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시정연구논총

제27권(통권 제54호)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2396-01



01 최우수상최우수상 리빙랩(Living Lab)을 활용한 규제혁신방안 마련:

서울형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정책설계를 중심으로

02 우 수 상우 수 상 AHP기법을 이용한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중심 -

03 우 수 상우 수 상 음식점 미세먼지ㆍ악취 저감시설 효과 분석 및 제고 방안 연구

04 우 수 상우 수 상 노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서울시 자치법규 개선방안 연구

05 우 수 상우 수 상 소방서 차고 내 배연설비 설치 및 운영의 효과성 평가 및 정책적 제언

06 장 려 상장 려 상 이륜차 주차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07 장 려 상장 려 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대비한 공원관리 정책수립

방향 연구

08 장 려 상장 려 상 화재발생 시 전자식 잠금장치의 피난위험성 실험연구

09 장 려 상장 려 상 GNSS 네트워크 RTK 시스템 고도화 방안

10 장 려 상장 려 상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문제 진단 및 주차질서 확립방안 제시

11 장 려 상장 려 상 토종 끈끈이주걱 인공증식 및 도시 내 재도입 연구

12 장 려 상장 려 상 서울동물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자동먹이공급장치 적용 연구:

미어캣(Meerkat. Suricata suricatta) 모니터링

13 장 려 상장 려 상 서울시 공공 대관시설 활성화 방안

- 서울여성플라자를 중심으로 -

14 장 려 상장 려 상 서울시 적정임금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15 장 려 상장 려 상 미래형 버스승차대 개발방안 연구

- 성동구 스마트쉼터 개발사례를 중심으로 -

16 장 려 상장 려 상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정책 홍보 모델 연구

17 장 려 상장 려 상 서울시 청년거버넌스 참여 활성화 연구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030

우수상

0202
AHP기법을 이용한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서울특별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중심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_ 김영빈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주도성이 높은 서울시 민관협치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평가요인을 

대상으로 각각 평가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현 상

황을 진단하고, 핵심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현장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지역사회혁신계획 핵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도구를 작성하고,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수합된 설문조사 답변지에 대해 일관성 검증을 한 후 유효한 답변을 대상

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와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 관계자들은 정책을 시

행함에 있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 방안 확보’, ‘체계적인 역량강화’, ‘안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 ‘타 참여조직과의 연계’, ‘유관

부서의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계획수립부터 실행ㆍ평가까지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공동 결정(co-governance)한다는 것과 계획수립ㆍ실행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자의 수많은 숙의공

론과정을 동반하는 특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와 협력체계 등의 구축

이 필수적이고, 이런 과정과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혁신계획 핵심 관계자들은 계획수립 및 실행의 원활한 과정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그 뒤로 ‘과정의 유용성’, ‘기회 제공의 

형평성’, ‘참여자의 변화’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모든 계획수립과 실행의 절차가 수많은 숙의공론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

문에 다양한 유형의 숙의공론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계획수립ㆍ실행의 모든 과

정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조정가)를 운영하여 다양한 행위 주체자들의 대화, 의사소통, 

숙의가 논리적ㆍ체계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핵심 관계자들은 계획

수립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상호적 학습과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협력적 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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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치 또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상호학

습과정, 합의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의 중ㆍ장기적 목표로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

한 공공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어서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 등이 중요

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함께 공동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공공의 자원이 시민 역량강화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등의 정책은 국외 사례에 비하면 초기 단계이다. 그렇

지만 시민의 인식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의 지원 방식과 유형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되어 여러 층위의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새로운 형태의 공공참여가 모든 OECD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 높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끼지는 정책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1) 도시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하는 유엔 헤비타트(UN-habitat)는 포

용도시 개념을 기반으로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라는 공유 비전을 제시하였고, 비전의 실현을 

위한 정책 원칙 중 하나로 의사결정의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and participation)를 언급하고 

있다.2) 최근 한국사회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지난 60년의 한국사회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사회발전을 이룩하였다. 

