MOU를�체결하여�프로그램을�진행함

¡ 2019년은� 친환경급식과� 자체� 사업으로� 사업참여�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1회� 진행,� 영양교사� 생산지(담양)� 1박2일� 체험� 연수� 1회� 진행,� ‘서울시� 찾아가는� 식

생활�교육’으로� Non-GMO교육과�전통장�교육을� 100여� 차례�진행함

19) Non-GMO 가공식품 차액지원 9억, Non-GMO 건강먹거리 교육프로그램 1억

수

행

단

계

협치를

통하여

현장적

반응

(반응성)

A-6 모두
협치가�시민들의�요구에�부응하는데

기여하는가?
설문지

민주적

운영

(민주성)

A-7 모두
협치적�원리/정신이�사업과정에

구현되는가?

평

가

단

계

협치를

향하여

사업적

효과

(효과성)

A-8 모두 협치가�사업목적의�달성에�효과적인가?
사업

지표

결

과

보

고

서

공유된

가치

(공유성)

A-9 모두
주제들�간에�협치를�향한�유익함이

공감되는가?

사회적

자본

(지속성)

A-10 모두
협치의�방식에�대한�사회적�자본이

형성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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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MO� 가공식품� 보급과� Non-GMO� 교육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친환경� 농산물� 이용� 및� 보급� 확대로� 도농상생� 실현이

라는�사업목적을�달성함

<� 자치구별�식생활�교육� >

강북구
GMO교육과�토리티야�쌈� 만들기�진행

(7개교� 22학급� 500여명)

도봉구
GMO교육과�불고기�올린� 연두부�또는� 궁중떡볶이

(10개교� 79개반� 1,700여명)

노원구 GMO교육과�전통고추장�만들기�진행(7개교� 760명)

성북구 GMO교육과�불고기�올린� 연두부(8개교� 33학급� 660명)

강동구 GMO교육(8개교� 73학급� 2,077명)

서대문구
GMO교육과�식용유·간장·된장� 바로알기

(9개교� 92학급�학생� 2,208명,� 급식관계자� 3개교� 70명)

2)� 영향력

¡ 영향력(impact)은� 증명되기� 보다는� 개선되는� 것이며,� 판단되고� 평가되기� 보다는� 지

향되고� 캐물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에� 성과(performance)를� 표현하던� 산출물

(outputs)이나� 결과물(outcomes)과는� 다른� 개념이고� 가치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어떠한�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창출하였는지�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엇인지를�묻는�것은�의미�있는�과정임

¡ [GMO로부터�안전한� 학교급식]은� 건강한� 먹거리에�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

는� 가운데� 협치를� 통해� 학교급식을� 바꾸었고,�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에서� 부

서� 본예산� 사업으로�안착되어�제도화되는�성과를� 거두어�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함

¡ Non-GMO급식은� GMO� 식품이�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

을� 해소하였고,� 학생·학부모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에�대한�사회적�인식을�개선함

¡ GMO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뿐만� 아니라� 영양교사들도� Non-GMO� 먹거리의� 중

요성을� 알게� 되었으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에까지� 올바른�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함.� Non-GMO급식을� 학교에서� 처음� 접한� 아이들은� 전통장

류가� 가지는� 텁텁함으로�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면서�입맛이�변화되고�올바른�식습관을�형성하게�됨� �

¡ 시민과� 행정이� 수평적� 관계에서� 테이블에� 마주하여� 사업과�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

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있는� 수행이� 가능하였

으며,� 숙의과정에서�갈등을�조율하며�협치가�성숙해지고�민관의�협치역량도�향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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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도하지�않은�결과

¡ 선의(善意)에서� 출발한�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오히려� 의도하지� 않

은� 결과를� 부르는� 경우도� 있음.�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시민참여예산� 시

정협치형� 사업의� 취지와� 달리� 제안자와� 실행자가� 분리됨으로� 인해� 실행과정에서� 민

의� 참여가� 제한적이게� 됨.� 민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었지만� 실행단계에서는� 협의라

기보다는�점검,� 보고,� 결정사항을�공유하는�수준에서의�형식적�참여에�그치게�됨

¡ 시민제안이�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부서사업으로� 제도화된� 바람직한� 사례이지만,�

2018년에는� 시정협치형� 사업� 방침에� 따라� 민관협의체가� 정기적으로� 운영되었는데�

2019년� 부서의� 본예산� 사업이� 된� 이후로는� 민관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2019년은� 자치구� 교육비� 예산도� 별도로� 확보되지� 않고� 보조금� 지원과� Non-GMO�

가공식품� 안전성� 관리를�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준임.� 행정의� 입장에서� 민과

의� 협력� 이슈가� 더� 이상� 없는� 상황에서� 민관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음.� 하지만� Non-GMO급식이� 25개� 자

치구�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지� 않고�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루

어지고�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제도화로�가는� 과정까지� 민관협력의�필요성은�계속�

존재한다고�볼� 수� 있음� �

Ⅲ.� 분석결과� :� 요약�및� 시사점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8시정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중� 시민투표�

1위에� 선정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고� 시작한�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운

영된�사업으로�평가되고�있음

¡ 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핵심요인으로� 민관� 모두� ‘공동의� 목표’를� 언급

하였음.�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적어도� 아이들에게만

큼은� 유해성� 논란� 여부를� 떠나� GMO� 식재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합의가� 이

루어져�복잡한�제도변화의�과정을�이해당사자들�간의�협력을�통해�잘� 풀어감

¡ 또한,� 초기조건에서�권력-자원-정보(지식)� 불균형이�심하지�않았고,� 협력에�대한�긍정

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시민들의� 삶과� 관련된� 생활이슈로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짐

¡ 협력과정에�있어서는�사업제안자인�행복중심�및� 물품조달을�담당한� 동북4구공공급식

센터� 등이� 단체의� 이해를� 포기하고� 합의지향적� 자세로�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으며,� 상

호간� 이해를� 적절하게� 조율하였고,� 숙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시민투표에서� 1위에� 선정

됨으로써�협력에�자극과�동기부여가�되어�협력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함�

¡ 협치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적·맥락적� 요인과� 관련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의체에�참여하였고,� 사업범위� 및� 가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때� 제3

자의�중재를�통해�적절하게�해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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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협치를� 통한� 문제해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체감하며�

Non-GMO급식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의� 변화,� 올바른� 식생활� 문화�

확산�등의�의미있는�변화를�이끌어냄

¡ 시정협치형에� 참여했던� 사업의� 경험자들은� 행정은� 시민제안� 사업을� 기존에� 추진해오

던� 사업� 틀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으며,� 내용은� 협치지만� 형식적,� 절차적인� 면에서�

사업방식은� 여전히� 보조금� 틀� 안에�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음.�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

해� 행정이� 민에� 대한� 사업점검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통보

가� 아닌� 협의적� 태도를� 가져야� 함.� 특히,� 제안자가� 실행자로� 연결되지� 않은� 사업에

서�실행단계�이후�제안자의�참여가�원활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보완해야�함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절반의� 성공을� 거둔� 사례로� Non-GMO급식의� 완

전제도화를�달성하기�위해�협력적�거버넌스는�지금부터�다시�작동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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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요약� >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약

1.� 초기조건

권력-자원-정보(지식)불균형

민의�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 역량의�

균형은� 확보되었으나,� 정보접근성에서는� 불

균형이�불가피함

협력�또는�갈등의�선례
협치의� 핵심주체인� 민관이� 협력에� 대한� 긍정

적�경험을�가짐

문제(과제)의� 특성

Non-GMO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슈임에도� 학교급식에서� Non-GMO식품이�

제공되어야�한다는�합의가�이루어짐

2.� 협력과정�

과정에�헌신
사업� 제안자인� 민이�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고�

합의지향적�자세로�협력함

공유된�이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모

든� 협치주체들이�깊게�공감함

중간성과
민관이� 숙의과정을� 통해� 시정협치형� 최종심

사�시민투표에서� 1위로�선정됨

3.� 상황적·

맥락적�요인�

참여의�포괄성
Non-GMO급식과�관련한� 다양한�이해당사자

들이�민관협의체에�참여함

과정의�투명성
초기단계에서는� 과정의� 공유가� 원활하나� 이후� 실

행단계에서는�결정사항�공유정도로�이루어짐

갈등관리

Non-GMO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민관

의� 가치갈등이� 발생,� 제3자� 중재자를� 통해�

갈등을�해소함

참여촉진
초기단계에서는� 민의� 역할과� 책임이� 컸으나,�

실행단계에서는�권한위임이�이루어지지�못함

4.� 성과

효율성·효과성

협치적�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사업

으로� 학교급식의� 질의� 변화와�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기여

영향력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건강한� 먹

거리에�대한�인식개선과�문화확산에�기여

의도하지�않은�결과
제도화� 이후� 민관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하

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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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로부터�안전한�학교급식

Ⅰ.� 사례개요(Synopsis)�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20)으로�

2017년� 시민투표에서� 1위로� 선정되어�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 시행될�

수� 있었던�사업임�

¡ 사업의� 제안자인� 행복중심서울동북생협(이하� 행복중심)은� 서울시에서� 초중학교� 의무

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으나� 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

재료가� 친환경이� 아니라�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에� 한정되어� 있던� 상황에� 문제의식을�

느낌.� 특히� 급식에� 사용되는� 각종� 장류,� 양념류,� 식용유� 등의� 가공식재료는� 단가가�

높아� 친환경� 전환이� 어려우며,� 가공식재료에는�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식품21)이� 많아�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성장기� 아이들이� GMO식품을� 섭취

하게�되어�건강권�침해로�인한� ‘먹거리�질’,� ‘먹거리�인권’의� 문제가�대두됨

¡ 행복중심은�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을� 통해�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와의� 협력으

로�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용유와� 장류를� 6개� 자치구� 학교급식에� 차액지원할� 수� 있

는� 제도를� 구축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식생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먹

거리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확산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둠.� 현재는� 친환경급식과�

본예산사업으로�안착되어� 2018년� 6개� 자치구(67개�학교)에서� 2019년� 13개� 자치구

(80개�학교)로�확대되어�시행중임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례는� ❶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문제에� 대해�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싶은� 시민들(개인,� 단체)이� 행정과� 어떻게� 협력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해결방법을� 모색하는데� 활용도가� 큼.� ❷또한,� 필요한� 사업임에도�

행정적� 난관으로�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어렵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간의� 이해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하는� 행정에게� 시사점이� 큼.� ❸

마지막으로,� 협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협치주체들에게�갈등관리�방안을�모색해�보는�계기가�될� 것임

¡ 본�사례는�협치에�관심이� 있고�참여하기를�원하는�일반시민·민간단체,� 민과의�협력사

20)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이란 재정민주주의 관점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편성과정에 협치요
소가 결합하면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제가 생겨남. 시민참여예산은 사업범위가 구나 동 단위에 
국한된 사업인지, 2개 이상의 구 혹은 서울시 전반을 아우르는 사업인지에 따라 지역형과 시정협으로 
구분됨. 시정형은 실행과정의 시민참여 여부에 따라 다시 참여형과 협치형으로 세분됨. 시정협치형은 
시정참여형과 달리 숙의강화, 실행담보(민관협의체 구성·운영), 협치지원관의 개입 및 중재 등이 이루
어짐(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례보고서, 2018)

21) GM작물은 원래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작물을, GM식품은 GMO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가리
킴.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이 있도록 한 
농산물을 의미함. 여기서는 GMO식품이라고 명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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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공무원들,� 서로의� 관점과� 입장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민관합동�협치교육�등에서�사례학습으로�활용될�수� 있음

Ⅱ.� 학습목표(Teaching� Objectives)�

¡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협치사례에�적용하여�개선방안을�찾아본다.� →핵심질문1,� 2와� 연결

¡ 협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양상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법을�모색해본다.� →핵심질문3과�연결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 단계별� 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탐구한다.� →핵심질문4와�연결

Ⅲ.� 핵심질문(Key� Questions)�

1.�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

는가?�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2.� 협치의� 핵심은� 민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것이다.� 더�

성숙한� 협치를� 위해서는� 이제� 참여가� 아니라� ‘참여의� 질’이� 더� 중요하다.� 본� 사례의�

계획-실행-평가의�협치�과정�속에서� ‘참여의�질’을� 높이기�위한�방안은�무엇인가?�

3.�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 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하

였는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사례에서� 제3자가� 중재하는� 방법� 이외에� 당사자들� 간

에�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4.�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 단년

도� 사업으로� 끝나고� 2019년은� 부서사업으로� 제도화되어� 더� 이상� 민(행복중심)의� 참

여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협치를� 통한�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모든� 학교의�

Non-GMO급식� 완전제도화를� 위해� 민(행복중심)은� 어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까?�

Ⅳ.� 티칭노트

오프닝

¡ 강사는� 학습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함� :�

“여러분�중� 자녀가� 있으신� 경우�학교� 급식� 모니터링� 봉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있

으신�분은�손을�들어�주세요.”�



- 59 -

¡ 손을� 든� 사람� 중� 한명을� 지목하여� 학교� 급식� 모니터링� 봉사� 경험담을� 요청하고,� 모

니터링�중�식재료�원산지를�확인했는지�질문함

¡ 식재료� 원산지를� 확인해보면� 대부분의� 농축수산물은� 국내산임.� 서울시농수산식품공

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올본)22)를� 통해� 조달되므로� 무

농약,� 친환경�등의�인증마크가�있는�식재료가�많다는�점을�사진을�통해�설명해줌

¡ 더불어�서울시�무상급식�및� 친환경�급식�현황을�간략하게�설명하여�이해를�도움�

-� 현재� 서울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해왔고,� 2018

년� 10월� 2021년까지� 국공사립학교� 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

식을�시행한다고�발표함

-� 현재는� 9개� 자치구� 96개교� 3학년생� 2만4천여� 명을� 대상으로� 고교� 무상급식을� 시범

실시하고�있으며,� 2020년� 고2,고3까지,� 2021년� 고1,고2,고3까지�전면시행할�계획임.�

-� 2009년�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

학년�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서시장과� 가락시장에�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를�운영하고�있음

¡ 하지만� 급식� 모니터링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바로� 장류,� 양념류,� 식용유�

등의� 가공식품이며,� 그러한� 가공식품은�비용문제로� 대부분� GMO식품인� 경우가� 많으

나� 표기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며� 아이들이� 학교급식을� 통해� GMO

식품에�노출되어�있다는�점을�깨닫도록�함�

<� 학교급식에�제공되는�친환경�식재료� >

22)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에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적정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
급하여 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발전 도모를 위해 설립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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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학부모가�학교�급식�모니터링�활동�경험담을�블로그에�게시한�것을� 인용23)

¡ GMO� 식품에� 왜�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 있는지� GMO표시제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

함

-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GMO표시제를�실시,� 더욱이� 완제품에� GMO� DNA나� 단백질

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사용여부를� 표시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식품,� 가공식품에� 모

두� GMO를�표시하도록�하는� EU에�비해� 매우� 허용적임.� 먹거리운동단체들은� GMO제

품을�원재료로�사용한� 모든�식품에� 사용� 여부를�표시하는� ‘GMO완전표시제’를� 정부에�

요구하고�있음

-� GMO가� 가공식품� 내� 함량� 순위� 5위� 안에� 들어가면� 표시를� 해야� 한다는� 식품위생법�

조항에�따라� 5위� 안에�들어가지�않는�다른�식품에는�표시되어�있지�않음

-� 식용유,� 간장,� 증류주,� 참치통조림�등� 가공식품들을� GMO� 식품� 표시� 대상에서� 합법적

으로�제외하는�규정을�단서조항으로�신설

-� 전� 세계�유통하는� 18가지� GMO�중� 오직� 7가지� GMO(콩,� 옥수수,� 유채�등)만을�표시

대상으로� 하는� 규정과� 비의도적혼입치24)가� 0%인� 경우에� 한해서만� Non-GMO표기할�

수� 있는�조항이�있음

-� GMO의� 표시대상이� 아닌� 다른� 모든� 식품에는� 그� 식품이� GMO가� 아니더라도�

Non-GMO와�같은�표시를�할�수�없다는�조항이�있음

2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webcodi1&logNo=220977623944(2017.4)
24) 비의도적혼입치는 GMO가 의도치 않게 섞일 수 있는 비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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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표시실태�및� GMO작물�가공과정� >

<� 한국과� EU의� GMO�표시제�비교� >

¡ GMO표시제에�대한�찬반입장을�설명해주고,� GMO식품이�학교급식�식재료에�사용되

는� 것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학습자들에게� 질문.� GMO표시제에� 허용적일지라도�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학교급식에� GMO식품이� 사용되는� 것은� 반대할� 것임.� 더불어�

GMO식품에�대한�유해성을�추가적으로�설명하여�이해를�돕도록�함

<� GMO표시제�찬성반대�근거� >

찬성근거 반대근거

Ÿ 안전성� 논란이� 있는� GMO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침해

Ÿ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부형제와� 희석제�

등� 보조물에�대한�표기� 필요

Ÿ 오히려� 완전표시하면� GMO에� 대한� 소비

자의�부정적�인식을�줄이는데�기여할�것

Ÿ GMO표시제는� 수입식품에� 대한� 과학적�

검증� 불가능

Ÿ 국내�식품의�역차별과�생산비용�증가

Ÿ 소비양극화,� 고용감소�

Ÿ Non-GMO� 원료를� 조달하는데� 어려움� 및�

무역�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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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O의�부작용� >

Ÿ 유전자조작�면화밭에�방목한�양� 수만�마리� 폐사(인도,� 2007)

Ÿ 유전자조작�콩을�먹은� 쥐가�나은� 새끼� 55%가�사산(러시아,� 2005)

Ÿ 유전자조작� 식물� 속의� 유전자가� 이를� 섭취한� 동물과� 사람에게� 전이될� 가능성� 발표(독일,�

2000년)

Ÿ 영국의료연합,� 유전자조작식품의�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인체� 내� 항생제� 내성을� 키움으로

써�건강을�위협(영국,� 1999년)

Ÿ 유전자조작�감자를�먹은�쥐의� 간,� 면역기능�저하(영국,� 1999년)�

¡ 그동안� 급식운동·먹거리� 운동� 단체들은� GMO� 등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고,� 유해성� 논란� 여부를� 떠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

서� 학부모들은� 학교급식에서� 아이들이� 어떠한� 원재료로� 구성된� 식품을� 먹는지� 먹거

리� 질을� 따지기� 시작함.� 학교의� 영양교사들은� 가급적�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서울시가� 친환경급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쌀과� 김치에� 한정되어� 있고,� 대

부분의�식재료는�영양교사의�선택에�달려있어�재량적

¡ 이러한�일상의�사회문제에�대한�문제의식을�행복중심은�해당�자치구에� Non-GMO학

교급식을�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러한� 제안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시민

참여형�사업을�통해� 6개� 자치구로�확대되어�시행하게�됨

#� 강사는� 오프닝을�통해� 주제에� 대한� 관심을�환기하였다면�사례분석보고서를�통해� 사례

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어� 학습자들이�사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다음� 토론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함.� 사전에�사례분석보고서를�발송하여�내용을� 숙지하고�오게�하거나,�

교육장� 안에서� 시간을�주어� 내용을�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음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1.�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는가?� 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 질문1에�대한�토론에�들어가기�전에�학습자들에게�민관협력의�경험이�있는지�질문을�

하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들어봄.�

팀을� 구성해� 앉아� 있는� 경우� 팀끼리�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보도록� 토론시간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임.� 반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잘� 되었을� 때� 어떠한� 점이� 좋

은� 성과를� 가능케� 하였는지�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함.� 팀별로� 나온� 내용을� 강사가� 칠

판에�적거나,� 구두상으로�정리해주도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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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에� 대한� 토론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이라

는�것의�기준이�무엇일�될�수�있는지�설명해서�토론의�방향성을�제시해�줌

협력적�거버넌스

¡ 협력적� 거버넌스는� 자기� 조직화하는� 자율적인� 조직(정부와� 민간)� 사이의� 구조화된�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사회적� 조정방식을� 활용하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

해�기존의�경계와�정책을�넘어서는�공동의�통치과정

¡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사회문제� 해결과� 삶의� 기회를� 창조하기� 위한� 통치방식-혁신적

인�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공동의� 의사결정과정,� 우리가� 직면한� 본질적인� 사회문제를�

가장�효과적으로�해결할�수� 있는�거버넌스�방식을�활용하는�것

¡ 정부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특정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

여하여�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

공공기관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비정부�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통치방식(Ansell� &�

Gash,� 2008)

¡ 하지만�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가�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주체와� 방

식� 등에� 대한� 이해와�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확장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그� 목적인� 사회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방식을� 추구하

기�때문으로�이해됨

성공적인�협력적�거버넌스�기준

¡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운영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게� 제

시되고�있지만�크게� 2가지�유형의�연구로�구분

¡ 첫�번째� 유형은� 효과적인�협력적� 거버넌스의�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제도설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연구(이명석� 외,� 2009)25).� Sullivan� &� Skelcher(2002)26)는� 효