이 시기는 정부가 민간의 부족한 역량을 채우고 민간을 견인해 나가는 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선진국들

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룩한 경제발전을 단 시간에 압축적으로 달성하였다. 반면에 빠르고 압축적인 과정

으로 공공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정책과정에서 시민참여와 숙의는 배제되거나 형식적으로 허용되었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행정적 결정이 주요하게 작용하였다. 한국사회는 긴 시간 동안 이런 정부주도방

식에 익숙해지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3) 하지만 최근 자신의 삶에 영향을 

1) OECD,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2006
2) OECD,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the Ministerial Level, Paris, 

2016
3) 박준ㆍ김성근,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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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정책 형성과정의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행정부에서도 정책수립 및 실행과정 

등에서 다양한 방법과 수준으로 시민의 의견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시민과 공무원이 협력하여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정책을 통한 시민참여’를 다양하게 시도하

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런 흐름에 발맞추어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 관련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로 

민선 6ㆍ7기를 지나면서 시민이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을 공동생산하고 집행, 평가하는 주

체로서 등장하였고, 지역 기반으로 시민과 권한을 나누어 함께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도모하는 정책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민관협치 등 지역에서 다양한 층위로 시민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정책 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시민참여 정책 중 시민주도성이 높은 민관협치계획이다. 시민에게 공동 결정이라는 권한4)을 

부여하고,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계획수립과 실행ㆍ평가 전 과정을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함께 진행한다. 이렇게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공동

의 권한을 나누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을 끌어내는 정책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반면, 이와 같은 

정책 사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떤 평가요인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논의

가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주도성이 높은 민관협치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한 평가요인을 대상으로 

각각 평가요인의 상대적 가중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현 상황을 진단

하고, 핵심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공동의 권한을 가지고 협력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요인의 항목별 가중치 설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첫째,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통해 시민참여와 민관협치에 관한 평가요인을 1차적으로 도출하였다. 둘째, 

민관협력 성과지표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협치조정관, 공무원, 지원관 등)에게 의견 수렴을 진행하여 

평가요인(2차)을 구성하였다. 셋째, 현재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전 과정에 깊게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

자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위한 쌍대비교 설문도구를 작성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수합된 

설문조사 답변지에 대해 일관성 검증을 한 후 유효한 답변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4) Fung(2006)의 정의한 5단계 중 공동 결정(4단계)은 시민주도성이 매우 높은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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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시민참여

시민참여(civic participation)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Creighton(2005)은 시민들의 관심과 추

구하는 가치가 쌍방향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거쳐서 정부 혹은 집합적 의사결정의 내부로 흡수되는 

과정을 시민참여라고 규정하고 있다.5) Scaff(1975)의 경우에는 참여는 참여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에

서 영향력 혹은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는 도구적 참여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의사결정과

정 자체에 호혜적으로 참여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상호작용적 참여로 구분하기도 한다.6) 이승종ㆍ김혜

정(2108)은 시민참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공공서비스 생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활동을 의미

한다고 정의한다.7) 이와 같이 시민참여의 구체적 정의는 다양하지만 쌍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정

책결정과정(공적의사결정)의 시민참여활동이라는 요소는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더불어 정책과정

에서의 시민참여는 효율성에 치우칠 수 있는 기술 관료의 판단을 보완하고, 민주성을 증대시키는 역할

을 한다.8) 

시민참여는 공적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영향력 정도를 기준으로 시민주도형 시민참여와 정부

주도형 시민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Fung(2006)은 시민참여의 영향 정도를 개인 편익(personal 

benefit), 여론 형성(communicative influence), 자문과 협의(advice & consult), 공동 결정

(co-governance), 직접 권한(direct authority)의 5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9), 개인편익에서 직접권

한으로 갈수록 공적의사결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영향력은 커진다는 의미이다.

시민주도참여정부주도참여

개인편익 여론형성 자문/협의 공동결정 직접권한

최소권한 최대권한

<그림 1-1> 공적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시민참여 유형

자료: 박준 외 1인(2019)

정부주도형 시민참여는 Fung(2006)의 시민참여 유형 중 개인 편익, 여론형성, 자문과 협의에 해당

5) Creighton J. L., The pi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John Wiley & Sons, 2005 

6) Scaff, L. A.,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3), 1975
7) 이승종ㆍ김혜정, 시민참여론, 제2판, 박영사, 2018
8)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2014
9) Fung, A. Varieties of Participation in Complex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s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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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는 공동 결정 또는 직접 권한에 해당한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기본적으로 

계획수립부터 실행ㆍ평가까지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함께 공동 결정(co-governance)하며 시행되

고 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시민주도형 시민참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바라보는 대표적 관점은 새로운 공공이익의 구현방식 또는 공공문제의 해결과정으로 이

해하는 ‘정부에서 거버넌스로’(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의 관점과 기존 대의민주주와 국가

관료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참여민주주의를 통해 직접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간다는 로즈(Rhodes, 

1997)의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10)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는 사회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개인과 

자발적 집단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조정을 이룩하는 거버넌스11)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

기반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local-based collaborative governance)는 지방 수준에서 지역공동체

의 행위 주체자들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제라 할 수 있다.12) 특히 

지역적 관점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는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지역의 공공문제 해결방식으로 정의

되며, 단순히 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초월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폭넓

은 참여와 협력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또한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사회의 이슈 및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연계하고 갈등발생을 사전에 조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다.13) 최근 몇 년간 협력적 거버넌스는 우리말로 바꾸어 ‘협치’ 또는 ‘민관협치’, 

협력적 로컬 거버넌스는 지역기반의 협치라는 의미로 ‘지역협치’라고 통용하고 있다.

3. 협력적 계획

협력적 계획(colloborative planning)은 1970년대에 도입된 Friedmann(1973)의 교환거래계획

이론(transactive planning)에 기반을 두고 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계획의 중심요소가 인간의 

사회적ㆍ심리적 발달이라는 주장이 등장하여 계획 자체를 일종의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이라는 

개념으로 파악하기 시작한다.14) 이런 흐름에서 Friedmann은 사람간의 대화, 상호적 학습과정이 중요

한 가치로 반영되는 교환거래계획이론을 내세운다. 중앙집권적 명령계획(command planning)이 비

능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기술 관료들이 주도하는 간접적 통제 중심의 정책계획(policy 

10) 손경주 외 5인, 협력적 계획이론에 준거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과정의 평가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11) 전영상,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12) 주재복, 한국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자치-협력적 거버넌스의 대두, 한국행정학회, 2004
13) 서순탁ㆍ민보경,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2005
14)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2006 / Dunn, E. S. J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 Friedmann, J.,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Anchor Press, Doubleday,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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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이익집단 대표들의 협상에 의한 조직계획(corporate planning), 그리고 참여계획

(participant planning)을 들고, 이 중에서 참여계획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다.15) 또한 그는 

복합적 변수(complex variable)로 형성된 도시사회를 계획하는 것이 흔히들 생각하듯이 과학적 방법

에 의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보고, 계획가의 생각과 주민들(clients)에 의해 실천되는 행동의 양자

가 결합된 과정(linkage process) 사이에서 서로 이해하면서 배우는 관계(mutual learning)가 맺어

지는데 이를 이른바 교환거래ㆍ교류적 계획(transactive relationship)이라고 한다.16) Friedmann은 

교환거래이론에서 무엇보다 대화(dialogue)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대화는 우선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

로 하기 때문에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고 이해당사자 간의 사고, 도덕적 판단, 감정, 

감정이입, 갈등, 호혜정신 등이 상호이해과정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17)

종합적 계획
(Synoptic Planning)

ㆍ합리적, 종합적 계획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 설정, 정책 대안 설정, 수단의 규명, 
결정의 집행의 4단계로 진행

점진적 계획
(Incremental Planning)

ㆍ논리적 일관성이나 최적의 해결 대안의 제시보다는 지속적인 조정과 적용을 통해 

계획의 목표를 추구하는 접근 방법

교류적 계획
(Transactive Planning)

ㆍ계획의 집행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의 상호 교류와 대화를 통해 계획 수립

ㆍ조사, 분석보다 개인 상호간의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학습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

ㆍ계획의 평가에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효능성, 가치관과 행태, 협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 등의 사회적 영향을 강조

옹호적 계획
(Advocacy Planning)

ㆍ강자에 대한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적용

ㆍ계획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민 관점에서 옹호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에 

관심

급진적 계획
(Radical Planning)

ㆍ집단행동을 통해 단기적인 계획 실행의 결과 달성 추구

ㆍ단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

자료: 도시계획론(2016)

<표 2-1> 계획의 분류(Hudson)

1990년대가 되면서 기존 중앙집권식 계획 모델의 한계가 대두되고, 참여주체가 다양해지면서 이들

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반영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새로운 계획 모델의 요구에 따라 협력적 계획

(colloborative planning)이론이 등장한다. 협력적 계획의 특징은 많은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과정