과적인�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 및� 상황인식,� 다양한� 조직

간� 차이� 및� 역량인식,� 효율적인� 의사소통,� 적절한� 참여자� 선정� 및� 연결,� 갈등해결,�

위험부담,� 창의적인�문제해결�방안�강구�및� 자기관리�등의�기술이�요구된다고�주장

¡ 두� 번째� 유형은�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와� 과정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연구를� 들� 수�

있음.� Ansell&Gash(2008)27)는�협력적�거버넌스에�영향을�미치는�성공적�요인을�중

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인� 협력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적� 요인으로� 선행� 조건,� 제도적� 설계,� 리더십� 요인을� 들고� 있음.�

협력과정의� 구성� 요소로� 대면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형성,� 거버넌스� 과정에의� 몰입,�

이해의� 공유,� 그리고� 중간단계의� 성과� 점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협력적�

25) 이명석·배재현·양세진(2009), 협력적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사회적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
학회보, 18(4): 145-171

26) H. Sullivan & C. Skelcher, Working Across Boundaries: Collaboration in Public Services, 
Palgrave, 2002

27) Ansell,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JPART), 18, 54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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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라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선행조건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

에�참여할�수� 있는� 유인과�제약요인을�제시하고�있음.� 즉,� 참여자간�권력의� 균형,� 자

원,� 정보의� 비대칭의� 존재하거나� 갈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거버넌스에�참여할�유인이�약화된다는�것.� 마지막으로�참여의�포괄성,� 협의체의�독점

성,� 명확한� 운영규칙,�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된� 제도적� 설계와� 촉진적� 리더십이� 협력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Politt(2003)는� 각� 행위자들의� 협력의� 유용성에� 대한�

공감이� 협력유인이나� 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초기조건이�

된다고�보고� 있음(오철호･고숙희,� 201228)).� 한편,� Bryson� et� al.(2006)은� 초기동의,�
리더십,� 정당성획득,� 신뢰형성,� 갈등관리,� 명료한� 계획을� 협력과정의� 성공요인으로�

보고�있음

¡ 이러한�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사례분석보고서에서�제시된� 기준을� 보여� 주고� 이에� 기

반하여�토론하도록�함.� 기준이�없을�경우�피상적�수준의�토론이�될� 수� 있음

<� 분석기준� >

28) 오철호･고숙희(2012),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출소예정자의 취업창업지원 융합
행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27-49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소�정의

1.� 초기조건

권력-자원-정보(지식)불균형

협력에서� 참여들간의� 영향력� 불균형을� 일으

킬� 수� 있는� 권력과� 자원,� 정보� 차이� 해소� 여

부� � �

협력� 또는� 갈등의�선례
현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의� 선례와�

협력�기반� 조성� 여부� �

문제(과제)의� 특성
해결할� 문제가� 참여자들간의� 충분한� 공감대

가�형성된�과제인지의�여부�

2.� 협력과정�

과정에�헌신
참여자들의� 필요나� 과제가� 협력과정을� 통해�

해결되면서�상호의존성�형성�

공유된�이해
논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공동으로�결정

중간성과
협력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될� 사업� 중간� 과정

에서�성취한�작은�성과�

3.� 상황적·

맥락적�요인�

참여의�포괄성 사업의�정성적/정량적인�성과� �

과정의�투명성
사업의� 결과가�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

적�변화

갈등관리
사업의� 결과가�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변화� �

참여촉진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주체의� 다양성과�

참여의�개방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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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례는�성공적이다

¡ 현재� 우리나라� 협치수준을� 고려하였을� 때� 민관이� 협력하여� 정책을� 만들고� 제도화까

지�했다는�측면에서�매우�성공적임

¡ 협치주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고집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

자는�큰� 취지에�공감하고�조금씩�양보하여�타협했던�측면이�성공적임

¡ 제안자인�민과� 실행자인�행정뿐만� 아니라� 교육청,� 자치구,� 영양교사,� 학부모� 등� 다양

한�이해관계자들이�민관협의체에�들어와�함께�논의를�했다는�점에서�성공적임

¡ 협치에�있어서� 가장� 어려운� 갈등의� 문제에� 있어�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등� 제3자가�

개입·조정해서�사업이�좌초되지�않고�갈등을�극복해갔다는�점에서�성공적임

이�사례는�성공적이지�않다

¡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의� 특성상� 민관협의체가� 권고에� 따라� 구성되고� 지침에�

따라� 운영되었다는� 것이� 자발성을� 저해하여� 진정한�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보기� 어려

움

¡ 제안과� 초기� 기획단계에서는� 민의� 참여가� 활발하였지만� 이후� 제안자가� 실행자가� 되

지� 않아� 실행에서의� 참여가� 부족하고� 너무� 행정중심으로� 실행된� 것� 같아� 올바른� 거

버넌스라고�보기�어려움�

¡ 취지도�좋고� 결과도� 좋지만� 과정에� 있어� 민의� 참여가� 제한적이고�민에게� 권한위임이�

잘� 이루어지지�않아서�높은�수준의�협치라고�보기는�어려울�것� 같음

¡ 양쪽의� 입장을� 듣고� 사례분석보고서� 분석내용을� 통해� 성공적인� 측면과� 그렇지� 못한�

측면을�설명하고�토론을�정리함

4.� 성과

효율성·효과성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

행과�결정한�내용에�대한� 공개�방식

영향력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하는�장치나�단위�

의도하지�않은�결과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정� 참여를�

촉진하는�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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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요약>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2.� 협치의� 핵심은� 민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해간다는� 것이

다.� 더� 성숙한� 협치를� 위해서는� 이제� 참여가� 아니라� ‘참여의� 질’이� 더� 중요하다.�

본� 사례의� 계획-실행-평가의� 협치� 과정� 속에서� ‘참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약

1.� 초기조건

권력-자원-정보(지식)불균형

민의� 이슈에� 대한� 전문성이� 뛰어나� 역량의�

균형은� 확보되었으나,� 정보접근성에서는� 불

균형이�불가피함

협력�또는�갈등의�선례
협치의� 핵심주체인� 민관이� 협력에� 대한� 긍정

적�경험을�가짐

문제(과제)의� 특성

Non-GMO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슈임에도� 학교급식에서� Non-GMO식품이�

제공되어야�한다는�합의가�이루어짐

2.� 협력과정�

과정에�헌신
사업� 제안자인� 민이� 자신의� 이해를� 포기하고�

합의지향적�자세로�협력함

공유된�이해
건강한� 먹거리� 제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모

든� 협치주체들이�깊게�공감함

중간성과
민관이� 숙의과정을� 통해� 시정협치형� 최종심

사�시민투표에서� 1위로�선정됨

3.� 상황적·

맥락적�요인�

참여의�포괄성
Non-GMO급식과�관련한� 다양한�이해당사자

들이�민관협의체에�참여함

과정의�투명성
초기단계에서는� 과정의� 공유가� 원활하나� 이후� 실

행단계에서는�결정사항�공유정도로�이루어짐

갈등관리

Non-GMO급식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민관

의� 가치갈등이� 발생,� 제3자� 중재자를� 통해�

갈등을�해소함

참여촉진
초기단계에서는� 민의� 역할과� 책임이� 컸으나,�

실행단계에서는�권한위임이�이루어지지�못함

4.� 성과

효율성·효과성

협치적� 방식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사업

으로� 학교급식의� 질의� 변화와� 아이들의� 건강

증진에�기여

영향력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건강한� 먹

거리에�대한�인식개선과�문화확산에�기여

의도하지�않은�결과
제도화� 이후� 민관협의체가� 원활하게� 작동하

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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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치사업은� 사업� 시행� 전� 과정(계획-실행-평가)을� 민관이� 협의하여� 함께� 추진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음.� 기존� 협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민관이� 함

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위원회제도를� 통해� 정책자문으로� 역할이� 제한되거나,� 행

정이� 민간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한다는�취지로� 사업비를�지원하고�그에� 따른� 결과보

고와� 정산을� 진행할� 뿐� 해당사업의� 추진과정에� 민관의� 협력이� 만들어지거나� 결과가�

시� 정책에�반영되지�않는다는�것임�

¡ UNESCAP의� 굿거버넌스를�비롯하여�거버넌스를�평가하는�많은�분석틀들은�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제시하고� 있지만,� 모든� 평가요소에는� 참여성을� 전제하고�

있음.� 협치서울의�한계를�넘어� 더� 성숙한�참여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로�가기�위해서

는�참여의�질이�개선되어야�함

<� 굿버거넌스�요소� >

*� Sheng� Y.K.,� What� is� Good� Governance?,� 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s� for� Asia� and� the� Pacific)�

¡ 강사는� 본� 사례에서� 협치주체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주고� 각� 단계

별�참여의�질을�높이기�위한�방안을�토론하도록�함

¡ 협치주체들의� 단계별� 참여� :� ❶계획수립단계에서는� 제안자인� 행복중심과� 서울시� 친

환경급식과가� 서로� 긴밀히� 논의하며� 숙의과정을� 거쳐� 사업계획을� 완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민관협의체에� 들어와� 기반조성과� 사업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며� 활발하게� 거버넌스가� 작동됨.� ❷사업실행단계에서는� 제안자인�

행복중심이�물품조달�입찰에� 참여하지�않는� 것으로� 합의하면서�참여할� 수� 있는� 기회

가� 적어짐.� 대신� 행복중심은� 성북구와� 도봉구�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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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MO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참여함.� 실행단계에서� 친환경급식과는� 행복중심

과의� 관계보다는� Non-GMO급식을� 실행하는�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과� 설명회,� 간담

회� 등을� 통해� 더� 밀접한� 상호작용을� 함.� Non-GMO급식은�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학교의� 영양교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역할은� 행복중심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직접� 수행함.� ❸사업평가단

계에서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민관협의체� 위원� 및� 참여학교� 영양교사들이� 함께� 모여�

사례를�공유하고�사업을�평가하는�기회를�가짐

¡ 특히,� 본�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로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방침이� 있음을� 알려주어�단계별�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쉽도록�

안내해줌.�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있어�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1회� 이상,� 사업실행단

계에서는� 필요시� 수시� 운영,� 사업평가단계에서는� 월1회� 이상�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권고사항으로�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서의� 담당자에� 따라� 지켜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재량적인� 사항

임을�주지시킴

<� 민관협의체�구성·운영� >

¡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팀별로� 질문에� 대해� 토론하도록� 시간을� 주고,� 팀별로� 나온� 단

계별�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 제시된� 방안들에� 대해� 개인적� 피드백을� 주도록� 함.� 피

드백을�줄�때�아래�내용을�참고하도록�함

¡ ❶계획수립단계에서는� 주1회� 이상� 권고사항을� 지키기에� 큰� 무리가� 없을� 것임,� 오히

려� 예산수립과�사업계획�세부안을�수립해야�하는� 행정의� 입장에서�수시로� 민과의� 만

남을� 필요로� 할� 것임.� 이에� 더� 많은� 권한위임을� 통해� 행복중심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참여�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료히� 하는� 것도� 권한위임에� 따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임.� 또한,� 급식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는� 학생과� 학부

모� 등의� 일반시민들이� 시민투표� 이외에�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욕구조사,� 간담회� 등�

참여구조를� 마련하도록� 함.� ❷사업실행단계에서는� 행복중심이� 물품조달을� 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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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실행자가�되지� 못하였고� 민관협의체�운영지침에도�필요시� 수시� 운영으로� 되어� 있

기� 때문에� 민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구조가� 약함.� 제안자가� 실행자가� 되

지� 못했을� 때는� 고려하여� 운영지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월1회� 등으로� 변경하여�

실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민관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Non-GMO급식은�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확산이� 중요하므로� 교육에� 있어�

민에게� 더� 많은� 권한위임을� 부여함(참여� 자치구� 교육전담,� 공동교재� 개발� 등).� ❸사

업평가단계에서는� 시정협치형� 사업에� 제시되는� 평가지표� 외에� 사업의� 특성과� 관련하

여� 민관이� 함께� 추가적으로� 합의지표를� 구성할� 수� 있어� 사업� 종료� 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함.� 사업평가에� 나온� 내용들이� 차기�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되는� 지� 여부를�

민관이�함께�점검하는�과정도�필요함

<� 참여의�질을�제고하기�위한�단계별�방안� >

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평가단계

Ÿ 민의� 개입이� 큰� 시기로� 더�

많은� 목표,� 자원,� 권한을�

배분해�민의� 주도성�확보

Ÿ 시민투표� 이외에�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마련

Ÿ 제안자가� 실행과정을� 점검

하고� 논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시운영에서�

민관협의체� 월� 운영� 횟수�

규정을�부여하도록�수정

Ÿ 사업실행(물품조달)이� 불

가능하더라도� Non-GMO�

문화확산을� 위한� 교육부분

에� 있어� 민에게� 더� 많은�

권한을�위임

Ÿ 사업특성에� 맞게� 민관이�

합의지표를� 만들어� 공동평

가�수행

Ÿ 평가에� 나온� 내용이� 차기�

사업계획수립에� 반영되었

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과

정을�제도화

¡ 토론내용을� 마무리� 하며� 그동안� 서울시� 협치의� 최대� 걸림돌은� 민과� 관의� 권한과� 책

임의� 불균형이었으며� 현재� 서울시� 협치의� 방향이� “참여에서� 권한으로”� 시민의� 적극

적�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설명함.� 서울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고� 정책추진과정에서�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함(2019.7.25.).� 이를� 통해� 서울시� 예

산의� 5%(1조,� 2022년� 목표)를� 시민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

는� 시민숙의예산제를�실행하기로�함29).� 권한위임은�행정과�민이� 갑을관계가�아닌�민

이�정책의�공동생산자,� 협력자로서�수평적인�역할관계를�추구하는�것임.� 공동의�목표

를� 달성하기� 위해� 업무를� 분류하고� 인력을� 배치하며,� 협치� 주체들이� 책임감� 있게� 의

29) 올해는 시범적으로 △사회혁신 △여성 △복지 △환경 △민생경제 △시민건강 등 6개 분야에 제한적
으로 적용됨. 올해 위원회에서 편성 할 예산은 1300억원으로 내년 2000억원, 2021년 6000억원, 
2022년 1조원까지 늘어남.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시민참여예산제(700억원)’와는 별도로 운영(한겨레, 
2019.07.24.)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03191.html#csidxc6242692ee9daeebc8afae0c5dd9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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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결정할�수� 있도록�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임을�강조하며�마무리함�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3.�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 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하였는가?�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사례에서� 제3자가� 중재하는� 방법� 이외에� 당

사자들�간에�갈등을�해소할�수� 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 서로� 다른� 주체들이� 만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일하다

보면� 갈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됨.�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협력의� 경험� 속에서� 겪은� 갈

등의� 사례를�서로�나누도록� 시간을�줄� 수� 있음.� 인상적인�경험을� 가진� 1-2명의� 학습

자�혹은�팀별로� 1명씩�자신의�경험을�전체에게�나눌�수�있는�기회를�부여함

¡ 강사는�한국사회에�만연한�다양한�갈등의�사례(예,� 세대갈등,� 남북갈등,� 지역갈등,� 이

념갈등� 등)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험담(예,� 부부� 간� 갈등,� 고부갈등)을� 애기하면서� 학

습자들이�일상�속에서� 겪는� 갈등의�경험을�쉽게�찾을�수� 있도록�유도하는�것도�좋은�

방법임

¡ 토론에�앞서�사례분석보고서를�참조하여�갈등이�무엇인지,� 왜� 갈등이�발생하는지,� 갈

등의�순기능과�역기능에�대해�설명하여�갈등에�대한�이해를�돕도록�함

¡ 갈등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복수의� 이해당사자들이� 희소한� 가치나�

자원에� 대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며�상호작용하는�역동적인�상황으로�정의

할� 수� 있음(주재복·한부영,� 2006)30).� 이러한� 갈등이� 성립하기�위해서는�갈등의� 주체

가� 있어야� 하며,� 갈등� 주체� 간� 목표가� 양립불가능� 상황이어야� 하며,� 주체간의� 상호

작용이�역동성을�가질�때� 가능함�

¡ 갈등은� 원인에� 따라� 이해관계� 갈등,� 가치� 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적� 갈등으로,� 주

체에� 따라� 정부가� 당사자인� 갈등,�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갈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음

(채종헌,� 2012)

¡ 갈등에� 대한� ❶초기� 접근방식은� 모든� 갈등은� 나쁘다고� 가정함.� 사람들은� 갈등을� 부

정적으로� 보았고,� 그�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기� 위해� 폭력,� 파괴,� 비합리성� 등과� 비슷

한� 말로� 사용함.� 갈등은� 악영향을� 끼치며� 피해야� 할� 것으로� 정의됨.� ❷갈등의� 상호

작용적� 견해(Interactionist� view� of� conflict)는� 조화롭고,� 평화스럽고,� 조용하며,� 협

동적인�집단은�정적이고,� 냉담하며,� 변화와�혁신의�필요성에�대해�무감각해지기�쉽다

는� 전제하에� 갈등을� 장려함.� 이러한� 관점은� 갈등이� 집단을� 생동감� 있고,� 자기비판적

이며,� 창조적으로� 될� 정도로� 최저� 수준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장려함.� 상

호작용적� 견해는� 모든� 갈등이�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음.� 기능적(functional)�

갈등은� 집단의� 목표를� 지원하며� 성과를� 향상시켜� 주며,� 건설적인� 형태의� 갈등임.� 반

대로� 역기능적(dysfunctional)� 갈등은� 파괴적� 갈등으로,� 조직의� 성과를� 방해하는� 갈

30) 주재복・한부영(2006), 갈등 유형별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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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임.� 기능적� 갈등과� 역기능적� 갈등은� 갈등의� 유형(업무갈등,� 관계갈등,� 과정갈등)31)

을� 고려하여� 구분할� 수� 있음.� 연구결과에� 따르면� 관계갈등은� 마찰과� 상호적대감을�

발생시켜� 목표달성에� 방해가� 되어� 거의� 항상� 역기능적이며,� 낮은� 수준의� 과정갈등과�

낮거나� 적당한� 수준의� 업무갈등은� 매우� 특별한� 상황에� 한하여� 기능적일� 수� 있음.� ❸

갈등관리에� 초점을� 둔� 견해는� 갈등을� 장려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며�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갈등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생산적인� 갈등� 해

결방안에�더� 초점을�둠(Robbins� &� Judge,� 2015)

<� 갈등의�원인�유형화� >

31) 업무갈등(task conflict)은 작업의 내용과 목표에 관한 갈등, 관계갈등(relationship conflict)은 개인
적인 관계에 기초한 갈등, 과정갈등(process conflict)은 어떻게 작업을 완수할 것인지 방법에 관한 
갈등임

구분 내용

원인

이해관계�갈등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에� 대해� 서로� 경쟁하거나� 이해관

계의� 분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는�경우(예:� 쓰레기�소각장�및�매립장�반대운동)

가치�갈등
가치관이나� 신념체계,� 종교와� 문화�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경우(예:� 새만금�사업과�사패산�터널� 반대운동)

사실관계�갈등

어떤� 사건이나� 자료,�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해석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예:� 과학기술의� 한계가� 갈등의� 원

인이�되는� 경우)

구조적�갈등
사회구조나� 제도� 등� 갈등당사자� 외부의� 상황적인� 요인

에�의한�갈등(절차상�문제)

주체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갈등

개인대�

개인/집단갈등

개인과� 집단간� 갈등은� 규모가� 작고� 제도� 내에서� 대부분�

해결가능

집단간갈등

오염자가� 오염을� 통해� 경제적,� 물질적� 이익을� 얻는� 반

면,� 피해자는�건강�등

물질적,�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얻는� 경우� 및� 과학기술

의� 안정성과� 생명가치� 등에� 대한� 가치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당사자인

갈등

정부

간갈

등

수직적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수평적

중앙정부-부처간

광역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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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유형을�환경갈등에�적용하여�유형화한�것임(채종헌,� 2012)

갈등이�협력을�촉진한다

¡ 민과�관은�조직운영�원리,� 추구하는�가치,� 언어,� 문화� 등이� 달라�함께� 협력하다� 보면�

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함.� 하지만� 행정은� 형식과� 틀에� 얽매여� 고정된� 생각에서� 벗

어나지� 못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민은� 현장의� 필요에� 민감하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여� 행정이� 시도하지� 못한� 것을� 추동할� 수� 있음.� 서

로의� 차이가� 시너지를� 일으켜� 현장밀착형�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음.� 내용과� 목표에�

따른� 업무갈등은� 너무� 높지� 않다면� 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행복중심은� 큰� 목표

에서는� 친환경급식과,� 동북4구공공급식센터,� 영양교사� 등과� 공감했지만,� 세부목표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치차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함.� 갈등은� 파트너십을� 좌초시키기�

보다� 더� 많은� 대화와� 협의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더�

긴밀한�협력을�촉진시킴

갈등이�협력을�방해한다

¡ 갈등이�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긴장감,� 생동감,�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지

만� 실제� 협치의� 현장에서� 협치� 참여� 주체들�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갈등으

로� 협치� 자체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음.� 행복중심도� 사업제안을� 하고� 친환경급식과와�

처음� 미팅을� 했을� 때� 먹거리에� 대한� 관점이� 너무� 달라� 합의를� 보지� 못하고� 끝나� 자

치구� 협치조정관의� 도움을� 받거나� 사업영역과� 관련하여� 서울시� 협치지원관의� 중재로�

목표에� 합의할� 수� 있었음.� 중재역할을� 해줄� 수� 있는� 제3자가� 없었다면� 민과� 행정의�

간극을�좁이는데�힘들었을�것이고,� 원활한�협력을�이루어낼�수� 없었을�것임

생산적인�갈등해소�방안

¡ 강사는� 양쪽의� 입장을� 듣고� 협치에서� 갈등이� 필연적이라면� 갈등이� 협치과정에서� 목

표를� 달성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생산적인� 갈등이� 되도록�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

안이�무엇인지�학습자들에게�고민해보도록�함.� 특히,� 협치현장에서�중재자가�항상�존

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제3자의� 중재� 외에� 당사자� 간� 노력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

는�방법을�모색하도록�함

¡ 갈등을� 해소하려면� 갈등의� 원천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음.� 본질적으로� 구조

정부

와주

민간

갈등

정부와

주민

중앙정부-주민

광역자치단체-주민

기초자치단체-주민

정부와

시민단체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와�시민단체간



- 73 -

적인� 문제인지,�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개인적� 변수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다른� 해결

책이� 제시될� 수� 있음.� ❶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 방

식,� 목표의�적합성,� 보상체계,� 상호간�의존성,� 내용의�전문성,� 역할의�명확성�등을�의

미하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하지만� 목표를� 합의하고,� 학습자

들의� 역할을� 명료하게� 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고,� 참여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손해보는(lose)� 느낌을� 받는� 당사자가� 없게� 하며,�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

고� 서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음.� ❷의사소통으로� 인한� 문

제는� 주고받은�의미의� 난해함,� 오해,� 의사소통� 경로에� 있는� 소음에� 의해� 발생가능함.�

의사소통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을� 때� 갈등의� 발생가능성이� 커지는� 경우가� 있어� 서

로� 상호이해가� 가능한� 적당한� 수준의� 의사소통� 기회를� 가져야� 하고,� 민관협력에서�

문제가� 되는� 정보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회의자료� 사전� 공유,� 회의록� 기록,�

회의록� 사후� 공유� 등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면

대면대화’는� 협력을� 촉진하는� 요소로� 의사소통� 경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소

음� 등을� 제거할� 수� 있음.� 가급적� 서면으로� 소통하기� 보다는� 면대면대화가� 갈등을� 해

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❸개인적� 변수는� 구조적인� 문제보다� 해결책을� 찾기

가� 더� 어려울� 수도� 있음.� 협치도�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일

이므로� 개인의� 성격,� 감정,� 그리고� 가치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상대방의� 말투

가� 맘에� 안� 들어서,� 일하는� 스타일이� 달라서,� 성격이� 불같아서,� 정의롭지� 못하고� 정

치적이어서�등의� 개인적� 변수가� 의외로� 갈등을� 유발하는�요인으로�크게� 작용하는�경

우가� 많음.� 이쯤� 되면� 협치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라는�자포자기�상태에� 이를� 수� 있

으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존중해주는�태도를� 잃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변화될� 것임.�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 가끔� 복지부동에� 빠진� 공무원도� 마을활동가의� 열정과� 헌신에� 감동하여� 우호적인�

파트너로� 바뀌는� 경우가� 있음,� 반대로� 민이� 승진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무

원을�만나면�뜻을�모아�지역사회의�변화를�속도감�있게�추진해볼�수�있음

�

<� 갈등�해소�방안� >

구조적�문제 의소통의�문제 개인적�변수

Ÿ 목표합의,� 역할명료화,� 참

여에�대한� 적합한�보상

Ÿ 서로의� 전문성� 및� 상호인

정

Ÿ 적절한�수준의�소통횟수

Ÿ 정보불균형� 해소� :� 회의자

료� 사전공유,� 회의록� 기

록,� 회의록�사후공유�등

Ÿ 면대면�대화

Ÿ 개인의� 성격,� 감정,� 가치�

등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

중하는�태도

¡ 강사는� 내용을� 마무리하며� 갈등처리� 의도에� 따라� 경쟁(competing),�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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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borating),� 회피(avoiding),� 수용(accommodating),� 절충(compromising)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해줌(Thomas,� 1992)32).� 갈등에� 직면하였을� 때� 갈등을� 회피

하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수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니면� 모두가� 이기거나�

모두가�지는�결과를�피해�승자도� 패자도�없는�절충을�하고�적당한� 만족을�찾는�경우

도� 많음.� 즉,� 상당부분� 갈등을� 처리한� 결과가� 당사자들이� 갈등의� 범위를� 제한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일정�

정도� 포기하는� 수준에서� 절충을� 함.� 모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지만� 서로의� 관심사

를� 최대한�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면� 협동을� 통해� 사람들은� 양쪽의� 목표가� 모두�

성취되는� 윈-윈� 해결책을� 강구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그렇지� 않고� 당사자

들이�자기의� 이익만을�주장하는�경우� 경쟁상황에�이르러� 갈등이� 심화되고�행정도� 민

도�아무�것도�달성하지�못하고�협치가�좌초되는�상황에�이를�수� 있음을�주지시킴

<갈등�처리�의도의�측면>�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4.�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2018년�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으

로� 단� 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2019년은� 부서사업으로� 제도화되어� 더� 이상� 민(행

복중심)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협치를� 통한� 서울시� 무상급식� 대상� 모든�

학교의� Non-GMO급식� 완전제도화를�위해�민(행복중심)은�어떠한� 대응전략을�수

립해야�할까?�

32) K. Thomas, Conflict and negotiation process in organizations, in M.D. Dunnette & L.M. 
Hough(eds.),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2nd ed., vol3.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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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는� 먼저�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사업의� 한계점과� 민의� 참여가� 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한�상황인지를�설명해줌

¡ 2017년에� 35개의� 협치서울의제사업,� 2018년에는� 15개의�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실행되었고,� 2019년에는� 35개� 시정협치형� 사업이� 추진되었음.� 기존� 협치가�

가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의제선정을� 위한� 공론과정의� 부

재,� 지방계약법에� 따른� 발주자� 대� 수행자� 간의� 계약방식,� 서울지� 정책(사업)임에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민간의�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 짧

은� 수행� 기간과� 단� 년도로� 제한된� 사업기간,� 행정이� 부서� 칸막이를� 넘는� 융합적� 의

제추진� 방안이� 부재한� 점� 등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음(시정협치형� 사례보고서,�

2018)

¡ 더욱이� 2019년은� 친환경급식과� 본예산� 사업으로� 안착되어� 시정협치형� 사업의� ‘민관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않음.� 또한,� 2018년은�전체�예산� 10억중� 1억이�교육예산으로�편성되어�있었으

나,� 2019년은� 교육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않아� 보조금� 지원과� 안전관리를�주된� 사

업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2018년� 6개� 자치구,� 2019년� 13개� 자치구로� 확대되고�

있지만� 25개� 자치구의� 무상급식� 대상� 모든� 초중고교에� Non-GMO급식이� 정착될지

는� 미지수임.� 2018년� 상반기는� 사업기반� 조성을� 하고� 하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예산을� 다� 쓰지� 못하게� 됨(6억4천만원� 사용).� 이로� 인해� 2019년� 예산은� 10억에서�

8억6천만원으로�삭감되었고,� 2020년� 예산이� 충분하게�확보될� 수� 있을지� 미정임.� 인

터뷰한� 영양교사들은� 주변에�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영양교사들이� 있으나� 예산�

및� 홍보부족으로�신청하지�못하는�경우가�있었다고�함�

¡ 강사는� 아직� 많은� 숙제가� 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학습자들이�민이�취할�수� 있는�대응전략이�무엇인지�고민해보도록�함

¡ 1년의� 사업기간� 동안� 행복중심이� 사업� 이후� Non-GMO학교급식� 이슈에� 대한� 장기

적�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점.� 최근� 마켓컬리,� 쿠팡로켓프레시� 등�

신선한� 식재료를� 새벽배송하는� 서비스가� 늘고� 식품대기업들이�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을� 대대적으로� 런칭하고� 있고,� 환경친화의� 유기농� 이념과는� 거리가� 먼� 외국산� 유기

농산물의� 수입도� 확대되는� 등� 공급시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살림,�

아이쿱,� 두레,� 행복중심� 등� 생협이�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음33).� 더욱이� 급속한� 성

장기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경영역량� 부족,� 매장운영의� 어려움,� 정체성의� 위기� 등

을� 토로하고� 있음.� 생협은� 단순한� 조직체가� 아닌� 사회혁신의� 중심세력으로써� 사회이

슈에도�민감하게�대응하며�영향력을�가진� 조직이나�점차� 운동의� 동력을� 잃어가고�있

다는� 우려도� 있음34).�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제안자인� 행복중심이� 사업에� 대한�

영향력과�주도권을�확보하는데�여력이�부족했던�것으로�보임� �

¡ 민주적� 거버넌스를� 정치적� 과정의� 하나로� 보고,� 참여를� 형식적� 수준에서가� 아닌� 권

33) 유기소농 한국의 마지막 비상구, 생협, 에코뷰(2005.09.25.) http://ecoview.or.kr/node/3988
34) 아이쿱생협 경영 20년사, 좌담회에 대한 현장기록, 사회적경제미디어 라이프인(2017.09.05.)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ifein7070&logNo=22160234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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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의� 관계� 속에서� 재사고� 할� 경우� 민주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은� 좋은� 제도

나� 규범� 설계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이를� 추동하는� 민주적� 교섭력이나� 민주적� 대항권

력과� 같은� 정치사회적� 힘이� 중요함.� Fung� &� Wright(2003)는� 참여적� 거버넌스� 일

지라도� 민의� 대항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부에� 포섭되거나� 보여주기식�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 민주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진� 대항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

스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디자인의� 디테일뿐� 아니라�

제도� 내부와� 주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이� 중요.� 협력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대항력이� 필요하며,� 이때� 대항력은� 정부에� 맞서� 싸우

는�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표출된� 적대적� 대항력과는� 다른� 협력적� 대항력이�

적절한�형태임35)

¡ 행복중심은�협력적� 대항력을�가지고� 관주도의�협력이� 아니라�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

원하는� 협력으로�거버넌스�구조를� 재편성해야�함.� Non-GMO급식과� 같은� 이슈는� 주

도권� 싸움이나� 갈등이� 첨예한� 이념이슈가� 아닌� 국민의� 알권리,� 안전문제� 등� 생활이

슈이기에� 명분(Cause)을� 가지고� 민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사안임.� 이를� 위해�

문제해결력,� 정책전문성,� 정치력� 등을� 강화하여야� 함.�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협력적�

대항력을� 키우기� 위한� 민의� 역량� 강화� 방법을� 질문하고,� 학습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3가지�기준으로�맞춰서�정리해�주는�것도�좋은�방법임

<� 민의�협력적�대항력�강화�방안� >

문제해결력�강화 정책전문성�강화 정치력�강화

Ÿ 시민력은� 강한� 결사체를�

통해� 나오고,� 그� 결사가�

공공성을� 만들어내면서� 사

회를� 변화시킴.� 충분한� 경

험과� 성과,� 자원을� 가진�

먹거리운동,� 급식운동� 개

별네트워크들의� 각개� 전투

가�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대응36)

Ÿ 행정의� 일방적� 정책구상과�

실현에� 민이� 참여하는� 방

식이� 아니라� 민이� 의제를�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

고,� 집행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진보적

이고� 혁신적� 리더의� 존재

는� 참여적� 거버넌스에� 개

방적이어서� 정책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유리한� 환경

임)

Ÿ 행복중심이� Non-GMO급

식� 이슈에� 국한되지� 않고

Non-GMO급식을� 넘어�

건강한� 먹거리� 이슈� 전체

를� 조망하고,� 의제를� 설정

하고,� 의제를� 위한� 역량을�

결집하여야�함

Ÿ 행정과의�협상력�강화

35) 이은주(2019), 민주적 거버너너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 구성에 관한 실천사례 연구, 성공회
대 박사논문

36) 2018년 GMO 완전표시제 관련 국민청원 결과 사회적협의회가 만들어졌지만 사회적협의회의 소비자
단체들이 참여중단을 결정해 한 발짝도 현실적으로 이어나가지 못했고, 다시 정부 대책을 촉구함. 이
는 GMO 완전표시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산업계와 완전표시제 도입을 전제로 논의하자는 
시민·소비자단체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에 기인함. 이로운넷(2019.10.02.)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8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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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는� 민이� 역량을� 갖춘� 후� 취할� 수� 있는� 전략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학

습자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해줌.� 참여자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팀별로�

제안한� 내용들을� 정리해주고,� 서울먹거리마스트플랜� 2020과� 2030,� 서울시먹거리안

전관련정책,� 서울시급식관련정책37)� 등�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Non-GMO급식� 이슈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부서� 단위사업이� 아니라� 서울� 먹거리� 정책의� 큰� 정책방향성과�

통합되어야함을�강조하며�마무리함

¡ 전략방안으로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해볼� 수� 있음.� ❶단기적으로는� 시정협치

형� 사업� 지침� 변경(사업종료� 후� 민관협의체� 지속적� 운영� 권고),� ❷중기적으로� 기존�

서울시먹거리마스터플랜2030에� 정책반영(현재� 2020플랜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상생

부분-도농상생� 공공급식을� 위한� 교육홍보� 및� 도시거버넌스� 구축,� 안전부분� GMO알

권리�및� 선택권�확보�등만�명시되어�있음.� 2030플랜에� Non-GMO급식을�과제로�포

함시킴),� 서울시� 먹거리� 안전� 관련� 정책에� GMO가공식품� 점검� 포함,� ❸장기적으로�

25개� 자치구� 모든� 학교� Non-GMO급식을�시행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개정� 혹은� 새

로운�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수� 있음(현재� Non-GMO급식� 차액지원은� ‘친환경학교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기반하여� 시행되고� 있음,� 학교급식은� 교육부� 소

관� ‘학교급식법’에� 근거함).� 또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대안� 마련,� 실질적� 예산지원과�

공신력있는� 공급체계� 마련,� 교육청의� Non-GMO학교급식� 계획마련� 요구,� 중앙단위

의�거버넌스�구축,� GMO식품� 수입금지�등을�요구하는�애드보커시�활동을� 전개해�나

감

<� 민의�단계별�전략�방안� >

단기 중기 장기

Ÿ 시정협치형� 사업� 지침� 변

경� 요구:� 사업종료� 후� 민

관협의체� 지속적� 운영� 권

고

Ÿ 서울시먹거리마스터플랜

2030에� Non-GMO급식�

정책반영�요구

Ÿ 학교급식법� 개정� 혹은� 새

로운�조례� 제정� 추진

Ÿ 중앙단위� 거버넌스� 구축�

추진

Ÿ 교육청� Non-GMO학교급

식�계획마련�추진

37) 학교 급식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서울시의 경우 급식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급식과, 청소
년정책과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우수 식재료 지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등을 시
행(예산은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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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서울-먹거리마스터플랜2020� >38)

<� 2030� 서울�먹거리�정책�지향점� >

38) 지속가능한 먹거리 도시서울 - 서울 먹거리 마스터플랜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124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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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먹거리�안전�관련�정책� >

*�서울시 예산서(2017),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2017)

구�분 주요내용 담당

어린이집�평가체제�운영 어린이집�상시�평가체제운영을�위해�부모모니터링단�운영 보육담당관

친환경급식�안심식재료�
지킴이단�구성�운영

친환경급식� 안심식재료� 지킴이단� 모집·구성(약� 1,000여명).�

친환경급식�인식�제고를�위한�산지체험�활동
친환경급식과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운영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의�식품위생에�관한�지도.�위

해식품,�불량식품�판매여부�등�확인� (250명)
식품정책과

시민‧전문가�참여�식품안전�
관리체계�운영

식품안전대책위원회� 운영(년� 1회,� 3개� 분과위원회� 2회� 및�

임시회의�등�개최).�수도권식품안전실무협의회�운영
식품정책과

식품안전�감시�및�대응
식품�제조·가공·유통·판매업소�지도점검,� 수거검사.� 유해식품�

안전성�수거검사,�식품위생�사각지대�특별관리�등
식품정책과

축산물�수거검사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안내책자,� 위생점검� 가이드북� 등�

제작�배부.�축산물위생�지도점검
식품정책과

축산물�이력제�실시 소�사육농가의�출생�소�개체별�귀표�부착 식품정책과

농수산물�수거�검사
대형마트,� 재래시장,� 소매점� 등� 유통되는� 농수산물� 등에� 대

해�수거검사.�부적합�농수산물�압류·폐기
식품정책과

건강기능식품�관리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소�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유통�

건강기능식품�안전성�확보를�위한�수거검사
식품정책과

어린이집�공급�식재료�
방사능�검사(주민참여)

양천구� 소재� 어린이집� 식재료에� 방사능� 검사비� 지원� (150

건)
식품정책과

원산지표시�지도�점검
음식점�조리용�쇠고기�및� 농수산물�원산지�검정�시료�수거.�

원산지�표시�실태조사�및�홍보,�계도�활동
식품정책과

공중위생업소�위생서비스�
관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용� 민·관� 합동� 교차� 점검(8회).� 정기�

집합교육�등
생활보건과

식품�안전성�검사
식품내� 유해성물질� 및� 품질에� 대한� 검사.� 식품첨가물,� 기구�

및�용기‧포장�안전성�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유통농수산물�안전성�검사
도매시장� 경매� 및� 강남·강북지역�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중금속�등의�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유통식품�기획검사�강화
유통식품� 안전성� 검사를� 위한� 기획수거� 검사.� 부정･불량식
품의�사후�행정제재�및�품질관리�강화

보건환경연구원

가짜식품�판별�검사 농수산물�원산지�검사,�가짜식품�판별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안전성�검사 쇠고기�원산지�판별,�이력추적제�검사�등�축산물안전성�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식품매개성�감염병�
감시망�운영

병(의)원�및�보건소로부터�설사환자�검체를�채취하여

감염병�및�식중독원인�병원체검사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예방을�위한�검사
위생미생물검사,�레지오넬라균�검사,�매개�모기�분포

조사,�식중독원인�수중�바이러스�검사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예방�및�관리 유통�중인�식품에�대한�노로바이러스�검사.�식중독균�추적관리 보건환경연구원

시도가축방역 인수공통�질병검사.�가축질병검사�및�예찰방역 동물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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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주요내용 담당

친환경�학교급식�지원
친환경�무상급식의�안정적·체계적�지원을�통한�보편적�교육복지�
실현�및�성장기�학생들의�건전한�심신발달�도모

친환경
급식과

우수�식재료�지원
친환경농산물� 60%� 이상� 사용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농·축산물�
구매에�따른�일반농·축산물과의�차액보조

친환경
급식과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
공공급식시설� 소요� 식재료에� 대하여� 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
를�통한�건강하고�안전한�식재료�공급

친환경
급식과

비인가�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중�대안교육기관�급식비�지원
청소년�
정책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운영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표준� 레시피� 제공.� 위생안
전·위생관리�지도�및�방문�컨설팅.�교육�프로그램�운영�등

식품정책과

어린이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어린이병원(9병실,� 231병상)�입원환자�식당�운영 어린이병원

은평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은평병원(7개�병동� 309병상)�입원환자�급식�제공 은평병원

서북병원�고객중심�의료서비스�제공 서북병원(116병실� 452병상)�입원환자�급식위탁운영비 서북병원

교육생�급식지원 교육생�및�강사�대상�급식제공� (91,018식) 인재개발원

<� 서울시�급식�관련�정책� >

*�서울시�예산서(2017),� 알기쉬운�서울시�예산(2017)

Ⅴ.� 사례정리(Summary)

¡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은� 시민의� 제안으로� 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사업을�

통해� 제도화된� 사업이고,� 서울시의� 선구적� 역할로� Non-GMO급식이� 전국적으로� 확

산되어�가고�있다는�점에서�교육적�가치가�있는�유의미한�협치사례임�

¡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의� 질(권한위임),� 갈등과� 갈등해소,� 지속가능한� 협치

를� 위한� 4가지� 핵심질문은� 학습자들에게�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

용하고,� 성찰할�수� 있는�기회를�제공할�것임

¡ 사례학습을� 운영하는� 강사는� 제시된� 이론이나� 제안이� 정답이� 아니므로� 이것에� 치우

치지� 말고� 학습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각� 질문과� 토론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며,� 교

육�대상(민,� 관,� 민관합동,� 중간지원조직,� 일반시민�등)의� 수준을� 고려하여�질문의� 난

이도와�결과물을�조정하는�등�목적에�맞게�활용하도록�함

¡ 강사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하여� 학습자들에게� 혼동을�

최소화하며,� 개별적으로� 자료나� 사례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여� 더� 풍성한� 토론을� 이끌�

수� 있음

¡ 서울시는�사례� 플랫폼을� 마련하여�본� 티칭노트를�활용해� 교육을� 수행한� 강사가� 교육

에서� 나온� 결과물(강의자료,� 토론결과물,� 논의내용� 등)을� 공유할� 수� 있게� 하며,� 협치

교육강사들� 간� 상호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로� 티칭노트를� 보완해가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보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례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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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