이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계획과정은 어떤 형태로든 참여자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협력적 계획은 이 상호작용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누가 계획과정에 참여하고, 이들의 상호관계

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곳에서 상호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주목한다. 이 과정을 다르게 표현하

여 ‘의사소통(communicative)’ 또는 ‘숙의(deliberative)’라고 언급하기도 한다.18) 더불어 협력적 계

15) Friedmann, J.,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Anchor Press, 
Doubleday, 1973

16)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2006
17)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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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은 참여자들 사이에 대화(dialogue)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해가는 과정으로 

상호학습과정, 합의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Innes(1999), 

Patsy Healey(1996), 서순탁(2002) 등의 연구에 따르면 협력적 계획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 신뢰, 

지식의 공유, 협력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의 도시 및 지역계획

의 흐름에서도 협력적 계획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수

립과정에서는 다양한 단위와 층위로 행위주체자들이 참여하여 의사소통과 상호학습 등을 기반으로 사

회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4. 서울특별시 민관협치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

가.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개념과 성격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서울특별시 민선 6기부터 혁신ㆍ협치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고, 서울특

별시 24개 자치구가 협력적 거버넌스(자치구 협치회의)를 구축하여 참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마을공동체, 찾아가는 동사무소, 주민자치,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혁신ㆍ

협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기반의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

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민관협치는 일상 속 주민이 공공 정책의 의사결정 파트너로 성숙하는 징검다

리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민관협치는 지역(자치구) 단위에서 시민에게 매우 높은 공공성과 

결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낮음

보통

높음

모임개인 커뮤니티
민관

협의기구 동네지역 이웃 개인

작은 권한 실행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결속력 공간 범위

시민력 성장

의제 공공성

협치

정책결정,
실행의 권한 부여

마을

주민자치

<그림 2-2> 지역기반 시민참여 유관 정책 관계

18) 신동진, 패치 힐리와 협동적 계획이론, 국토 97-11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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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혁신계획은 자치구 단위로 민관협치의 기반을 구축하고, 그 기반을 바탕으로 시민과 공무원

이 함께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역사회혁신계

획은 전략적(strategic), 상향적(bottom-up), 참여적(participatory), 융합적(convergent) 계획이라

는 기본 성격을 토대로 시민주도의 시민참여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역기반의 견고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다양한 어려운 문제(wicked problem), 특히 다양한 

부서와 분야가 협력해야 해결 가능한 의제를 설정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전략적 계획 지역사회가 직면하는 각종 현안문제를 진단,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획

상향적 계획 다양한 공론장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수립한 계획

참여적 계획 공공주도 계획수립에서 민간(시민)들이 주도하여 공공과 함께 수립하는 계획

융합적 계획 지역사회(자치구) 안의 다양한 민관협력정책(사업)들이 상호 연계하는 계획

자료: 서울특별시(2020)

<표 2-2>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격

나.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로서 지역사회혁신계획

지역사회혁신계획은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으로서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단위에서 시

행하고 있다.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는 다양한 공간적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중앙부처, 광

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동 등 다양한 공간 단위에서 많은 형태의 시민참여가 일어나

고 있다. 그렇지만 시민주도형 시민참여는 기본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가장 촉진될 수 있다. 지역 단위

가 작아질수록 시민들 간의 협력을 어렵게 만드는 집합행위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가 

완화되기 때문이다.19) 더불어 시민들은 국가 전체나 다른 지역보다 자신의 생활권 이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체감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하다.20) 또한 지역은 새로운 정책 도입 시 비용을 

국지화 시킬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 볼 수 있는 최적의 단위라고 볼 수 

있다. Lowndes와 Sulivan(2008)은 근린 단위에서 시민들은 자신들이 공동생산(co-produce)할 정책

이나 공공서비스의 직접 수혜자가 되므로 시민들의 참여 동기가 더욱 강화된다고 보고 있다.21)

시민주도(civic initiatives)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은 크게 주민자치, 사회혁신사업가, 민관협치, 

민간화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민관협치는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주민자치와 달리 시민

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초대된 공간(invited space)’에 참여하여 정부가 부여한 권한 범위 

내에서 정부와 협치하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그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

에서 지역의 다양한 시민 (행위주체자)들이 자발적ㆍ선제적으로 정부(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견인하는 

19) 박준ㆍ김성근,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9
20) 박준ㆍ김성근,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19
21) 박준ㆍ김성근,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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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지역 단위에서 일어나는 민관협치의 경우 시민과 정부가 초대의 공간

을 공동으로 마련한다고(co-produce) 볼 수 있다.

분류 기준
시민들의 조직화 방식

‘민초공간’에서 조직화 ‘초대공간’에서 조직화

시민

참여

활동

정책 결정

① 주민자치

스위스 코뮌주민총회,
미국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③ 민관협치

서울형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세종시 조치원발전위원회

사업 운영

② 사회혁신기업가

마포 성미산마을, 성북구 장수마을,
신림동 고시촌의 GATP와 ㈜선랩,
미국 지역사회개발법인(CDC)

④ 민간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청소년취로지원네트워크 시즈오카

(일본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자료: 박준 외 1인(2019)

<표 2-3>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사례

다. 협력적 계획으로서 지역사회혁신계획

협력적 계획은 참여자들 사이에 다양한 대화(dialogue), 의사소통(communicative), 숙의

(deliberative)를 통해 상호학습과정, 합의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을 축적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이다. 또한 협력적 계획의 핵심 원칙(충분한 학습, 동등한 정보 공유, 적절한 

원칙과 절차, 구성원의 의견 존중, 의사결정의 동등한 권한, 회의 참여 횟수 등) 중에 회의 참여 횟수는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신뢰관계를 회복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22) 지

역사회혁신계획은 계획수립과 실행과정에 다양한 주체(지역주민,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 등)가 참여하

여 수많은 토의ㆍ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협력적 계획 관점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22) 이경환 외 1인,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과정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제42권 2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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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치구
회의횟수
(누적, 회)

회의참석인원
(누적, 인)

회의진행시간
(누적, 시간)

진행시간
(1회 평균, 시간)

1 A 자치구 149 1,780 209 1.4 

2 B 자치구 188  1,940 285 1.5 

3 C 자치구 88  1,385 134 1.5 

4 D 자치구 121  1,345 180 1.5 

5 E 자치구 81  852 161 2.0 

6 F 자치구 205  2,396 423 2.1 

7 G 자치구 402  3,825 673 1.7 

8 H 자치구 210  3,532 313 1.6 

9 I 자치구 73  999 137 1.9 

10 J 자치구 146  1,995 291 2.0 

11 K 자치구 219  2,822 333 1.5 

총계 1,882 22,871 3,137 -

자료: 서울특별시(2019)

<표 2-4> 2019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숙의공론회의 현황(11개구, 2019.1~12)

5. 평가요인의 도출과정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평가영역은 정책사업의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기본조건평가, 활동의 계획과 실

행단계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지는 과정평가, 활동의 산출물로 인해 초래된 결과와 파급효과에 중점을 

두는 영향평가의 3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주요 부문을 구분하고, 부문별로 총 36개의 세부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기본조건평가 과정평가 영향평가

Requirement Evaluation + Process Evaluation + Impact Evaluation

기반조성 숙의공론과정 사회적 변화

<그림 2-3> 평가영역의 구조

각 영역별 평가요인은 시민참여, 민관협치에 관한 문헌조사, 연구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기반으로 

1차 도출하고, 전문가협의회와 현장간담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2차 평가요인을 도출하였다.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040

문헌 조사 연구 회의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협의회 현장 간담회

서울특별시 

협치추진단
⇒ 서울특별시 

협치추진단
⇒ 성과평가 전문가 ⇒ 자치구 협치조정관

지역협치정책자문단
⇒ 자치구 담당공무원

자치구 협치지원관

국내외 유사지표 

검토

영역별 평가요인 

설정

평가요인 구성 

검토
적합성, 타당성 검토 적합성, 타당성 검토

평가 요인 1차 도출 평가 요인 2차 도출

<그림 2-4> 평가요인의 도출과정

Ⅲ.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ㆍ실행함에 있어 평가요인별로 상대

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지역사회혁신계획 관련 전문가 및 주요 당사자(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평가요인별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자 한다. 평가요인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다.