Ⅰ.� 사례개요

1.� 문제상황

¡ 방학천은� 도봉산에서� 발원하여� 중랑천으로� 흘러드는� 지방하천으로,� 창동,� 쌍문동,� 방

학동의� 행정� 경계를� 만들고� 있음.� 하천을� 따라� 연산군묘,� 정의공주묘,� 간송옛집과� 같

은� 역사문화공간과� 오래된� 은행나무,� 방학3동� 동사무소,� 아파트와� 저층주거단지의�

마을공동체�등� 생활공간이�함께� 어우러져� 있어� 오랫동안� 지역� 사람들의� 산책로가�되

었음.� 2001년� 도봉구청은� 1965년에� 형성된� 철거민들의� 무허가� 정착촌이�잦은� 하천�

범람으로� 안전� 우려가� 발생하자�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고� 범람� 문제� 해결과� 방학천�

복원을� 위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진행하였음.� 한편� 시민사회는� 자체적으로� 힘을� 모

아� 한집에� 한그루씩� 나무� 심기를� 하여� 생태녹지공원인� ‘발바닥� 공원’을� 개장하는� 등�

방학천�인근�지역의�활성화를�위한�노력이�민간과�행정�모두에서�노력이�계속되었음�

¡ 최근� 문제는� 방학천변� 일대에� 밀집된� 유해업소들이� 수년간� 영업을� 이어오면서� 주민

의� 통행을� 불편하게�하고� 청소년� 교육환경에�부정적인�영향을� 끼친다는�민원이� 반복

적으로� 발생한� 것임.� 구청은� 2016년� 5월�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일

부� 유해업소가�자진� 폐업하는�성과를� 얻기는� 하였지만�근본적인�해결책이�되지는� 못

했음.� 이에�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프로젝트가�시작되었음�

2.� 추진과정

¡ ʼ16.� 4월�유흥찻집�단속�시작�

¡ ʼ16.� 10월� 4일� 주민커뮤니티� 공간� ‘방학생활’� 개소,� 다수의� 주민모임을�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공간�운영�시작�

¡ ʼ17.� 1월� 13일� 방학천�거리변화를�위한�커뮤니티�거점�공간으로써의� ‘방학생활’� 운영�

방안�모색�위한�공간�운영�워크숍�개최�

¡ ʼ17.� 2월� 9일� 방학천�문화거리�만들기�주민설명회

¡ ʼ17.� 2월� 27일� 동북4구�도시재생워크숍�사례�발표

¡ ʼ17.� 4월� 13일� 구청장� 주재� 의제� 관련� 부서장� 회의�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일

자리경제과,� 지속가능발전과,� 보건위생과,� 물관리과,� 도시계획과�공동협의)

¡ ʼ17.� 4월� 13~24일� 민관파트너�실무협의�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문체과,� 마

을사경센터,� 방학생활공간지기,� 청년네트워크,� 협치위원,� 지역문화활동가�등� 10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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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개별�협의를�통해�민관협치의�필요성�공감�형성)�

¡ ʼ17.� 4월� 25일� 방학천�민관파트너�간담회.� 방학천�의제에�대한�공유�및� 논의

¡ ʼ17.� 4월�협치도봉구회의에서�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을�협치의제로�승인�

¡ ʼ17.� 5월~ʼ18.� 11월� 27일.� 방학천문화예술거리�민관� ‘워킹그룹’과� ‘포럼’�구성‧운영�
【� 2017년� 】

-� 5.17(1차� 회의):� 포럼�의장�선출,� 거리�조성�입주�작가�아이템�등� 논의�

-� 7.26(관련부서�실무자�회의):� 도시계획과,� 물관리과,� 문화체육과�실무�회의

-� 8.04(2차� 회의):� 사업�추진�사항�공유�협의�및� 포럼�구성�논의�

-� 8.10(3차� 회의):� 사업�추진�사항�공유�협의�및� 포럼�개최�일정�논의�

-� 8.23~25(방학생활�주민모임):� 방학생활�빈대떡�데이�등�주민�프로그램�운영�

-� 9.07(1차�포럼):� 사업�계획�공유�및�거리조성에�대한�기대,� 바람�등�의견수렴�

-� 9.20(방학천� 입주작가� 간담회):� 입주작가� 의견수렴,� 협치� 예산� 내용� 공유,� 방학천�

한글문화거리�주변�경관개선사업�수정�내용�공유

-� 9.27(4차� 회의):� 방학천�벽화�관련�협의�

-� 10.17(5차�회의):� 거리변화�성공사례�현장�탐방(동두천�디자인아트빌리지�탐방)

-� 11.01(2차� 포럼):� 민관협치� 생태계� 조성� 사례� 현장� 탐방(성수동� 소셜벤처밸리� 현� � � � �

장�탐방,�거리변화의�발전적�방향�모색)�

-� 12.28(조례�제정):� 서울특별시�도봉구�문화의�거리조성�및� 지원�조례�제정�

【� 2018년� 】

-� 2.06(입주작가회의):�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입주작가� 자치회� 구성.� 사업� 진행� 내용� 공

유�및� 의견수렴� �

-� 4.02(3차� 포럼):� 포럼� 구성� 변동사항� 및� 비전� 공유.� 민간중심의� 중간지원조직� � � � �

플랫폼,� 공간,� 인력�발굴.� 입주작가�안정화�및�지역주민과�교류방법�논의� �

-� 4.13(방예리� 개장식,� 상생협약� 체결식):� 입주작가� 자치회와�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개장식� 개최,� 상권� 활성화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건물주-입주작가-도봉구청간� 협약�

체결�

-� 8.25(프리마켓� 개최):�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 주관� 프리마켓(‘방학천문화예

술거리�여름산책’)� 개최�

-� 10.13(마실축제�개최):� 방학천예술거리�운영위원회�주관�미리�할로윈�파티�개최�

-� 11.09(4차�포럼):� 포럼�추진�경과�공유�및� 포럼�맺음�워크숍�논의�

-� 11.27(맺음워크숍):� 방학천� 거리변화� 추진� 경과� 공유,� 포럼의� 명과암� 나누기.� 협치의

제사업�종료�

¡ ʼ18.� 11.8�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방학천문화예술거리를�문화의거리로�지정�

¡ ʼ19.� 7.1� 도봉구�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구성‧운영
<도봉구�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구성�계획>39)

▸구성(7명):� 당연직� 2명⇒� 부구청장(위원장),� 행정관리국장(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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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2019년)� 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움직이는� 공방대표(연남동),� 서울산업진흥원� 콘텐

츠산업본부� 애니타운팀장,� 출판사� 꿈꾸는터� 대표(2017년� 방학천예술거리� 입주작가),� 수원문

화재단�공연부�팀장,� 덕성여대�법학과�교수�

3.� 협치주도행위자

¡ 방학천�문화예술� 거리� 조성의� 경우� 협치� 주도� 행위자는� 3단계(협치의제�선정� 전,� 협

치사업으로�추진�시,� 협치사업�종료�후)로� 나누어짐

� � *� 1대�포럼의장(ʼ17.5.17~ʼ18.4.2):�김연순(협치도봉구회의�의장,�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이사)

� � *� 2대�포럼의장(ʼ18.4.2~11.27):�지혜연(협치도봉구회의�위원,�사단법인�마을�이사)

¡ 그러나� 이� 모든� 단계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자발적� 주민주체조직인�

‘지역� 내� 활동가� 네트워크’와� ‘방학천� 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이� 존재함.� 마을공동

체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민모임� 대표,� 혁신교육지구의�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활동

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이들� 자생적� 주민

주체조직은� 매우� 느슨한� 연대체이며,� ‘시민모임’의� 경우는�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

고� 있음.� 이들� 주민조직은� 사업� 초기� 공간의� 공공성을� 지키고�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

여� 기반을� 만들었으며,� 공간� 변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핵심적인�역할을�하였음� �

39) 2019.6.24.일자 문화체육과 내부문서

� � � � � � � � � � � � 위촉직� 5명⇒�문화콘텐츠산업�종사자,�공연기획자�등�문화예술분야�전문가�

▸위원�임기:� 3년� (2019.7.1.~2020.6.30.)
▸주요�심의사항:�문화의�거리�지정,�거리조성�기본계획,�문화예술업종�육성�및�지원에�관한�사항�등
▸회의�운영:� 연� 2회�이상� 개최

협치의제�선정�전 협치사업으로�추진�시 협치사업�종료�후

협치

주도행위자

‘방학생활’� 주민운영단

(일명� ‘방학천사’)

‘협치방학천문화예술거리

포럼’

‘입주작가자치회’

(→‘운영위원회’)

문화의거리� ‘육성위원회’

비고

‘방학생활’은� 유해업소� 폐

업으로� 생긴� 공실� 1개를�

리모델링한� 커뮤니티공간

으로� 주민활동가들이� 자

발적으로�운영하였음

’17.4월� 협치의제로� 선정됨에�

따라� 협치포럼을� � 구성하여�

운영함

▸공방입주작가들의�자치회가�최
근� 상인들까지� 포함한� ‘방예리운

영위원회’로�확대됨

▸문화의거리�육성위원회는�기존�
협치포럼과� 인적구성� 및� 활동에�

있어서�연속성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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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여주체(*협치사업�추진�과정�중심)

5.� 주체별�역할

¡ 주민:�

-(협치의제� 선정� 전):�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의� 자치� 운영을� 통해� 거리변화

에�대한�지역주민들의�관심과�참여�조직

-(협치사업으로�추진� 시):� ‘포럼’과�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 사업의�계획→실행→평가의�

전단계� 개입.� (*‘방학생활’→‘방예리� 143� 아트� 스퀘어’로� 전환.� 사업� 담당부서� 마을공

동체→문화체육과로�이관)� �

-(협치사업� 종료� 후):� 입주작가들의� ‘자치회’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거리� 인프라� 조성�

관련�의견�제시�및� 실행에�참여,� 방학천�축제�및�아트마켓,� 행사�공동�개최� �

¡ 마을공동체과� :� 방학천� 거점� 공간� 및� 마을� 만들기를� 통한� 지역변화� 모색.� 주민커뮤

니티�공간� ‘방학생활’� 개소� �

¡ 문화체육과� :� 방학천� 문화거리� 만들기� 사업� 진행.� 공방� 입주작가� 선정� 및� 공방� 운영�

지원.� ‘방학천문화예술거리�지원센터’� 운영

¡ 보건위생과� :� 유해업소�단속�및� 상담을�통한�자진�폐업�유도

‘협치방학천문화예술거리포럼‘� 구성원 비고

민

(13)

구민참여단�

-수유화개�대표,�방학초등학교�교사,�방학1동�

자원봉사캠프장,�꿈땅�대표,�방학생활�운영단장,�

청년문화포럼�대표,�수제bee�대표,�방학2동�

주민,�은행나루마을방송국�운영위원회�위원,�

방학1동�통장,�쌍문2동�통장,�쌍문마을살이�팀장

지역주민,�

의제별전문가,�

커뮤니티촉진자,�

의제별�관련자�등�

협치도봉구회의 사회적협동조합�도봉이어서�이사 �

관

(7)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물관리과
▸도시계획과
▸일자리경제과

-지속가능발전과�민관협치�담당자

-마을공동체과�방학생활�담당자

-문화체육과�한글문화거리�조성�담당자

-물관리과�방학천�벽화사업�담당자

-도시계획과�방학천�주변경관개선사업�담당자

-보건위생과�방학천�유해업소�단속�담당자

-일자리경제과�담당자

담당�부서와�관련�부서�

중간

지원

조직

(2)

▸협치도봉사무국�
▸도봉문화재단�

-협치도봉사무국�협지지원관

-도봉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의회

(1)
▸구의원 -도봉구의회�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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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과� :� 볼거리�있는�방학천�벽화사업�디자인�진행

¡ 도시계획과� :� 방학천�주변�경관개선사업�진행�

¡ 일자리경제과� :� 젠트리피케이션,� 유해업소�업주와�노동자�일자리,� 청년�일자리�연계

¡ 협치도봉사무국� :� 포럼�및�워킹그룹�회의�소집.� 주체�간� 갈등�조정

6.� 핵심성과

¡ 유동인구도�거의� 없는� 낙후된� 유해업소�거리가� 매력적인�상점들과�볼거리가�있는� 공

간으로� 변화하여�청소년이�찾아들고�주민들이�밤에도� 안전하게�거닐� 수� 있는�지역사

회의�공공�거리�확보

¡ 사업의�계획단계만이�아니라� 실행� 단계까지�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협치체계� 구축과�

이에� 따른� 민과� 관의� 협치� 경험� 축적으로� 이후� 사업의� 발전� 단계에� 따른� 민관� 주체

들의� 변화에도� 협치적� 추진� 방식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지

역사회의�협치력�제고�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보건위생과의� 단속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마을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문화체육과의� 공방� 입주작가� 공모,� 도시계획과와� 물관리과의� 도시경관

사업� 등이� 결합� 된� 융합행정을� 시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건물주,� 입주작가,�

지역주민,�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사업� 전� 과정의� 정

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민관협치의�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 도시재생의� 새로

운�접근‧추진�방식의�모델�제시�
¡ 민관협치� 과정에서� 형성된/조직된� 방학천� 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 방학� 생활� 주

민운영단,� 입주작가�자치회,� 방예리�운영위원회와�같은�자생적인�주민�주체조직과�주

민들의�조직력�향상� � �

¡ 지속가능한�지역�문제해결�방법으로서�협치의�가능성을�엶� � �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외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자생적�기반이�마련됨.� 유해업소는�사라졌고,� 3차에�걸친�공모를�통해�작가들

의� 공방이� 입주하였음.�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카페나� 독립서점이� 들어오

고� 지역의� 청년들이� 마카롱가게,� 디자인� 공방� 등� 자기다운� 삶을� 모색하는� 터전으로�

방학천�문화예술거리에�자리�잡고�있음

-� 또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확대하여� 활성화하는� 계획이� 민선7기� 공약사업화되어� 현

재�정책적�지속성과�안정성을�갖고�추진되고�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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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례분석

1.� 초기조건

1)� 문제의�특성�

¡ 방학천� 인근� 지역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문제에� 대한� 충분

한�공감대�형성�

-� 과거� 방학천� 주변은� 공장들이� 다수� 밀집되어� 있어�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해�

하천의� 수질이� 좋지� 않고,� 도시의� 외곽이다� 보니� 버스나� 택시의� 차고지로� 활용되어�

대기의� 질도� 좋지� 못했음.� 그래서�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 환경� 이슈가� 많았고� 한� 살

림이나� 여성민우회� 등� 생태환경� 분야� 시민단체� 활동가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구

청에�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를� 제기해� 천연가스� 버스로의� 전환,� 버스� 차고지� 이전� 등

의� 큰� 변화를� 이루었음.� 또한� 시민사회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내� 생

태공원도� 조성하였음.� 쌍문� 근린공원� 산책로,� 초암산� 근린공원(창동에� 골프장이� 들어

오려고� 했던� 공간을� 시민사회네트워크가� 막아� 생태공원을� 조성),� 발바닥� 공원(잦은�

하천범람으로� 위험한� 방학천� 판자촌을� 이주시켜� 조성한� 근린공원)이� 대표적인� 사례

들임.� 방학천� 인근에� 위치한� 600년� 된� 오래된� 은행나무를� 아파트� 건설� 위기로부터�

지켜낸�것도�시민사회네트워크의�역할이었음

-� 이와� 같이� 지역사회� 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활동

하였고� 방학천도� 지역사회에서� 이슈가� 많은� 곳� 중� 하나였음.�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하천개보수�요구,� 방학초등학교�아이들의�통학로와�주택가에�부적절한�유해업소�단속�

요청�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곳으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

되어�있었음� � �

2)� 협력�또는�갈등의�선례

¡ 지역경제�발전�전략�실행을�위해�방학천�문제�해결에�대한�구청장의�강한�의지�작동�

-� 방학천� 유해업소� 문제는� 지역� 시민사회의� 계속적인� 민원� 제기와� 함께� 구행정의� 입장

에서도� 지역� 발전� 전략� 차원에서� 큰� 걸림돌이� 되는� 공간이었음.� 즉� 창동신경제중심

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동역� 서울아레나� 복합공연장과� 서울동북권� 창

업� 및� 문화산업단지를� 방학천� 변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역사� 문화공간(연산군묘,� 정

의공주묘,� 간송옛집)과� 생태자원인� 오래된� 은행나무와� 발바닥공원까지를� 연계하여� 문

화관광� 자원화하는� 구상� 속에서� 방학천의� 유해업소는� 큰� 걸림돌이� 됨.� 그래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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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발전� 전략이라는� 큰� 그림을� 실행하기� 위해선� 방학천� 유해업소� 폐업과� 거리의�

문화적� 변화는� 반드시� 선결되어야만� 하는� 과제가� 됨.� 방학천� 유해업소� 해결에� 대한�

이러한�구청장의�의지는�보건위생과�내에�특별팀�신설으로도�확인할�수�있음

�

¡ 마을공동체사업과�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으로� 주민� 참여적� 사업방식과� 행정� 내� 협치

기반�형성�

-� 현� 구청장은� 정책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행정에의� 주민참여

가�중요하다는�인식을�갖고�있음.� 임기�초기부터�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지속가능발전

과를� 신설하여� 주민� 참여적� 행정을� 실행해왔고� 마을공동체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

였음

①�마을공동체사업을�통한�주민참여형�사업�추진방식�형성�

-� 주민참여형�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공동체과의� 경우� 4~5년� 정책을� 실행해오면서� 주민

참여적� 사업� 추진� 방식(주민과의� 선협의� 후실행)이� 체득되었고,� 주민활동가들과의� 신

뢰감� 등이� 형성되어� 있었음.� 마을공동체� 정책을� 통해� 민과� 관이� 축적한� 협치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신뢰는� 이후�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업의� 초기동력을� 이

끌었던�자원이�되었음�

②�마을공동체사업�등을�통해�민간과�행정의�느슨한�일상적�관계망�형성

-� 마을공동체,� 혁신교육지구,� 사회적경제� 사업� 등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주민대표와� 지

역� 시민활동가,� 공무원이� 일상적으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수다를� 나누면서� 지역

사회의�현안과�정보를�공유하는�느슨한�관계망이�형성되었음�

-� 이� 느슨한� 일상적� 관계망은�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초기에� 민간의� 의지를� 조

직한� ‘방학천� 거리변화를�위한�시민모임’이나�이후�주민커뮤니티�공간인� ‘방학생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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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운영단인� ‘방학천사’의� 주요� 주체들이� 됨.� 이들� 주민� 주체들은� 사업의� 초기에� 중요

한� 동력이� 되면서� 방학천� 거리의� 비전과� 방향성,� 가치를� 만드는데� 핵심적� 역할을� 하

였음�

③�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으로�구축된�구정�내�협치체계�

� �

-� 도봉구는� 2016년부터� 서울시� 지역� 협치� 활성화� 지원정책인�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

을� 계기로� 협치추진체계(도봉구협치회의,� 협치사무국,� 협치조정관,� 협치지원관,� 협치

의제� 선정을� 위한� 주민� 공론장과� 숙의� 공론� 프로세스,� 전부서� 협치조정관� 협조결재�

시스템)를�구축하였음�

-� 특히� 협치추진단이� 구청장� 직속으로� 배치되어� 있고� 실무총괄자인� 협치조정관이� ‘가’급�

개방직임.� 이는� 협치추진단이� 행정조직� 내에서� 실제적인� 권한을� 갖고� 부서� 간� 이해

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임.� 구청장이� 협치를� 특정� 부서나� 특정� 사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전� 부서의� 업무� 혁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전� 부서의� 협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 추진� 시� 협치조정관의� 협조결

재를�의무화,� 제도화하고�있는�것에서�이러한�의지가�더욱�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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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혁신계획�추진�자치구별�협치전담조직�운영�유형>40)

 
협치조정관의�권한

많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적음

조

직�

내�

위

상

부

구

청

장

직

속

유형Ⅰ-1 유형�Ⅰ-2

*협치조정관+협치지원관:� 구청장‧부구청장� 직속� 지
원관‧담당관�소속
-도봉구(부구청장�직속�지속가능정책담당관)

-은평구(부구청장�직속�협치담당관)

*협치조정관:� 구청장�직속� (지원단)� 소속

*협치지원관:� 국>과>팀�단위� 소속

-금천구(금천행복도시지원단/행정국>마을자치과>금천1번가)

-서대문구(기획재정국>기획예산>협치지원팀)

과�

단

위

이

하

유형Ⅱ-1 유형Ⅱ-2

*협치조정관+협치지원관:� 팀�단위� 소속

-관악구(미래성장추진단>민관협치과>지역협치팀)

-동대문구(도시발전추진단>도시전략과>마을협치팀-팀�불분명)

-성동구(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민관협력관)

*협치조정관:� 팀원으로�소속

-영등포구(미래비전추진단>사회적경제과>지역협치팀)