먼저 기본조건평가영역의 상위권 중요도는 3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협치기반조성 부문은 소항목간 

중요도를 6가지 평가요인(제도적 기반, 안정적 추진체계,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사회적 균형 확보, 

더 많은 시민참여, 체계적인 역량강화)으로 설정하였다. 과정관리기반조성 부문은 소항목간 중요도를 

4가지 평가요인(유관부서협력, 타 참여조직과의 연계, 정치적 약속, 협력적 리더십)으로, 사업추진기반

조성 부문에 대한 소항목은 4가지 평가요인(기본계획 수립, 사업의 원활한 운영, 자율적 평가체계 운

영, 충실한 예산 집행)으로 설정하였다.

과정관리평가영역의 상위권 중요도는 2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정성적 과정관리 부문은 소항목간 중

요도를 6가지 평가요인(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정보의 질, 과정의 투명성, 과정의 유용성, 기회제

공의 형평성, 참여자의 변화)으로, 정량적 과정관리 부문에 대한 소항목은 3가지 평가요인(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정보의 질, 과정의 투명성)으로 설정하였다.

영향평가영역의 상위권 중요도는 3개 부문으로 설정하고, 참여의 수준 부문은 소항목간 중요도를 

2가지 평가요인(행정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 시민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내실있

는 시민참여 부문은 소항목간 중요도를 7가지 평가요인(시민권리의 제도적 보장,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지원, 부서간 칸막이 해소 노력, 과정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평가과정 

참여, 시민력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으로 설정하고, 사회적 신뢰 부문에 대한 소항목은 4가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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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낯선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 구청에 대한 신뢰도, 시청에 대한 신뢰도)으로 설정

하였다. 항목 간의 계층 구조를 도식화하면 <표 3-1>과 같다.

1계층 2계층 3계층

기본

조건

평가

영역

협치기반조성

제도적 기반

안정적 추진체계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사회적 균형

더 많은 시민참여

체계적인 역량강화

과정관리기반조성

유관부서 협력

타 참여조직의 연계

정치적 약속

협력적 리더십

사업추진기반조성

기본계획 수립

원활한 사업 운영

자체 평가 체계 운영

충실한 예산 집행

과정

관리

평가

영역

질적과정관리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정보의 질

과정의 투명성

과정의 유용성

기회 제공의 형평성

참여자의 변화

양적과정관리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정보의 질

과정의 투명성

영향

평가

영역

참여의 수준
행정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

민간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

내실있는 시민참여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평가과정의 참여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

사회적 신뢰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이웃에 대한 신뢰도

공공(시청)에 대한 신뢰도

공공(구청)에 대한 신뢰도

<표 3-1> 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요인의 계층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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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 척도

본 연구에서 각 변수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를 도출한 것으로서 

크게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한다. 기본조건평가영역의 변수는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 제도, 조직, 추진체계, 교육 등 기반조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의미한다. 과정관리평가영역은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모든 단계에서 진행하는 수많은 숙의공론과정의 내실화를 의미한다. 마지막 

영향평가영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중ㆍ장기적 목표 달성에 대한 내용을 의미한

다. 모든 항목의 측정도는 각 측정항목별로 1부터 5척도를 활용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핵심 관계자(민, 관)를 대상으로 시행하였

다. 설문조사는 2018년 12월 1일부터 2018년 12월 15일까지 약 2주간 실시하였다. 모든 설문항목의 

측정척도는 각 측정항목별로 1점(동등하게 중요)부터 5점(매우 중요)의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우선순위 도출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쌍대비교방식 기반의 AHP방식을 채택하였다.

4.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과정(AHP)

본 AHP(Analytic Hierachy Process)는 Thomas. L. Satty23)에 의해 1970년대에 개발된 계층분

석기법으로, 의사결정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 상황의 구성요소 간에 상호 의존성을 구조화, 계층화하고, 

논리적인 판단과 직관, 감정, 그리고 경험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기법이다. 이를 통해

서 복잡한 현상을 다루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 관련된 요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

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특히 관련된 개별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하여 각각의 가중치를 정량적으로 

산정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순서를 정하는 등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론이다.24) 이 기법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위해 개별 항목에 가치체계를 쉽게 추

출할 수 있고, 그 가치를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판단하여 중요도 또는 가중치(weight)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25) AHP분석에 있어서 응답자의 답변이 일관성(consistency)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쌍대비교에 있어서 일관성은 응답자의 평가에 논리적인 모순의 정도를 측정

하는 것으로, 만일 A가 B보다 중요하고, B가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했을 경우에 당연히 A는 C보다 

중요하다고 응답해야만 답변의 일관성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관성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산출하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다.