2.� 협력과정

1)� 과정에�헌신� :� 상호�필요에�기반한�상호의존성,� 지속적인�상호작용을�통한�신뢰�형성� �

�

¡ 상호의존성은� 상호� 필요를� 전제로� 함.� 즉� 문제를� 각자� 해결하려고� 했을� 때� 직면한�

한계들을� 상호협력을� 통해� 풀어보려는� 필요가� 형성되어� 있어야� 가능함.� 또한� 협력을�

통해� 실제적으로� 문제가� 해소되어야� 상호의존성이� 생기며� 신뢰가� 형성됨을� 본� 사례

에서도� 파악됨.� 방학천� 공간을� 둘러싸고� 여러� 주체들이� 각자의� 사업과� 활동의� 연장

에서�고민과� 한계들을�갖고� 있었고� 민관협치가�이러한� 문제들을�해결하는데�큰� 도움

40) 서울시(2019), <지역협치형 시민숙의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용역>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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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음.� 또한� 이러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면서� 민관협치에� 대한,� 서로에� 대한� 신뢰

가�형성됨.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에서� 상호의존성과� 상호작용의� 과정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뉨.� 첫� 번째� 시기(2016.4~2017.3)는� 본� 사업이� 협치의제로� 선정되기� 전� 단계로�

보건위생과의� 유해업소� 단속과� 마을공동체의�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 개소�

및� 운영� 시기임.� 이� 시기에서는� 부서별로� 행정과� 주민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일어남.� 두� 번째� 시기(2017.4~2018.11)는�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협치의

제로�선정되어� 6개부서와�다양한�민간�주체들이�공식적인�협치구조�속에서�융합적인�

상호작용과�상호의존이�일어남� � � � �

<협치의제�선정�전�시기:� 부서별�행정-주민간�상호작용>�

①� 보건위생과

-� (고민과� 과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부서는� 구내� 유해업소� 단속을� 담당하는�보건위

생과임.� 유해업소� 문제는� 도봉구만의� 문제가� 아닌� 강북구,� 금천구,� 은평구� 등� 다른�

자치구들도� 안고� 있는� 공통된� 민원� 문제임.� 유해업소의� 특성상� 단속을� 하면� 사라지

는� 것이� 아닌� 단속을� 피해� 타� 지역으로� 옮기는� 풍선효과를� 갖고� 있음.� 인근� 강북구

가� 유해업소� 단속에� 들어가자� 그� 여파가� 도봉구로� 넘어올� 것� 같아� 도봉구청장이� 단

속� 지시를� 보건위생과에� 내리면서� 사업이� 시작되었음.� 4개월간� 각� 과에서� 2명씩� 차

출해서� 구청� 전� 직원이� 동원되어� 단속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음.� 그래서� 기존� 식

품행정팀의� 주무관� 1명이� 다른� 업무를� 보면서� 맡았던� 규모에서� 2016년� 7월� 1일� 자

로� 4명� 규모의� 단속전담팀인�위생지도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다른� 방식으로�유해업

소� 문제� 해결을� 시작함.� 전담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구청장의� 방학천� 문제� 해결에� 대

한�강한�의지를�보여주는�것임

-� (행정-주민간�지속적인�상호작용을�통한�신뢰�형성):� 단속팀을�만들어� 2인� 1조를�꾸려�

매일� 방학천� 현장으로� 주민들을� 만나러� 감.� 직접� 주민들을� 만나면서� ‘단속’� 중심에서�

‘상담’� 중심으로� 방향과� 방식을� 전환함.� 업주� 상담과� 건물주� 면담,� 지역주민들을� 만나�

민관이� 협력하여�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설득함.� 처음에는� 업주들도� 냉담했는데� 상담

을� 하다� 보니� 그들의� 생활의� 어려움을�알게� 되었고� 생활문제�해결을� 위한� 직장� 알선

과�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상담을� 위해� 복지상담을� 소개해� 줌.� 업주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조건을� 듣고� 대부분� 맞춰줌.� 그�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해서� 3명이� 기초생

활수급을� 받게� 됨.� 또한� 단속에서� 상담체계로� 방향을� 바꾼� 지� 6개월� 만에� 3곳이� 자

진�폐업을�하는�성과가�나타남

-� (타� 부서와의� 협력의� 필요):� 실무자들의� 경험상� 유해업소는� 한번� 폐업하더라도� 거리의�

변화가� 전면적으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 한� 단속을� 피해�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특성

을� 갖고� 있음.� 때문에� 실무자들은� 애초� 이� 사업의� 목표를� 유해업소� 단속과� 근절이�

아닌� 환경개선으로� 세우고� 내부� 방침을� 받았었음.� 그러나� 행정조직� 내에서� 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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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건위생과의� 업무를� 벗어나는� 것으로� 제지되었음.� 또한� 폐업한� 공실� 하나를� 마

을공동체과가�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그� 비전과� 방향성에� 공

감하게�됨� �

②�마을공동체과와�지역주민모임

-� (고민과� 과제):� 보건위생과의� 방학천� 유해업소� 문제� 해결과는� 별개로� 마을공동체� 사업

으로� 등장한� 지역� 주민모임과�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었음.� 이들� 주민모임은� 혁신교육지구사

업,� 마을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등장하고� 연결된� 주민들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함

께� 밥을� 먹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느슨하게� 연결된� 모임임.� 마침� 서울시� 마을활력소�

지원사업이� 있어서� 이와� 연계하여� 방학천� 인근인� 신동아� 1단지의� 오래된� 독서실을�

개보수해� 마을활력소로� 만드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음.� 개보수� 비용으로� 4억의� 예산

을� 확보했고� 설계� 용역까지� 마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마을활력소�

사업� 취소를� 결정함.� 이로� 인해� 4억� 원의� 예산이� 공중에� 뜨게� 되면서� 예산� 전용에�

대해�고민하다가�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과�연결하여�풀어보자는�의견이�나오게�됨

-� 또한� 보건위생과의� 유해업소� 단속으로� 3개� 업소가� 폐업하자� 1개� 공실을� 커뮤니티� 공

간으로� 운영하여� 방학천� 문화거리� 조성을� 주민� 주체를� 형성해� 마을공동체� 기반으로�

추진하라는�구청장�지시가�마을공동체과에�내려옴.� 그러나�마을공동체과는�공간을�꾸

미는�예산은�있지만�공간을�운영할�예산은�없어서�고민에�빠지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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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주민간� 상호작용을� 통한� 신뢰구축):� 마을공동체과는� 마을공동체사업의� 특성상�

일의� 추진� 방식이� 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방식임.� 이러한� 일의� 방식은� 사업

이� 종료된� 후에도� 느슨한� 관계로� 이어지는� 경향성이� 있음.� 지역� 행사에서� 우연히� 만

난� 자리에서� 방학천�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련하여� 마을공동체� 고민을� 마을활동가들

과�함께�나누면서�방학천�거리변화에�대한�마을공동체적�접근을�함께�모색하게�됨� �

-� 폐업한� 유해업소� 하나를�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방학생활’은� 순수하게� 방

학천의�변화를�바라는�주민활동가들이�자발적으로�운영하는�주민�자치적�공간이었음.�

이들은� 스스로를� ‘방학천사’라고� 부르면서� 방석집� 언니들과� 수공예� 활동도� 하고� 부침

개도� 해� 먹는� 등� 소소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주민� 관계망을� 형성하였고�지역� 사람

들에게� 이� 공간의� 변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음.� 그리고� 방학생활의� 성과

가�인정되어�구청장�표창도�받기도�하였음� � �

¡ 구의회와의�반대를�민관협치를�통해�돌파하고자�하는�민과�관의�공감대�형성� � � � �

-� 유흥업소� 폐업에� 따른� 공실� 활용을� 위해선� 준비� 기간� 동안� 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불

가피하고� 이후� 유능한� 작가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입주� 조건의� 이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구청이� 6개월간의� 월세� 지원을� 계획함.� 그러나� 구민의� 세금으로� 월세를� 지원

하는� 것에� 대해� 구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발생하였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

울시� 예산인� 협치� 예산으로� 편성해� 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행정� 내부에서� 모

색되었고,� 이를�위해�지역�시민사회에�이� 문제를�이슈화하여�공감대를�형성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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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의제� 선정� 이후� 시기:� 공식적인� 협치체계�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상호작

용>�

¡ 협치�의제로� 선정되어�협치� 사업으로�추진되면서�개별부서�차원이� 아닌�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결합하는� 융합적인�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이� 일어남.� 또한� 이� 상호작용은� 민

관협치포럼과�민관워킹그룹이라는�협치�구조�속에서�체계성을�갖고�작동하게�됨�

¡ 그동안�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민관협치는� 방학천� 과제가� 2017년부터� 협치�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기존� 마을공동체과와� 보건위생과가� 협력해온� 주민들� 외에� 시민사회활

동가,� 주민대표자,� 중간지원조직,� 관련� 부서� 등�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한�

공식적인�참여구조�속에서�논의되고�협의�조정되는�협치체계가�마련됨� � � � � �

¡ 방학천�거리변화에�관심을� 가진� 다양한� 민관� 주체들이� 모이다� 보니� 이전에� 혼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얻게� 되면서� 협치의� 효능감을� 체감하게� 됨.�

또한� 행정� 실무자의� 경우� 여러� 사람들과의� 숙의를� 통해�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내용

의�타당성과�윗선이나�외부를�설득하기도�유리하게�작동하였음� �

2)� 공유된�이해

¡ 방학천� 공간을�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거리로� 변화시키자는� 포괄적� 목표에� 대한� 이해

는� 모두� 공유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과� 방법,� 지향� 가치� 부분에서는� 단

계별로,� 그에� 따른� 핵심� 주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음.� 특히� 원주민을� 어디까지�

보느냐?� 즉� 유흥찻집�노동자들의�삶을� 변화시켜� 함께�생활을� 이어가는�지역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또한� 지역� 주민은� 어디까지인가?� 등에서�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이해와� 목표는� 방학천� 거리를� 변화시켜�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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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누구나� 찾고� 즐기는� 쾌적하고�매력적인�공적� 공간으로� 지속가능하게�만들어야�한

다는�것이었음� �

<원주민이�내몰리지�않고�지속가능한�삶을�이어가는�지역생태계�만들기>�

-�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기존� 지역주민주체들과� 마을공동체과는� 방학천을� 문화예술거리

로� 만들지만� 기존의� 원주민(유흥찻집� 노동자,� 폐지� 줍는� 어르신)들의� 삶이� 이곳에서�

함께�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까지를� 고민하는� 목표를� 세

웠음.� 마을공동체과,� 방학생활� 주민활동가,� 수유화개� 대표� 등은�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유흥업소�노동자들의�일자리�전환도�고민하였음�

-� 행정의� 단기적� 성과,� 가시적� 성과� 중심의� 업무� 경향성으로� 결국� 주무부서가� 마을공동

체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되면서�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시도되었던� 또� 하

나의�거리에�대한�공동의�목표가�약화�됨

�

<젠트리피케이션�없는�지속가능한�방학천�문화예술거리�활성화>

-� 문화체육과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방학천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으로� 문화예술� 거리를�

조성하고�활성화하는�데에�목표를�집중하게�됨.� 방학천을�문화예술거리로�조성하는데�

있어서� 핵심이� 입주작가들의� 공방� 거리를�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해업소� 폐업으

로� 공실이� 된� 공간을� 공방으로� 리모델링하고� 이주할� 작가들을� 선정하는� 것이� 주요�

사업이�되었음.� 이러한�목표는�입주작가들도�공유하는�목표였음.�

-� 그러나� 타� 지역의�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을� 때� 거리가� 활성화되면�지가가� 상승하고�대

규모� 자본이� 들어와� 원주민들이�내몰리고� 획일적인� 소비공간으로�변해버리는� ‘젠트리

피케이션’�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됨.� 이를� 예방하려면� 그� 방학천� 거리가�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고� 민간과� 함께� 해나가야만� 가

능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과는� 입주작가나� 상인� 조직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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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성과

¡ 단속에서�상담과�설득으로�방향�전환�후� 6개월�만에� 3개� 유해업소의�자진�폐업�

-� 4개월간� 전� 구청� 직원들이� 팀을� 이루며� 단속을� 강행하였지만� 폐업� 성과가� 없었던� 것

이� 특별팀을� 만들고� 2인� 1조로� 팀을� 이루어� 매일� 방학천에� 찾아가� 업주와� 노동자들

의�고충을�듣고� 해결방안을�함께�고민하며�알아봐주는�활동을�꾸준히� 한� 결과� 6개월�

만에� 3개� 유해업소에서� 자진� 폐업하는� 성과가� 나왔음.� 이� 작은� 성과로� 보건위생과는�

단속에서� 상담과� 설득으로� 폐업을� 유도하고자� 했던�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조직� 내부

로부터�설득력을�얻게� 되었고,� 구청장의�지지와� 격려� 또한� 받게�되었음.� 무엇보다� 보

건위생과� 실무자들� 스스로� 안고� 있었던� 유해업소의� 근본적� 근절에� 대한� 새로운� 시도

에�가능성과�자신감을�안겨�주었음

¡ 방학천�거리변화의�비전과�방향에�공감한�외부�주민의�첫� 카페�오픈

-� 폐업한� 업소의� 공실� 중� 하나를� 마을공동체과와� 지역주민들(‘방학천사’)이� ‘방학생활’이

라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운영하면서� 방학천� 거리변화와� 조성이� 필요하다는� 이슈와�

에너지를�지역사회에�확산했는데�그� 활동의� 첫� 성과가� ‘카페기역’의� 오픈으로� 나타남.�

‘카페기역’의� 대표는� 기존� 시민활동가� 네트워크나� 주민모임의� 관계망에� 들어있지� 않

은� 일반� 주민으로� 방학생활이� 퍼트린� 변화의� 에너지에� 공감하면서� 자진하여� 거리에�

카페를� 오픈한� 사례임.� 특히� 방학천� 거리가� 한글문화거리로� 콘텐츠의� 한� 축을� 가져

가는�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카페명을� 한글의� 첫� 자음인� ‘기역’으로� 만든� 것� 에서도� 거

리변화의�새로운�비전과�방향에�대한�대표의�공감�정도를�엿볼�수� 있음

-� ‘방학생활’의� 활동은� 지역� 밖으로도� 마을활력소의�성공사례로�소개되었고,� 대내외적� 성

과를� 인정받아� ‘방학생활’의� 주민활동가와� 담당� 공무원은� 구청장뿐만� 아니라� 서울시

나�중앙정부로부터�다양한�상을�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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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천�첫�거리�행사에�지역주민들로�거리가�인산인해를�이룸

-�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입주작가� G씨에겐� 방학천� 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루

에� 한� 두명� 있을까� 말까� 한� 시쳇말로� 죽어있는� 거리였음.� 공방� 작가로� 입주해�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거리� 개장�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도� 공방� 밖의� 거리는� 여전

히� 침침하고� 매력� 없는� 아무도� 찾지� 않는� 거리였음.� 그러다� 첫� 행사를� 시작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수의�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음.� 지역주민들도� 있었지만�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거리가� 인산인해를� 이루니�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매우� 좋

아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의� 기억

이� 지금까지� 거리� 행사에� 발� 벗고� 뛰어들며�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음.� 그리고� 이�

경험과� 동력은� 방학천� 토박이� 작가만이� 아닌� 입주� 해� 행사를� 같이� 준비했던� 작가들

도�함께�공유하고�있는�것임� �

3.� 상황적·맥락적�요인

1)� 참여의�포괄성

¡ 협치� 포럼� 구성� 시� 기존� 부서들이� 협력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 지역� 내� 시민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등으로�주체들을�확대하여�참여자�구성�

-� 협치� 포럼� 구성� 전� 각� 부서들이� 협력하고� 있는� 민간주체들은� 부서� 사업과� 관계된� 주

체들로�제한적이었음.� 마을공동체과는�마을공동체나�혁신�교육지구�등을� 통해�관계를�

맺게� 된� 주민활동가들(‘방학생활주민운영단’으로� 결집� 됨)이었고,� 문화체육과는� 공방�

입주작가들,� 보건위생과는�유해업소�영업주와�건물주였음�

-� 협치� 포럼이� 공식적으로� 작동되면서는� 이들� 주체들� 외에� 방학천� 거리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지역주민,� 의제별� 전문가,� 커뮤니티� 촉진자,� 의

제별� 관련자� 등)이� 결합하게� 됨.� 방학1‧2동과� 쌍문2동의� 통장과� 주민,� 지역의� 청년단
체,� 자원봉사캠프장,� 방학초등학교� 교사,� 마을방송국� 운영위원,� 마을기업� 대표� 등� 민

간주체도� 다양해졌으며,� 행정부서� 또한� 기존� 3개� 핵심부서(마을공동체과,� 문화체육

과,� 보건위생과)외에�물관리과,� 도시계획과�등도�참여하게�됨.� 구의원과�도봉문화재단

도�포럼의�위원으로�참여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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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초기�주민설명회,� 관련자�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지역주민들의�의견수렴� � �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2017.2.9.)� 방학천� 거리에� 관심� 있는� 주

민들과� 단체장,� 구의원과� 행정� 등� 약� 40여� 명이� 모여� 행정이� 계획한� 조성계획과� 추

진�경과를�설명한�후� 거리에�대한�주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함

-� 또한�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을�협치� 의제화하기�위해� 지속가능발전과,� 마을공동

체과,� 문체과,� 마을사경센터,� 방학생활공간지기,� 청년네트워크,� 협치위원,� 지역문화활

동가� 등� 10회� 이상의� 개별� 협의를� 통해� 민관협치의� 필요성� 공감대를� 형성함(2017.�

4.13~24)�

2)� 과정의�투명성

¡ 협치사무국을�통한�포럼과�워킹그룹�회의자료와�회의록의�체계적�관리

-� 모든� 포럼과� 워킹그룹� 회의는� 협치사무국에서� 연락하고� 소집하였으며� 회의자료와� 회

의� 후� 회의록도� 정리하여� 공유하였음.� 이와같은� 협치사무국에� 의한� 회의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시스템은� 참여� 부서들의� 추가적인� 업무를� 줄여주고� 민간과� 협력하는� 것

에�익숙하지�않은�공무원들에게�협치의�문턱과�부담감을�낮춰주는�효과가�있었음

-� 또한� 포럼과� 워킹그룹� 회의뿐만� 아니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전� 지역사회� 의

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자료들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음으로써� 과

정의�투명성을�꾀했음

�

¡ 행정의� 정보� 공유는� 부족하였지만� 포럼의� 민간� 참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사업� 과정을�

온라인에�공개하고�홍보�

-� 사업�과정에서의�정보공개와�공유,� 홍보는�행정보다는�포럼과�워킹그룹에�참여한�민간

주체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 민관의� 정

보� 공유� 문제는� 포럼� 과정에서도�지속적으로�제기되어�그� 대안으로� 포럼� 개최� 시� 포

럼�참여를�원하는�주민에게�배석을�허용하는�규정을�만들기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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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등관리

¡ 민간� 간� 갈등은� 협치포럼에� 참여했던� 다양한� 지역주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 � � �

�

-� 민간�안에서의�갈등은�이해관계가�계속�있으면�머무르지만,� 이해관계가�소멸되면�갈등

의� 주체가� 협치� 구조에서� 사라지게� 됨.� 민간의� 이해는� 물질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일�

수도� 있지만� 방학천� 거리가�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이기도� 하였음.� 때문에� 사업이� 진

행되면서� 그러한� 가치나� 방향성이� 상실되거나� 목소리를� 내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치�구조에서�사라져�버리는�경향성이�있음�

-� 그러나� 공식적인� 협력� 구조에서� 사라졌다고� 이들� 주체들의� 활동과� 영향력도�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가치� 지향적� 참여� 주체들은� 방학천� 거리의� 공공성을� 지

켜주는� 파수꾼임.� 본� 사업에서� 그� 주체는� 초기� 동력이� 되었던� ‘지역� 내� 활동가� 네트

워크’와� ‘방학천� 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이였음.�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형성된� 주

민모임� 대표,� 혁신교육지구의�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활동가,� 중간지원조직� 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이들� 자생적� 주민조직은� 매우� 느슨한� 연대체

이며,� ‘시민모임’의� 경우는� 온라인� 기반으로만� 활동하고� 있음.� 이들� 주민조직은� 사업�

초기�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을� 자발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간� 변화에� 대한� 지

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냈고,� 협치사업으로� 추진된� 후� ‘협치포럼’의� 민간위

원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 기반을� 만들었음.� 협치사업�

종료� 이후에도� 공방� 입주� 작가로써,� 방학천� 거리� 행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참여하

는� 지역주민으로써�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방학천� 거리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있음.� 때문에� 최근� 입주작가� 자치회나� 운영위원회에서� 발생하는� 민간� 간� 갈등이나�

행정과의� 갈등이�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나름대로� 내부적�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는�중요한�요인으로�볼�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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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부서�간의�갈등은�구청장�주재�회의에서�정리

-� 행정의� 부서� 간� 이해� 충돌과� 갈등은� 최종적으로�구청장� 주도�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

이� 일반적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의� 경우도� 가장� 큰� 갈등이� 방학생활과� 작가�

공방� 운영� 관련하여� 주무부서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두고� 마을공동체와� 문화체육과

간의� 갈등이었는데� 최종� 결정은� 조직� 내� 실질적인� 최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

을�통해서�갈등이�관리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4)� 참여촉진

¡ 민간�주도성을�강화한�협치적�의사결정�구조인� ‘협치포럼’� 운영�

-� 도봉구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통해� 주민이� 권한을� 갖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체계와�기반을�구축하였음.� 때문에�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도�협치�의제로�

선정된� 후에는� 주민들이� 사업� 계획과� 실행� 평가의� 모든� 과정에� 권한을� 갖고� 참여하

는� 체계적인� 구조와� 프로세스를� 따라야만� 하였음.� 그게� 바로� 민간과� 행정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협치방학천문화예술거리포럼’으로,� 이� 포럼은� 사업의� 전� 과정에� 대

한� 실질적인� 최고� 의결권을� 갖고� 있었음.� 또한� 포럼� 아래� 실무력을� 갖춘� 민간과� 행

정으로�구성된� ‘워킹그룹’을�별도로�두어�사업�실행과정의�민간�참여를�강화하였음

-� 본� 사례의� 포럼� 구성원을� 보면,� 총� 22명에서� 민간이� 13명으로� 행정� 6명의� 두� 배가�

넘으며,� 포럼은�연� 3회,� 워킹그룹은�월� 1회씩�운영되었음.� 포럼과� 워킹그룹�회의에는�

공식적인� 포럼� 위원들만이� 아닌� 참여를� 원하는� 일반� 주민에게� 배석을� 열어두었음.�

이는� 민관� 정보� 공유� 부족에� 대한� 민간의� 문제� 제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것임� � � � �

�

¡ 비공식적인�일상적�만남을�통한�신뢰�형성으로�참여�촉진� � �

-� 참여� 촉진에는� 포럼과� 같은� 공식적인� 회의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한� 신뢰�

형성도� 중요한� 요인이었음.� 모든� 주민이� 공식적인�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갖

추고� 있는� 것은� 아님.� 경제적인� 문제,� 시간의� 문제,� 문화� 자본이나� 학력� 자본� 등의�

차이로� 인해� 회의� 중심으로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

민들의� 참여를� 촉진하는� 다양한� 채널� 발굴이� 필요함.� 이때� 직접� 찾아가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신뢰를� 형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참여� 촉진의� 한� 방법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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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 문화체육과,� 보건위생과,� 마을공동체과� 모두� 이러한� 공식적� 회의� 외에� 비공

식적인�주민들과의�만남을�통해�참여를�촉진해�왔음

4.� 성과

1)� 효과성·효율성

¡ 방학천�거리의�가시적인�환경�변화

-� 방학천�거리의�가장�큰� 성과로는�물리적인�환경개선임.� 유흥업소가�즐비했던�지역사회

의�황폐한� 섬과� 같은� 공간에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가고�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방

과�상점들이�있는�거리로�단기간에�변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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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전�방학천변�유해업소�분포�현황>

<사업�후� 방학천변�거리�모습>

¡ 새로운�주체의�유입으로�거리의�활력과�공공성�확대

-� 방학천� 거리는� 물리적� 환경개선만으로� 그치지� 않고� 작가들의� 입주가� 최종적으로� 완료

되고� 환경정비와� 같은� 하드웨어의� 기반을� 구축한� 후� 거리� 자체의� 유동인구를� 유입하

기� 위해� 마켓이나� 축제들을� 개최하고� 있음.� 다양한� 행사들로� 실제� 유동인구가� 확연

하게� 늘어났음.� 또한� 거리� 변화의� 비전과� 방향성에� 공감한� 내외부� 주민들이� 개성� 있

는�가게들을�차려�거리의�다양성도�생겨나기�시작함

-� 과거� 유흥업소들로� 가득� 찬� 방학천� 거리는�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금기와� 같은� 공간

에덴호수수향 솔밭

(공실) 흑마백조
추 억

만 들

기

체리 궁
깊은

샘
여심야화 초 코

렛
러브

바 람

꽃
예감

채

송

화

노 비

아 2

방 학

생활
숲속

여 울

목
풀잎 순대국(식당) 금빛

양 지

마을

                     sh공사 매입 완료                      협의 중

방학천

       정비 완료        정비 완료

방학천

     계약 임박 

방학천

연화미용실

양귀

비 정병원⇛

탐라
블 루

베리
카라

정비완료정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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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지역� 내� 공간이지만� 특정� 외부인들만이� 이용하는� 섬과� 같은� 공간이었음.� 그

러나� 현재� 방학천� 거리는� 마카롱이나� 크레페� 가게,� 아기자기한� 매력적인� 카페들과�

할로윈� 축제나� 프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 어른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 방학천� 거리가� 주민� 모두의� 공

간이�되고�그로�인해�거리가�활력을�갖게�됨

¡ 지역생태계와�거리의�자생력�유지�

-� 초기�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해� 나갈� 때� 중요한� 목표� 중� 하

나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원주민들의� 내몰림을� 막는� 것이었음.� 방학천� 인근� 지

역은� 예전부터� 폐지� 자원들이� 많아�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계셨음.� 또한� 유흥업소� 노

동자들이� 다니던� 미용실도� 있었고� 수작업으로� 양말을� 만드는� 소� 공장들도� 있었음.�

이러한� 방학천� 원주민들이� 자칫� 문화예술거리� 조성으로� 내몰릴� 수� 있었지만� 아직까

지� 약간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이� 여전히� 방학천에서� 생활

을�이어가고�있음

-� 또한� 구에서� 지원하는� 공방과는� 다른� 유입� 경로가� 자생적으로� 생겨남.� 즉� 거리변화와�

생태계� 조성에� 공감하고� 투자한� 개별� 상인들이� 가게들을� 오픈하고� 있음.� 상점이나�

공방들의�수입도�단골이�생기기도�하면서�어느�정도�수익구조를�만들어�가고�있음�

-� 이럴� 수� 있었던� 요인으로� 거리조성� 사업을� 협치적� 방식으로� 풀어감으로써� 사업� 과정

이� 어느� 한� 주체가� 밀고� 나가지� 않았던� 것에서� 찾기도� 함.� 협치체계� 속에서� 행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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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만이� 아닌� 마을공동체과,� 보건위생과� 등� 여러� 부서가� 참여했고� 민간도� 마

찬가지로� 문화예술가만이� 아닌� 지역공동체를� 고민하는� 지역의� 시민활동가와� 지역주

민�등� 다양한� 주체들이�결합하여�거리의� 비전과� 방향을� 수립할� 때� 특정� 주체의� 이해

와�이익만이�아닌�지역공동체,� 지역사회의�공동선을�담아냈기�때문이기도�함

-� 그러나� 현재� 건물가나� 임대료� 상승이� 느리게�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홍대와� 성수

동,� 연남동과� 같이�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입지적� 조건� 때문에� 대규모의� 부동산� 자

본이� 유입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승하는� 임대료와� 건물가로� 인해� 방학천� 거리도�

낙관할� 수만은� 없음.� 그리고� 입주작가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우려와� 직접적인� 필요가�

모아지면서� 운영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입주작가들� 간의� 이견과� 갈등이� 임대료� 상승이라는� 공동의� 이해와� 필요를� 계

기로�연대�형성의�기회로�작용할지�앞으로�주목되는�부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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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력

¡ 지역사회의�협치에�대한�긍정적�경험�축적과�거리에�대한�주체의식�형성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을� 협치적� 방식으로� 추진하여� 오래된� 지역� 문제를� 실질적으

로� 해결한� 경험을� 통해� 행정과� 민간은� 협치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되었음

-� 더욱이� 그� 성과가� 지역사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밖에서도� 인정받으면서� 민과� 관�

주체들� 모두� 협치� 경험과� 성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방학천� 거리에� 대한� 주체의식

도�갖게�되었음

-� ‘협치’� 하면� 방학천을� 누구나� 자동적으로� 떠올릴� 정도로� 방학천은� 대내외적으로� 협치

의�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었고�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면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법

으로서�협치의�가능성을�구체적으로�입증하는�상징적인�거리가�되었음� �

¡ 지역�시민사회의�협치력�총량�확대�

-� 협치력을� 협상에서의� 민간의� 의사결정� 권한의� 강화로도� 볼� 수� 있지만,� 또한� 이제까지�

시민사회� 대표� 중심의� 협상� 테이블에서�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는� 것

까지� 협치력을� 확대해서� 본다면�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협치적� 추진� 경험은� 지역� 시

민사회의� 협치력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사업� 초기(2016~2017)� 지역사

회의� 경험� 많은� 리더형� 활동가들� 중심으로� 협치가� 진행되었을� 때와� 달리� 현재� 참여

하고� 있는� 민간들의� 협상력은� 약하지만,� 협치의� 전반적인� 과정(의견제시,� 의제제안,�

협의와� 숙의,� 정보� 공유,� 모니터링,� 협치� 교육� 등)� 속에서� 다양한� 민간이� 참여하고�

주도성을� 갖게� 되었음.�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자원봉

사�활동이�공익활동/시민활동이라는�인식도�갖게�되었음� �

-� 사업� 초기� 주요� 동력이� 되었던� 리더형� 주민활동가들이� 사업이� 차츰� 전개되면서� 협치�

구조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 자리가� 기존에� 협상� 기회를� 경험하지� 못했던� 주민모임�

대표,� 자원봉사활동가들에게�이동하는�현상은�서울시� 마을공동체�정책의� 발전�과정에

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데,� 이러한� 주체의� 교체와� 변화는� 현재로는� 협상력과� 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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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화로�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이고� 전체� 지역사회의� 협치력의� 총량적� 차원에서� 바

라봤을� 때�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음.� 하지만� 그� 발전적�

전환은�저절로�오는�것이�아닌�협치교육이나�구조적�지원�등이�전제해야만�가능함� � �

¡ 행정�내�협치�문화�확대�

-� 이전에� 협치나� 주민참여형� 행정을� 전혀� 해보지� 않았던� 시설� 관련� 부서들(도시계획과,�

물관리과)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하는� 것� 자체를�

처음�경험했음�

-� 또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협치� 의제로� 진행하면서� 협치체계와� 협치적� 추진� 방식이� 구

축되면서� 이후� 행정이나� 민간주체가� 교체되어도� 약간의� 위축이나� 축소가� 있지만� 협

치가� 제도와� 문화로� 남아있어서� 사업� 진행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러

나� 이러한� 주체의� 변동에도�협치� 제도와� 문화가� 행정� 내에서�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는�

요인은�무엇보다도�최고�리더십의�일관된�의지와�관심�때문이기도�함�

3)� 의도하지�않은�결과

¡ 원주민(유흥찻집�노동자)의�삶을�변화시켜�함께�하지�못한�아쉬움� � �

-� 사업� 초기�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에� 대한� 비전과� 방향,� 가치를� 구상할� 때�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내몰리지� 않고� 지속가능한� 삶을� 사는� 것을� 꿈꾸었음.� 작가� 공방과�

상점을� 통한� 새로이� 유입한�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삶�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낙후된�

방학천을�삶의� 터전으로� 이루며� 살아왔던�원주민들(유흥찻집�언니들,� 폐지� 줍는� 어르

신,� 유흥찻집� 언니들을� 단골로� 한� 미용실,� 수작업� 양말공장� 등)이� 방학천� 거리가� 매

력적인� 곳으로� 변하더라도� 이곳에서� 함께� 그들의� 생활도� 함께� 변화시키면서� 지속가

능한�생태계를�만드는�것이�목표였음

-�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마을공동체과,� 방학생활� 주민활동가,� 수유화개가� 함께�

‘방학생활’을� 거점� 공간으로� 하여�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활동을� 펼쳤고� 일자리경제과

와�함께�유흥업소�노동자들의�일자리�전환을�고민하고자�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개인들의� 삶의� 변화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

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정책� 결정권자의�

입장에서는� 수용도가� 높지� 않음.� 때문에� 마을공동체를� 통한� 주민� 조직화는� 초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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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이후에는� 작가� 공방� 운영� 지원� 중심으로� 사업의�

무게를�이동하면서� ‘방학생활’이� 마을공동체과에서�문화체육과로�운영관리가�이관되고�

주무부서도�마을공동체과에서�문화체육과로�넘어가게�됨.� 그� 결과� 방학생활을�중심으

로�그려왔던�방학천�거리의�마을공동체적,� 지역생태계적�공동�목표가�약화됨

Ⅲ.� 분석결과� :� 요약�및� 시사점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은� 구청장� 표창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우수�협치사례로�수상도�하고�협치�교육에�대표적�성공사례로�소개되고�있는�사례임

¡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구청장의� 강한� 추진� 의지와� 사업

을� 협치적� 방식으로� 풀어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민관� 모두� 언급하고� 있음.� 협치가� 가

능했던� 조건은� 방학천� 유해업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방학천�

인근� 지역의� 생태환경에�대한� 시민사회의�오래된� 관심과� 활동의� 축적으로�방학천� 문

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마을공동체와� 혁신사업으

로�새롭게� 등장한�지역주민�주체들의�존재로� 초기� 민간의�참여�동력을�조직할� 수� 있

었음.� 무엇보다� 2016년부터� 도봉구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면서� 협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이� 협치의제로� 선정되면서� 민

관협의체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이� 구성되어�본격적인�의제�해결�활동이�진행되었음� �

¡ 민관협의체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이� 구성되기� 전� 각� 행정부서들은� 개별적으로� 문제

를� 풀어오면서� 한계에� 부딪쳤던� 과제들이� 있었음.� 보건위생과는� 유해업소� 폐업� 이후�

지속가능한� 환경개선의� 문제,� 마을공동체과와� 지역주민모임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확

산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거점� 확보,� 문화체육과는� 젠트리피케이션� 없는� 문화예술거

리� 만들기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음.� 이러한� 각� 부서의� 필요가� 협치� 과정에� 적극적

으로�참여하게�하였고,� 세부적인� 방향과� 가치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지속가능한�방학

천� 문화예술거리’라는� 비전은� 모두� 공유하였음.� 사업의� 중간� 과정에� 3개� 유흥업소�

자진� 폐업,� 방학천� 거리변화의� 비전에� 공감한� 첫� 카페� 오픈,� 방학천� 첫� 거리�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주체들의� 활동에� 대한� 자극과� 동기부여가� 되어�

이후�협력을�촉진하는�요인으로�작용함� �

¡ 상황적‧맥락적� 요인으로는� 협치� 포럼� 운영으로� 기존� 주체들� 외에� 지역� 내� 시민활동
가,� 전문가,� 지역주민� 등� 참여� 주체를� 확대하였고� 협치사무국을� 통해� 포럼� 회의를�

체계적으로� 준비‧관리하였음.� 행정의� 정보� 공유는� 부족했지만� 포럼의� 민간� 참여자들
이� 자발적으로� 사업� 과정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홍보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음.�

갈등관리는� 행정부서� 간의� 갈등은� 구청장� 주도의� 회의에서� 정리되는� 경향성이� 강했

고,� 민간� 간의� 갈등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나� 기제가� 부재하였음.� 갈등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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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할� 것으로� 기대했던� 협치사무국은� 역량의� 한계로� 역할� 하지� 못했음.� 주체들의�

참여는�공식적인� ‘포럼’운영과�비공식적인�일상적�만남을�통한�신뢰로�촉진되었음�

¡ 이를�통해� 무엇보다� 방학천� 거리의� 물리적� 환경이� 개선되었고�새로운� 주체� 유입으로�

매력적인� 상점들,� 축제와� 프리마켓�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갖춰지면서� 유동인

구가� 늘어나� 거리의� 활력이� 생기게� 됨.� 약간의� 지가와� 임대료가� 상승하였지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님.� 최근� 입주작가와� 몇몇� 상인들로� 구성된�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

영위원회가�결성됨� � �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 성공했던�요인� 중� 하나는� 협치적� 추진� 방식이었음.�

협치에서의� 핵심은� 민의� 조직화� 된� 역량인데,� 본� 사례의� 경우� 사업� 초기� 민간의� 의

지를� 조직했던� ‘방학천� 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과� 이후� ‘방학생활� 주민운영단’이�

실행력과� 전문성을� 갖춘� (느슨하게)� 조직된� 민간주체로� 협치� 포럼에� 참여하며� 행정

과의� 협상을� 이끌었음.� 협치� 사업의� 종료� 후� 행정의� 민간파트너는� 방학천� 거리의� 직

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입주작가와� 몇몇� 상인으로� 구성된� ‘방예리� 운영위원회’로� 참여�

주체의� 포괄성이� 축소되었음.� 또한� 작가와� 상인들은� 대부분� 새롭게� 유입된� 주체들로�

지역� 시민사회와� 교류가� 약하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방학생활주민운영단’과도�

행정부서� 간� 갈등� 때문에� 교류가� 쉽지� 않았고� 이후� ‘방학생활’� 마저도� ‘방예리지원센

터’로� 전환되어� 지역주민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사라져� 버렸음.� 때문에� 방

학천� 거리의�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해선� 약화� 된� 민간의� 조직화� 된� 역량을� 복원하는�

것이�중요한�과제로�보임� � � � �

<� 분석결과�요약� >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약

1.� 초기조건

문제의�

특성

Ÿ 방학천� 거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이슈� 제기로� 문제에�

대한�지역사회의�충분한�공감대와�관심이�형성되었음�

협력�

또는�

갈등의�

선례�

Ÿ 지역경제� 발전� 전략� 실행을� 위해� 걸림돌인� 방학천� 문제를� 해결

하고자�하는�구청장의�강한�의지가�작동함�

Ÿ 지역사회혁신계획과�마을공동체사업�추진으로�주민�참여적�사업

방식과�행정�내�협치�기반이�형성되었음

Ÿ 마을공동체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등을�통해�새롭게�등장한�주민대표와�

시민활동가,�공무원들의�느슨한�일상적�관계망이�형성되어�있음�

2.� 협력과정�

과정에�

헌신

Ÿ 주체별로� 한계에� 부딪혔던� 고민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

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

공유된�

이해

Ÿ 사업� 초기에는� 마을공동체과와�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고� 함께� 삶을� 이어가는� 지역생태계� 만들기라는� 비

전과�목표를�공유하였음�

Ÿ 사업�중반부터는�문화체육과로�전담부서가�이관되면서�젠트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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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션� 없는� 지속가능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로� 목표가�

집중되었음

중간성과

Ÿ 보건위생과가� 단속에서� 상담과� 설득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한�

후� 6개월� 만에� 3개의�유해업소가�자진�폐업함.� 이� 성과로�상담

과� 설득� 방식에� 대한� 조직� 내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얻었고�

유해업소의�근절이�가능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됨�

Ÿ ‘방학생활’의�주민커뮤니티�활동을�통해�알려왔던�방학천�거리변

화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한� 외부� 주민이� 방학천� 거리� 내에� 첫�

카페(‘카페기역’)를�오픈하였음

Ÿ 방학천� 첫� 거리�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룸으로써�

행사를� 준비한� 작가들에게�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의�

동력이�되었음

3.� 상황적·

맥락적�요인�

참여의�

포괄성

Ÿ 협치� 포럼� 구성� 시� 기존� 부서들이� 협력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

지역� 내� 시민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주체들을� 확대하

여� 참여자를� 구성하였고,� 포럼� 위원� 외에� 포럼� 참여를� 원하는�

일반�주민에게�회의�배석을�개방하였음

Ÿ 사업�초기�주민설명회,�관련자�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지역주

민들의�의견을�수렴하였음

과정의�

투명성

Ÿ 협치사무국을� 통해� 포럼과� 워킹그룹�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체계

적으로�관리함

Ÿ 행정의� 정보� 공유는� 부족하였지만� 포럼의� 민간� 참여자들이� 자

발적으로�사업�과정을�온라인에�공개하고�홍보하였음

갈등관리

Ÿ 민간� 간� 갈등은� 협치포럼에� 참여했던� 다양한� 지역주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됨.� 이들� 주체들은� 사업의� 초기� 동력이�

되었던� 느슨한� 주민주체조직인� ‘지역내� 활동가� 네트워크’와�

‘방학천거리변화를�위한�시민모임’의� 구성원들임

Ÿ 행정부서�간의�갈등은�구청장�주재�회의에서�정리되는�경향성이�강함

참여촉진
Ÿ 협치적� 의사결정� 구조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 운영과� 비공식적

인�일상적�만남을�통한�신뢰�형성으로�참여가�촉진됨

4.� 성과

효율성

·효과성

Ÿ 과거� 음침하고� 걷기� 위험한� 거리에서� 밝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리가�확연하게�변화함

Ÿ 새로운� 주체의� 유입으로� 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오는� 유

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거리의� 활력이� 생겨났고� 청소년� 등� 다

양한�연령대의�주민들이�찾아�거리의�공공성이�확대됨

Ÿ 양말공장,� 폐지줍는� 어르신� 등이� 함께� 사는� 지역생태계와� 공방

과�상점들의�자생력이�아직까진�유지되고�있음

영향력

Ÿ 지역사회의� 협치에� 대한� 긍정적� 경험� 축적과� 방학천� 거리에� 대

한�주인의식이�형성됨

Ÿ 리더형� 시민활동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주체들에게도� 협치�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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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회가�주어지면서�전반적인�지역�시민사회�협치력의�총량�확대

Ÿ 민간과의� 협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행정부서들도� 협치를� 경험했

고� 행정의� 경로의존성으로� 협치적� 추진� 방식이� 일정� 부분� 행정�

내�제도와�문화로�형성되어�행정�내�협치�문화가�확대됨

의도하지�

않은�결과

Ÿ ‘방학생활’� 운영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원주민(유흥업소� 언니들)의�

삶을�변화시켜�함께�하고자�했던�공동�목표가�달성되지�못함

Ÿ 행정부서� 간� 갈등의� 골이�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방학

천�거리의�목표와�활동이�왜곡되는�문제가�있음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티칭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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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

Ⅰ.� 사례개요(Synopsis)�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은� 방학천� 변� 일대에� 밀집된� 유해업소들이� 수년간� 영

업을� 이어오면서� 주민의�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청소년�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2016년� 5월�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일부� 유해업소가� 자진� 폐업하는� 성과를� 얻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

이� 되지는� 못했음.� 이에� 주민과� 행정의� ‘협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을�도모하고자�프로젝트가�시작되었음�

¡ 그� 결과� 방학천� 인근� 지역에� 밀집했던� 모든(31개)� 유해업소가� 자진� 폐업함.� 그중�

17개�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현재� 작가� 공방과� 방예리지원센터(‘방예리� 143� 아트� 스

퀘어’)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구의� 지원과� 별개로� 지역주민들이� 거리� 내에� 카페나�

독립서점,� 마카롱� 상점,� 크레페� 가게� 등을� 오픈하고� 입주작가와� 상인들이� 주최하는�

프리마켓과� 다양한� 공연과� 행사들로� 거리에� 청소년� 등� 유동인구가� 늘어났음.� 약간의�

지가와� 임대료� 상승� 현상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우려할� 정도는� 아

님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업이� 단기간에� 거리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구청장의�강한� 추진� 의지와� 함께� 사업을� 협치적� 방식으로�풀어나갔기�때문이

었음.� 또한� 협치가� 가능했던� 조건은� 방학천� 유해업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방학천� 인근� 지역의� 생태환경에�대한� 시민사회의�오래된� 관심과� 활동의�

축적으로� 방학천�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마을공

동체와�혁신사업으로�새롭게� 등장한� 지역주민�주체들의�존재로� 초기� 민간의� 참여� 동

력을� 조직할� 수� 있었음.� 무엇보다� 2016년부터� 도봉구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추진하면서� 협치�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7년�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이� 협치의제

로� 선정되면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이� 구성

되어� 본격적인�의제� 해결� 활동이�진행되었음.� 이후�협치� 사업이�종료되면서� ‘협치�포

럼’도� 중단되었고,� 민관협력� 구조� 또한� 기존의� 포괄적� 참여구조에서�문화체육과와�입

주작가/상인들로�구성된� ‘운영위원회’로�전환되면서�참여의�포괄성이�축소됨� � � � � � � �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사례는� 첫째,� 지역사회의�문제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협

력하여� 풀어갈� 때�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조와� 방식,� 목표를� 고민하는� 지역� 현장에� 시

사점을� 줌.�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은�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하

는지를� 고민하는� 시민사회에� 새로운� 민간역량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임.�

마지막으로,� 협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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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주체들에게�갈등관리�방안을�모색해보는�계기가�될� 것임� � � �

¡ 본�사례는�협치에�관심이� 있고�참여하기를�원하는�일반�시민·민간단체,� 민관협력사업

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공무원들,� 서로의� 관점과� 입장을� 함께� 조망할� 수� 있는� 민

관합동�협치�교육�등에서�사례학습으로�활용될�수� 있음�

Ⅱ.� 학습목표(Teaching� Objectives)�

¡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들을� 탐색하고�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협치�사례에�적용하여�개선방안을�찾아본다.� →핵심질문1과�연결

¡ 협치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양상을� 파악하고,� 갈등의� 원인에� 따른� 효과적인�

해결방법을�모색해본다.� →핵심질문2와�연결

¡ 사업� 단계별� 거버넌스� 구조와� 행위자,� 역할이� 변화해� 가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의� 참

여와�권한을�높일�수� 있는�방안을�탐구한다.� →핵심질문3과�연결�

Ⅲ.� 핵심질문(Key� Questions)�

1.�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는

가?� 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2.� 협력� 과정에서� 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 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

하였는가?� 행정� 간의� 갈등과� 민간� 간의� 갈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사례에서� 행정�

간의� 갈등은� 구청장이� 중재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민간� 간의� 갈등의� 특성은� 무

엇이며�갈등을�해소할�수� 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3.�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여러� 부서가� 결합� 된� 융합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민간�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였다.� 2016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협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포괄

적� 민관협의체인� ‘협치� 포럼’� 운영이� 중단되고� 사업과� 민간파트너의� 범위가� 과거와� 같이�

담당� 부서� 중심으로� 축소되었다.� 때문에� 초기� 민간주체들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속가

능한� 협치를� 위해� 이� 사례에서� 민간이� 놓친� 것은� 무엇이었고� 향후� 어떠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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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티칭노트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1.�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을� 성공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볼� 수�

있는가?� 성공적이라면�어떠한�측면에서�그러한가?�

¡ 질문1에�대한�토론에�들어가기�전에�학습자들에게�민관협력의�경험이�있는지�질문을�

하고�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하였을� 때� 어려웠던� 점과� 보람� 있었던� 점이� 무

엇이었는지� 들어봄.� 민과� 관이� 협력하여� 사업이� 잘되었을� 때� 어떠한� 점이� 좋은� 성과

를� 가능케하였는지� 질문하고� 토론하도록� 함.� 팀별로� 나온� 내용을� 강사가� 칠판에� 적

거나,� 구두�상으로�정리해주도록�함�

¡ 사례에� 대한� 토론을�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의미와�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이라

는�것의�기준이�무엇일�수�있는지�설명해서�토론의�방향성을�제시해�줌�

협력적�거버넌스(=‘민관협치’,� ‘협치’)

¡ 협력적� 거버넌스는� 행정이� 단독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특정� 문제와� 관련된� 다

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수평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통해�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방식을�의미함(Ansell� &� Gash,� 2008)

¡ 또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회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통치방식으로,� 사회

의�본질적인�문제�해결을�위해�민과�관이�대등한� 파트너십을�갖고� 기존의�조직적�경

계와�정책을�넘어서는�공동의�통치과정으로도�봄(양세진,� 2016)

¡ 때문에�협력적� 거버넌스는�행정의� 자원과� 권한을� 민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까

지를� 강조하며,� 최근에는� 우리말인� 민관협치나� 협치로� 자주� 사용되고� 있음.� 기존의�

시민참여형� 행정과� 비교했을� 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시민의� 결정권� 정도가� 더욱�

강화된�참여제도로�볼� 수� 있음�

¡ 시민참여의� 수준을� 8단계로� 나눈� Arnstein(1969)의� 참여사다리에서� 협력적� 거버넌

스는�시민�권력에�해당되는�것으로�볼� 수� 있음

<� Arnstein의� ‘참여사다리’>

참여수준� 시민의�결정권�정도

8

Citizen

Control

시민통제

공공계획이나� 제도를� 만들� 때� 시민들이� 자신들의� 조건에� 대
해� 협상하고� 지배하는� 상황.� 시민통제는� 가지지� 못한� 사람

들(사회적�약자)이�그들의�삶을�직접�통제하는�힘을�길러줌� �

�

citizen� power

시민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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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거버넌스�기준

¡ 협력적� 거버넌스의� 모형을� 제시한� 대표적인� 연구로� Ansell&Gash(2008)41)이� 있음.�

이들은� 협력을� 초기조건,� 과정,� 결과로� 구분하고� 협력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기와� 단

계별로� 다양한� 측면을� 분석할� 수� 있게� 하였음.� 초기조건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이� 거버

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과� 제약요인을� 제시하고� 있음.� 즉,� 참여자� 간� 권력의� 균

형,� 자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거나� 갈등에� 대한�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이해관계

자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할� 유인이� 약화� 된다는� 것.� 협력� 과정의� 구성� 요소로� 대면적

인�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 거버넌스� 과정에의� 몰입,� 이해의� 공유,� 그리고� 중간단계

의� 성과� 점검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협력적� 행동이라는�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 협력� 과정에�영향을� 미치는� 맥락적�요인으로�선행� 조건,� 제도적�설계,� 리더십� 요

41) Ansell,C & Gash, A(2008), Collaborative Governance in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JPART), 18, 543–571 

7

Delegated

Power�

권한위임

특정한�계획이나�프로젝트에서�시민과�공무원의�협상�과정에
서�시민측이�지배적인�의사결정권을�행사함

6
Partnership

공동협력

시민과�힘�있는�사람들�사이에�협상의�과정을�통하여�권력이�
재분배되는�수준.� 위원회�등을� 통해� 기획,� 의사결정의�책임

을� 공유.� 시민공동체� 대표가� 전문가로� 위촉되어� 시민들은�

공공계획의�성과물에�대한�협상력을�보유하게�됨�

5
Placation�

달래기

대표적� 예는� 취약계층�몇� 명을� 골라� 공공위원회의�위원으로�
앉히는� 것.� 약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이들이�위원회에서�소수자에�머물러�다수

결에�의한� 최종� 의사결정에�아무런�영향을�못� 미치고�참여

의�결과�그들이�실제로�얻어간�이익이�없음

tokenism�

명목참여�
4

Consultation�

의견조사

정보제공과� 함께� 실질적� 참여의� 중요한� 발걸음으로� 의식조
사,� 반상회,� 공청회� 등이� 있음.� 그러나� 의견조사를� 정책에�

반영하지�않는다면�형식적�참여일�뿐임

3
Informing�

정보제공

정보제공은� 시민참여의� 중요한� 기초가� 되지만,� 피드백을� 받
거나�협상의�기회를�주지�않고�정보만을�제공하는�것.�대체

로�계획의�마지막�단계에서�정보를�제공하여�시민들이�자신

의�이익을�지킬� 수� 있도록�계획을�입안하는데�영향을�끼칠�

기회�차단�

2
Therapy�

치유

사회적�약자를�정신병자와�동일시하여�약자의�문제를�해결하
기보다는�치유하려함 non

participation�

비참여1
Manipulation�

조작

지역유지들이� 참여하는� 동정자문위원회.� 공무원들은� 자문위
원을�가르치거나�설득하거나�충고하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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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들고� 있음.� 끝으로� 참여의� 포괄성,� 협의체의� 독점성,� 명확한� 운영규칙,� 과정의�

투명성이�담보된�제도적�설계와�촉진적�리더십이�협력�과정에�영향을�미친다는�것

¡ 거버넌스� 구조와� 과정적� 접근이� 아닌� 핵심요소들을� 제시한� 연구로는� 세계의� 성공한�

협치� 사례를� 분석하여� 요소를� 도출한� OECD� 10계명이� 있음.� 리더십의� 결단력,� 시민

의� 정보취득,� 정책논의,� 참여� 권한� 인정� 주관부서의� 독립화� 목표와� 한계� 초기� 설정

(지나친� 기대감� 피하기),� 정책논의와� 참여는� 정책형성� 초기부터(가능한� 일찍� 시간표�

작성),� 공평한�참여기회�보장(기준제시),� 재정적�인적�기술적�지원�보장(협치가치우선

순위),� 정책조정� 및� 조율(조정기능강화,� 네트워킹� 확대,� 혁신),� 정치적� 책무(책임과�

업무),� 평가(시민참여적� 평가,� 적정한� 평가방식),� 적극적� 시민(시민교육에� 투자,� 시민

사회�역량강화)이�핵심요소들임�

¡ 이러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사례분석보고서에서� 제시한�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토론이�좀�더�분석적으로�이루어지도록�함� �

<� 분석기준� >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소�정의

1.초기조건

권력-자원-정보(지식)

불균형

협력에서� 참여자들� 간의� 영향력�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권력과�자원,� 정보� 차이�해소� 여부� � �

협력� 또는�갈등의�선례
현재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의� 선례와� 협력�

기반�조성� 여부� �

문제(과제)의�특성
해결할� 문제가� 참여자들� 간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된�과제�인지의�여부�

2.협력과정�

과정에�헌신
참여자들의� 필요나� 과제가� 협력� 과정을� 통해� 해결되

면서�상호의존성�형성�

공유된�이해
논의� 과정을� 통해�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결정

중간성과
협력� 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될� 사업� 중간� 과정에서�

성취한�작은� 성과�

3.성과�

효과성·효율성 사업의�정성적/정량적인�성과� �

영향력 사업의�결과가�참여자와�지역사회에�미치는�긍정적�변화

의도하지�않은�결과
사업의� 결과가� 참여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변화� �

4.상황적·

맥락적�요인

(제도설계)

참여의�포괄성
거버넌스� 구조에� 참여하는� 주체의� 다양성과� 참여의�

개방성�정도

과정의�투명성
협력적�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진행과� 결

정한�내용에�대한�공개� 방식

갈등관리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조율

하는�장치나�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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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내용

¡ 이� 사례는� 성공했는가?� 성공하지� 못했는가?� (☞� 강사는� 학습자들의� 사례분석보고서�

분석내용을�토대로�사례에�대해�설명한�후�학습자들의�토론을�이끎)

한�단계�더�들어간�토론

¡ 무엇이�성공인가?�성공의�기준을�무엇으로�볼� 것인가?�사업의�결과가�성공적이면�자

동적으로�협력적�거버넌스도�성공적이라고�말할�수� 있나?�

¡ 누구의� 관점에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 (☞� 강사는� 앞서� 토론한� 내용을� 정리

한� 후� 학습자들에게� 한층� 더� 들어간� 질문을� 던져�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성공이� 과연�

무엇인지를�더� 깊이�생각해보고�토론하도록�함)

성공적이다 성공적이지�않다

Ÿ 우리나라의� 협치� 수준을�고려했을�때� 민간

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행과� 평가까

지�참여하여�방학천� 거리의�변화를� 만들어

냈다는�측면에서�매우�성공적임

Ÿ 민관협의체인� ‘협치� 포럼’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체들이�

참여하여�함께�문제를�풀어나갔다는�점에서�

성공적임

Ÿ 협치포럼� 초기� 핵심� 민간주체였던� 리더형�

주민활동가들이� 이선으로� 물러나고� 새로운�

주민들이� 협치� 참여� 기회를� 갖게� 되면서� 지

역사회�협치역량의�총량이�높아짐�

Ÿ 민관협치가� 현재� 다소� 주춤해� 보이지만� 이

는� 과도기임.� 초기� 민간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민간의�참여구조가�만들어졌고�방학

천� 거리에� 대한� 공공적� 비전과� 방향성을�

세울� 수� 있었음.� 또한� 입주작가와� 상인들로�

구성된� 방예리� 운영위원회가� 향후� 민간의�

조직화� 된� 주체로� 성장할� 가능성도� 열려있

음.�

Ÿ 협치의� 핵심이� 민간의� 의사결정권인데� 협치�

포럼에서� 민간은� 의견만� 제시할� 뿐� 최종적

인� 결정은� 여전히� 행정이� 가지고� 있었기� 때

문에� 진정한� 협치로� 볼� 수� 없음.� 예를� 들어�

사업� 초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방학천� 거리변화의� 필요성과� 비전을� 지역주

민들에게� 알리고� 참여와� 관심을� 조직했던�

커뮤니티� 거점� 공간인� ‘방학생활’의� 폐쇄� 결

정은�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판

단으로� 최종� 결정됨.� 이후� 초기� 주민� 주체

들이� 동력을� 잃고� 사라져버렸고� 그들이� 그

렸던�공동의�목표� 또한� 약화됨

Ÿ 협치� 사업이� 종료됨과� 함께� 포괄적� 민관협

의체인� 협치� 포럼� 운영도� 중단되어� 민관협

력이� 담당� 부서와� 사업�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로� 축소됨.� 지속가능하지� 않은� 협치는�

진정한� 협치로� 볼� 수� 없음.� 더욱이� 서울시�

예산의� 지원� 유무에� 따라� 협치를� 시작하고�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민관협치� 의지의� 진

정성을�의심하게�함

참여촉진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과정� 참여를� 촉진하

는�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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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결과�요약� >

분석항목 분석요소 분석요약

1.� 초기조건

문제의�

특성

Ÿ 방학천� 거리에� 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이슈� 제기로� 문제에�

대한�지역사회의�충분한�공감대와�관심이�형성되었음�

협력�

또는�

갈등의�

선례�

Ÿ 지역경제� 발전� 전략� 실행을� 위해� 걸림돌인� 방학천� 문제를� 해결

하고자�하는�구청장의�강한�의지가�작동함�

Ÿ 지역사회혁신계획과�마을공동체사업�추진으로�주민�참여적�사업

방식과�행정�내�협치�기반이�형성되었음

Ÿ 마을공동체사업,� 혁신교육지구사업�등을�통해�새롭게�등장한�주민대표와�

시민활동가,�공무원들의�느슨한�일상적�관계망이�형성되어�있음�

2.� 협력과정�

과정에�

헌신

Ÿ 주체별로� 한계에� 부딪혔던� 고민과�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

치�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함

공유된�

이해

Ÿ 사업� 초기에는� 마을공동체과와� ‘방학생활’을� 중심으로� 원주민이�

내몰리지� 않고� 함께� 삶을� 이어가는� 지역생태계� 만들기라는� 비

전과�목표를�공유하였음�

Ÿ 사업�중반부터는�문화체육과로�전담부서가�이관되면서�젠트리피

케이션� 없는� 지속가능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활성화로� 목표가�

집중되었음

중간성과

Ÿ 보건위생과가� 단속에서� 상담과� 설득으로� 관리� 방향을� 전환한�

후� 6개월� 만에� 3개의�유해업소가�자진�폐업함.� 이� 성과로�상담

과� 설득� 방식에� 대한� 조직� 내부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얻었고�

유해업소의�근절이�가능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됨�

Ÿ ‘방학생활’의�주민커뮤니티�활동을�통해�알려왔던�방학천�거리변

화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한� 외부� 주민이� 방학천� 거리� 내에� 첫�

카페(‘카페기역’)를�오픈하였음

Ÿ 방학천� 첫� 거리� 행사에� 지역주민들이� 인산인해를� 이룸으로써�

행사를� 준비한� 작가들에게� 거리� 활성화를� 위한� 열정과� 헌신의�

동력이�되었음

3.� 상황적·

맥락적�요인�

참여의�

포괄성

Ÿ 협치� 포럼� 구성� 시� 기존� 부서들이� 협력하고� 있는� 주체들� 외에�

지역� 내� 시민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 등으로� 주체들을� 확대하

여� 참여자를� 구성하였고,� 포럼� 위원� 외에� 포럼� 참여를� 원하는�

일반�주민에게�회의�배석을�개방하였음

Ÿ 사업�초기�주민설명회,�관련자�간담회�등을�통해�다양한�지역주

민들의�의견을�수렴하였음

과정의�

투명성

Ÿ 협치사무국을� 통해� 포럼과� 워킹그룹�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체계

적으로�관리함

Ÿ 행정의� 정보� 공유는� 부족하였지만� 포럼의� 민간� 참여자들이� 자

발적으로�사업�과정을�온라인에�공개하고�홍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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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2.� 협력� 과정에서�다양한� 협치� 주체들� 간에�나타난� 갈등은� 협력을� 촉진하였는가,�

방해하였는가?� 행정� 간의� 갈등과� 민간� 간의� 갈등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사

례에서� 행정� 간의� 갈등은� 구청장이� 중재하였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가?� 민간� 간

의�갈등의�특성은�무엇이며�갈등을�해소할�수� 있는�방법에는�무엇이�있을까?�

¡ 과거� 갈등에� 대한� 접근은� 모든� 갈등은� 나쁘다는� 것을� 전제하였음.� 갈등은� 악영향을�

끼치며� 피해야� 할� 것으로� 정의됨.� 그러나� 최근� 갈등관리에� 초점을� 둔� 연구는� 갈등을�

장려하는� 문제점을� 인식하며�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전반적인� 맥락에서� 갈등

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생산적인� 갈등� 해결방안에� 더� 초점을� 둠(Robbins� &�

갈등관리

Ÿ 민간� 간� 갈등은� 협치포럼에� 참여했던� 다양한� 지역주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관리됨.� 이들� 주체들은� 사업의� 초기� 동력이�

되었던� 느슨한� 주민주체조직인� ‘지역내� 활동가� 네트워크’와�

‘방학천거리변화를�위한�시민모임’의� 구성원들임

Ÿ 행정부서�간의�갈등은�구청장�주재�회의에서�정리되는�경향성이�강함

참여촉진
Ÿ 협치적� 의사결정� 구조인� ‘협치방학천거리포럼’� 운영과� 비공식적

인�일상적�만남을�통한�신뢰�형성으로�참여가�촉진됨

4.� 성과

효율성

·효과성

Ÿ 과거� 음침하고� 걷기� 위험한� 거리에서� 밝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거리가�확연하게�변화함

Ÿ 새로운� 주체의� 유입으로� 거리의� 다양한� 콘텐츠를� 찾아오는� 유

동인구가� 늘어남으로써� 거리의� 활력이� 생겨났고� 청소년� 등� 다

양한�연령대의�주민들이�찾아�거리의�공공성이�확대됨

Ÿ 양말공장,� 폐지줍는� 어르신� 등이� 함께� 사는� 지역생태계와� 공방

과�상점들의�자생력이�아직까진�유지되고�있음

영향력

Ÿ 지역사회의� 협치에� 대한� 긍정적� 경험� 축적과� 방학천� 거리에� 대

한�주인의식이�형성됨

Ÿ 리더형� 시민활동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주체들에게도� 협치� 참

여�기회가�주어지면서�전반적인�지역�시민사회�협치력의�총량�확대

Ÿ 민간과의� 협력을� 전혀� 하지� 않았던� 행정부서들도� 협치를� 경험했

고� 행정의� 경로의존성으로� 협치적� 추진� 방식이� 일정� 부분� 행정�

내�제도와�문화로�형성되어�행정�내�협치�문화가�확대됨

의도하지�

않은�결과

Ÿ ‘방학생활’� 운영이� 지속되지� 못함으로써� 원주민(유흥업소� 언니들)의�

삶을�변화시켜�함께�하고자�했던�공동�목표가�달성되지�못함

Ÿ 행정부서� 간� 갈등의� 골이� 민간� 활동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방학

천�거리의�목표와�활동이�왜곡되는�문제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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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e,� 2015).� 갈등은� 원인에� 따라� 이해관계� 갈등,� 가치갈등,� 사실관계� 갈등,� 구조

적�갈등으로�유형화할�수� 있음(채종헌,� 2012)

<� 갈등의�원인�유형화� >

구분 내용

이해관계�갈등

Ÿ 한정된� 자원이나� 권력에� 대해� 서로� 경쟁하거나� 이해관계의� 분배�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지니는� 경우(예:� 쓰레

기�소각장�및�매립장�반대�운동)

가치갈등
Ÿ 가치관이나� 신념체계,� 종교와� 문화� 등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경우

(예:� 새만금�사업과�사패산�터널� 반대� 운동)

사실관계�갈등
Ÿ 어떤� 사건이나� 자료,�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는�경우(예:� 과학기술의�한계가�갈등의�원인이�되는� 경우)

구조적�갈등
Ÿ 사회구조나� 제도� 등� 갈등당사자� 외부의� 상황적인� 요인에� 의한� 갈

등(절차상�문제)

*� 갈등의�유형을�환경갈등에�적용하여�유형화한�것임(채종헌,� 2012)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에서�나타난�갈등의�유형은�어떤�것들이�있는지�알아본다

¡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의� 사례에서는� 입주작가들� 간의� 갈등인� 이해관계� 갈등,� 마

을공동체과/지역주민활동가와� 문화체육과/입주작가� 간의� 갈등인� 가치갈등,� 마지막으

로�행정부서�간� 갈등인�구조적�갈등이�나타났음� � �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에서�나타난�갈등�유형� >

구분 내용

이해관계�

갈등

Ÿ 입주� 작가군� 내에� 행정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축제나� 프리마켓� 등� 주민� 행

사를� 열어� 거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작가군과� 자기� 공방� 운영을� 잘하면�

그� 결과� 거리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작가군� 간의� 갈등.� 결과적으로� 전

자�작가군들의�주민행사�준비나�행정대응�실무로�피로도�누적� � � � �

가치갈등
Ÿ 주민� 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의� 폐쇄를� 놓고� 드러난� 방학천� 거리의� 비

전과�가치에�대한� 민간과�행정(최고결정권자)간의�갈등

구조적�

갈등

Ÿ 방학생활과� 작가� 공방� 운영관리� 관련� 담당� 부서� 지정을� 둘러싸고� 마을공

동체과와�문화체육과의�갈등

이해관계�갈등�유형

¡ 이해관계� 갈등은� 민간� 간의� 갈등으로� 입주작가들� 간에� 나타났음.� 갈등의� 내용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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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작가군� 내에� 행정과�적극적으로�협력해�축제나� 프리마켓�등� 주민�행사를�열어�거

리를� 활성화해야�한다는� 작가군과�자기� 공방� 운영을� 잘하면� 결과적으로�사람들이�많

이� 오게� 된다는� 작가군� 간의� 입장� 차이임.� 최근� 주민� 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하면서� 두� 작가군� 간의� 갈등� 양상이� 첨예화되었으며,� 행사를� 함께� 준비하든� 하지� 않

든� 그� 효과는� 다� 같이� 나누는� 공유적� 산물이기� 때문에� 행사를� 준비하는� 작가군들의�

피로감�누적42)�

¡ 갈등관리는� 제3자인� 행정(문화체육과)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작가자치회에� 맡

기고� 있으며,� 또한� 행정이� 개입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음.� 협치� 사업도�

종료되어� 협치사무국과� 협치� 포럼이� 개입할� 수도� 없음.� 직접적� 이해관계자들로만� 운

영위원회가�구성되어�갈등을�중재할�제3자�민간주체도�부재함�

¡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작가와� 상인들로만� 구성된� 현� 방예리� 운영위원회를�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를� 사랑하고� 즐겨� 찾는� 지역주민들로� 확대하여� 제3의� 중재자들을� 확보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사업� 초기� 방학천� 변화에� 관심과� 애정을� 가졌

던� ‘방학천� 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이나� ‘협치방학천거리포럼’의� 참여� 주체들이� 현

재까지도� 일정� 정도� 간접적인� 갈등�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고,� 방학천� 주민행사를� 지

역사회에� 홍보하는� 등� 방학천� 거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체들을�적극적으로�참여시키는�것도�효과적인�방법일�것임� � � � �

가치갈등�유형

¡ 가치갈등은� 주민커뮤니티� 공간인� ‘방학생활’의� 폐쇄를� 놓고� 발생한� 민간과� 행정간의�

갈등임.� 여기서� 행정은� 구체적으로� 최고결정권자인� 구청장임.�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

는� ‘방학생활’의� 존치�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방학천� 거리에� 대한�

비전과�가치에�대한�입장�차이임

¡ 갈등관리는� 방학생활� 주민운영단장이� 직접� 구청장을� 면담하여� 방학생활의� 가치와� 의

미,�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면담� 결과� 구청장이� 6개월� 유예기간을�제

시하였음.� 그러나� 주민운영단은� 방학생활을� 몇� 개월� 더�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학천� 거리를�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지역생태계로� 만들기� 위해� 주민� 커뮤

니티� 거점이� 필요했던� 것이고,� 방학생활을� 거점공간(앵커시설)으로� 일구어가고� 있었

음.� 때문에� 방학생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원했던� 것이었

지만�이러한� 개념과� 방향성은�단기적으로�성과가� 나타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의�수용도가�약함� � � �

¡ 최근� 도시재생이나� 문화예술� 정책� 영역에서� 거리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사업�

종료된� 후에도� 공공적� 가치를� 지키며� 그� 공간에서� 일상을� 살아갈� 사람과� 활동의� 중

요성이�인식되고�있음.� 근래� ‘생태계’라는�개념이� 행정�내에서� 회자되고�있는� 이유임.�

그러나� 협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행정과� 시민사회의� 시간에� 대한� 근본

42) 입주공방 작가들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주민행사에 적극적인 작가군과 회의적인 작가군 양쪽의 인터
뷰가 진행되어야 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작가 자치회(현재 운영위원회)의 실무 대표 작가만을 인터뷰
하여 양쪽의 입장을 균형있게 수집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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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이해의� 차이임.� 이� 차이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행정의� 시간으로,� 단기적� 성

과�중심으로�쉽게�정리되는�경향이�강함� �

구조적�갈등�유형�

¡ 본� 사례에서� 구조적� 갈등은� 행정부서� 간에� 발생하였음.� 방학생활과� 작가� 공방� 운영‧
관리�담당�부서를�지정하는�것과�관련하여�여러�복합적�문제들이�작동하여�마을공동

체과와�문화체육과�간의�갈등이�첨예하였음�

¡ 갈등관리는� 행정조직의� 특성상� 상급자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동함.� 본� 사례에서도� 구

청장� 회의에서�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의� 담당� 부서를� 문화체육과로� 결정하고� 방학생활

도�문화체육과로�이관하였음

¡ 이� 갈등은� 주무부서가� 문화체육과로� 결정되면서� 가시적으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

만� 오히려� 구청장� 회의를� 통해� 주무부서가� 결정된� 후� 두� 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

어졌음.� 또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이었던� 방학생활도� 문화체육과로� 이관되어� ‘방예리지

원센터’로� 전환되면서� 마을공동체과가� 방학천문화예술거리에�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적�

근거가� 모두� 사라지게� 됨.� 이것은� 사업� 초기� 민과� 관이� 함께� 방학천� 거리에� 담아낸�

마을공동체라는� 비전과� 가치가� 약화되는� 결과를� 야기함.� 때문에� 행정� 간의� 갈등� 해

소방법으로� 상급자나� 구청장의� 중재가� 아닌�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 � �

토론�내용

¡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민관협치를� 하면서� 경험하거나� 옆에서� 지켜봤던� 갈등의� 유형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함.� 그리고� 본� 사례에서� 나타난� 세� 가지� 갈등� 유형을� 자세하

게�설명함�

¡ 학습자들은�팀을� 이루어�세� 가지� 갈등�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유형별� 갈등의�특성

에� 대해� 토론하고� 원인의� 특성에� 따른� 갈등� 해소나� 중재� 방안을� 모색함.� 토론과� 내

용을�팀별로�발표하여�공유하고�다른�팀들로부터�피드백을�받음�

질문� &� 분석(Question� &� Analysis)

3.�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조성]은� 여러� 부서가� 결합� 된� 융합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민간� 또한�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였다.� 2016년도에�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중장기적� 사업이다.� 그러나� 2018년� 협치� 사업이�

종료됨으로써�포괄적�민관협의체인� ‘협치� 포럼’� 운영이�중단되고�사업과�민간파트

너의�범위가�과거와� 같이�담당� 부서�중심으로�축소되었다.� 때문에� 초기�민간주체

들의�참여가�불가능하다.� 지속가능한�협치를� 위해�이� 사례에서�민간이� 놓친�것은�

무엇이었고�향후�어떠한�대응전략을�수립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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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천� 문화예술거리�조성〕은� 2016년� 보건위생과의�단속으로�시작하여,� 마을공동체

과의�마을만들기,� 문화체육과의�작가공모,� 도시계획과와�물관리과의�도시경관사업�등

이� 결합� 된� 융합행정의� 성격을� 갖고� 있음.� 또한� 주민활동가,� 지역주민,� 지역공무원,�

건물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민관협의체에� 참여하였던� 사업으로� 협치� 사업

은� 종료되었지만� 현재도� 진행� 중인� 중장기적� 사업임.� 때문에� 사업의� 발전� 단계에� 따

라�거버넌스�구조와�행위자가�계속�변화해�오고�있는�특징을�갖고�있음�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의�거버넌스�구조와�행위자�변화�과정�

¡ 사업� 초기� 거버넌스� 구조는� 개별� 행정부서� 단위에서� 시작되었음.� 마을공동체과는� 방

학생활운영단을� 중심으로� 한� 주민모임,� 보건위생과는� 유해업소� 업주와� 건물주,� 문화

체육과는� 입주� 공방� 작가와� 협력� 내지� 참여� 형태를� 갖는� 거버넌스� 구조였다면,� 방학

천� 거리� 사업이� 협치� 사업으로�추진되면서는�다양한� 주체들이�결합하는�포괄적� 거버

넌스�구조(‘협치�포럼’)가� 작동됨

¡ 그러나� 협치� 사업의� 종료로� 포괄적� 거버넌스였던� ‘협치� 포럼’의� 활동도� 실질적으로�

함께�마치게�됨.� ‘협치�포럼’이� 공식적으로�해산된�것은�아니지만,� 협치�사업�종료�후�

한� 번도� 포럼이� 열린� 적이� 없고� ‘협치� 포럼’이� 이후에�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민간과� 행정� 모두� 숙고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보임.� 또한� 본� 사업의� 협치

적� 진행이�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서울시의� 예산� 속에서� 진행되면서� 예산지원이� 종

료됨에�따라�거버넌스�활동도�종료되는�예상하지�못했던�문제를�발생시켰음

토론�내용

¡ 방학생활이�왜� 해체되었어야만�했나?� 방학생활의�해체로�이후�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

나?� 방학생활이�해체되지�않으려면�민간이�어떤�노력을�해야�했을까?�

¡ 포괄적� 민관협의체인� ‘협치� 포럼’이� 협치� 사업(협치예산지원)의� 종료로� 중단되었다.�

정책/예산지원에� 의존한� 민관협치가� 갖는� 장점과� 한계는� 무엇인가?� 사업(예산지원)

의�종료에도�불구하고�민관협치(‘협치�포럼’)를�지속할수�있는�방안은�무엇일까?

¡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민관협의체인� ‘협치� 포럼’에서� 방학천� 거리� 입주

작가와� 상인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과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가� 변

화하였다.� 민간의� 권한�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강사는� 학

습자들에게� 방학천문화예술거리� 거버넌스� 구조와� 행위자의� 변화� 과정을� 설명해주고,�

위� 세� 가지�질문을�학습자들이�팀을�이루어�심층적으로�토론하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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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의�거버넌스�구조와�행위자�변화�과정>

협치의제�선정�전

(2016~2017.4)

협치사업으로�추진

(2017.5~2018.11)

협치사업�종료�후

(2018.12~현재)

거버넌스�
주요행위자�

Ÿ 보건위생과-유해업소�

영업주,� 건물주와� 개

별�접촉�

Ÿ 마을공동체과-‘방학생

활’주민운영단

Ÿ 협치방학천문화예술거

리포럼

Ÿ 문화체육과-공방� 작가�

‘자치회’→상인도� 포함

한� ‘운영위원회’로�확대

거버넌스�밖의�
민간조직

Ÿ 방학천거리변화를� 위

한�시민모임

Ÿ 시민활동가�네트워크

Ÿ 방학천거리변화를� 위한�

시민모임

Ÿ 시민활동가�네트워크

-

거버넌스�구조

Ÿ 개별부서별로� 사업�

관련� 민간과� 협력하

는�방식�

Ÿ 여러� 행정부서와� 다양

한� 민간주체들이� 결합

한� 포괄적/융합적� 민관

협의체

Ÿ 사업� 관련� 최종의사� 결

정을� 하는� 포럼(연� 3회�

개최)과� 사업실행에� 직

접� 개입하는� 워킹그룹�

(월� 1회� 개최)로� 구성

Ÿ 개별부서가� 사업� 관련�

민간(이해당사자)과�

협력하는�방식

운영 Ÿ 필요시
Ÿ 포럼은�연� 3회

Ÿ 워킹그룹�회의는�월� 1회
Ÿ 필요시

“모두,� 무엇을�놓쳤는가?”

거버넌스는�언제나�실패한다,� 때문에�행위자는�유연한�자기�전략과�전술을�가져야�한다

¡ 거버넌스는� 언제나� 실패하며� 민관협치를� 통해� 민간의�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함을�인식하는�것은� 매우� 중요함.� Jessop(2003)43)은�거버넌스는�언제나� 실패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그래서� 거버넌스의� 실패의� 필연성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완전하지만� 거버넌스를� 통해� 달성한� 성공

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복잡성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

로� 하며,� 정책� 환경의� 실패와� 혼란에� 대응하여� 자신의�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

록�다양하고�유연한� 전략과� 전술이�필요하다고�주장함.� Giugni� &� Passy(1998)44)도�

43) Jessop(2003), “Governance and Metagovernance: On Reflexivity, Requisite Variety, and 
Requisite Irony", published by Department of Sociology, Lancaster University.

44) Giugni & Passy(1998), "Contentious Politics in Complex Societies: New Social Movements 
between Conflict and Cooperation", Marco G. Giugni, Doug McAdam and Charles 



- 128 -

현대사회의� 복잡성으로� 민관협치를� 국가� 운영방식으로� 모색하고� 있고� 때문에� 오늘날�

사회운동은� 권력자들과� 필연적인� 갈등적�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고� 봄.� 그래서� 어떤�

행위의� 목적에� 상호� 동의를� 전제로�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와� 운동세력이� 공조하는

데,� 이때� 둘은� 기본적으로� 힘이� 불균형하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완전한� 입장의�

일치� 상태인� ‘합의’에� 이르는� 경우는� 드물어� 운동세력은� ‘갈등’과� ‘협력’이라는� 양가적�

전략을�이용한다고�주장함� � �

협력적�거버넌스는�정치적�과정이다,� 민간은�힘(‘대항력’� 또는� ‘시민력’)을� 가져야�한다

¡ 협력적� 거버넌스를� 정치적� 과정의� 하나로� 보고,� 참여를� 형식적� 수준에서가� 아닌� 권

력과의� 관계� 속에서� 재사고� 할�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작동은� 좋은� 제도

나� 규범� 설계만으로는�불가능하며�이를� 추동하는� 민주적� 교섭력이나�민주적� 대항� 권

력과� 같은� 정치� 사회적� 힘이� 중요함.� Fung� &� Wright(2003)는� 참여적� 거버넌스� 일

지라도� 민의� 대항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정부에� 포섭되거나� 보여주기식� 거버넌스가�

될� 수� 있음을� 지적,� 협력적�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가진� 대항력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주장.� 협력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

스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디자인의� 디테일� 뿐� 아니라�

제도� 내부와� 주변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힘이� 중요.� 협력적이고� 참여적� 거버넌스가�

강력하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대항력이� 필요하며,� 이때� 대항력은� 정부에� 맞서� 싸우

는� 조직화� 된� 시민사회의�저항으로�표출된� 적대적� 대항력과는�다른� 협력적� 대항력이�

적절한� 형태임45).� 이은주(2019)는� 서울시� 3개� 자치구의� 민관협치� 과정을� 분석하여�

이� 협력적�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정치적� 힘(조직력),� 문제해결력,�

독자성(경제적�자립기반,� 고유한�자율적�활동영역)으로�정리하였음�

어떻게�민간의�참여와�권한을�강화시킬�수� 있을까?�

토론�내용

¡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힘(권력)은� 무엇일까?� Wright(2010)46)는� 권력이란� 행위자들

이�세계에서�일을� 성취할�수� 있는� ‘능력’,� 결과를� 낳는� ‘능력’으로� 봄.� 즉� 누군가를�지

배하고� 억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무엇을� 하게� 만드는� ‘임파워먼트’를� 의미�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설명해주고� 학습자들이� 협력적� 거

버넌스에서� 필요한� 힘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질문함.� 학습자들이� 제시한� 다

양한�의견을�협력적�대항력의� 3가지�역량으로�맞춰�정리해�줌)

¡ 방학천�문화예술거리�조성의�사례에서�민간은�어떻게�힘을�기를�수� 있을까?� 현재�민

간주체인� 방학천� 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는� 행정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협력이� 아

Tilly(eds.), From Contention to Democracy,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45) 이은주(2019), 민주적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협력적 대항력 구성에 관한 실천사례 연구, 성공회대 

박사논문
46) Wright, Erik Olin(2010), 『리얼 유토피아』, 권화현(2012), 파주: 들녘; Envisioning Real Utop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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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민이� 주도하는� 협력관계로� 재구성되어야� 함.� 이를� 위해� 현재� 작가와� 상인으로

만�구성되어있는�구조를� 개방하여�지역주민들도�참여할� 수� 있는� 포괄적� 구조로� 개방

하여� 문제해결력,� 정치력(조직력),� 독자성(자립기반마련,� 자율적� 활동영역)을� 키워나

가야� 함� (☞강사는� 학습자들에게� 방학천문화예술거리� 운영위원회가� 3가지� 역량을� 키

워나가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토론하게�

함)

<‘방학천문화예술거리�운영위원회’의� 협력적�대항력�강화�방안� >

문제해결력�강화 독자성�강화 정치력(조직력)� 강화

Ÿ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커뮤니티� 프로그

램�운영�

Ÿ 지역의� 소외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운영

Ÿ 지역의� 소외계층�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기획�운영

Ÿ 지역축제위원회� 조직을� 통

해� 현� 마실축제를� 지역주

민이�주도형으로�전환�

Ÿ 운영위원회를� 공익법인조

직(사회적협동조합)화하여�

‘방예리지원센터’를� 민간위

탁받음

Ÿ ‘방예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공방� 콘텐츠의� 공동

판매� 및� 브랜드화하여� 자

립적인�수익구조�마련� � �

Ÿ 현�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방학천� 거리에� 관심을� 갖

고있는� 지역주민들로� 확대

하여� 운영위원회의� 지지그

룹�확보,� 자원동원력�강화

Ÿ 조직력� 강화로� 정치적� 힘

을� 키워� 행정과의� 협력에

서�협상력을�높임

Ⅴ.� 사례정리(Summary)

¡ [방학천� 문화예술� 거리조성]은� 지역사회의� 오래된� 민원�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과� 민

간의� 다양한� 주체들이�참여한� 중장기적�융합형� 협치� 사업으로� 거버넌스�구조와� 행위

자의� 변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협치� 사례임.� 또한� 협

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선� 자발적인� 주민주체조직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동

적으로�엿볼�수� 있음�

¡ 성공적인� 민관협치,�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의� 유형과� 갈등� 해

소,� 지속가능한� 협치를� 위한� 민간의� 힘(‘대항력’� 또는� ‘시민력’)과� 관련한� 3가지의� 핵

심질문은� 학습자들에게�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성찰할� 수�

있는�기회를�제공할�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