23) Sat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1980
24) Kim, H. Lee, H. & Lee, M., Publicness of Public 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AHP Enhancing,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511~522, 2013
25) Kwon, C. & Cho, K., An Applied Study of the AHP on the Selection of Nonmemory Semiconductor 

Chip,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18(1), 1~13, 2001 / Song, K. & Lee, Y., Re-scaling for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AHP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29(2), 271~28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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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 CI / RI × 100

CR :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I : 일관성 지수(Consistency Index)

RI : 무작위 지수(Random Index)

속성개수 2 3 4 5 6 7 8 9 10

RI 0 0.52 0.89 1.11 1.25 1.35 1.40 1.45 1.49

<표 3-2> Saaty의 9점 척도에서 랜덤 인덱스(RI)

선행연구들에서 제시된 일관성비율의 허용정도는 CR이 0.1 이내이면 평가자가 항목들에 내린 판단

에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reasonable), CR이 0.1~0.2에 해당하면 용납할 수 있는 수준

(tolerable)으로 판단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26) 본 연구에서는 

CR≤0.2에 해당하는 답변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평가요인에 대해 핵심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AHP분석은 지역사회혁신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과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그 가운데 통계적 유의성이 확보된 51명의 내용을 

최종 선정하였다. 전반적으로 남성 25명(49%), 여성 24명(47%)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20대 8명

(16%), 30대 16명(31%), 40대 12명(24%), 50대 11명(22%), 60대 3명(6%)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업

적 특성은 공무원(임기제포함) 24명(47%), 민간위원 9명(18%), 협치지원관(자치구) 13명(25%)으로 나

타났다.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6개월 미만 9명(18%), 6개월~1년 미만 12명(24%), 1년 이상~2

년 미만 20명(39%), 2년 이상~3년 미만 6명(12%), 3년 이상 1명(2%)으로 나타났다.

26) Lim, C., An Extension of AHP for Group Decision Making, Thesi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2,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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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총계 51 100%

직업

공무원 16 31%

임기제 공무원 8 16%

협치지원관(자치구) 13 25%

성별

남성 25 49% 민간위원 9 18%

여성 24 47% 기타 4 8%

무응답 2 4% 무응답 1 2%

연령

20~29세 8 16%

경력

기간

6개월 미만 9 18%

30~39세 16 31% 6개월~1년 미만 12 24%

40~49세 12 24% 1년 이상~2년 미만 20 39%

50~59세 11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2%

60세 이상 3 6% 3년 이상 1 2%

무응답 1 2% 무응답 3 6%

<표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2. 계층분석적 의사결정과정 결과

계층분석적 의사결정의 분석결과는 크게 3가지 영역(기본조건평가영역, 과정관리평가영역, 영향평

가영역)으로 도출하였다. 먼저 각 영역의 부문(2계층)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고, 부문별 평가요

인(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영역별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종합)는 

산술계산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였다.

가. 상위 계층

상위 계층의 3문항에 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과를 살펴보면 기본조건평가영역(0.3641)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고, 과정관리평가영역(0.3338), 영향평가영역(0.3021)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초기 운영단계이기 때문에 민과 관이 함께 계획을 수립, 실행함에 있어 

다양한 기반(제도, 조직, 체계 등)의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중요도 순위

기본조건평가영역 .3641 1

과정관리평가영역 .3338 2

영향평가영역 .3021 3

<표 4-2> 상위계층(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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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본조건평가영역

기본조건평가영역은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기초적으로 조성ㆍ구축해야하

는 다양한 요인을 협치기반조성, 과정관리기반조성, 사업추진기반조성의 총 14개 문항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본조건평가영역의 총 14문항에 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계층의 

항목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협치기반조성(0.3726), 과정관리기반조성(0.3479), 사업추진기반조성

(0.2796)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치구에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진행함에 있어 제도적 

기반과 안정적인 추진체계가 매우 중요하게 선행되어야한다는 인식이 높게 반영되었다고 보여진다.

제 3계층의 항목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협치기반조성 부문은 안정적 추진체계(0.2445)

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고, 더 많은 시민참여(0.1897), 체계적인 역량강화(0.1823), 제도적 

기반(0.1707),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0.1235), 사회적 균형(0.0899) 순서로 중요도 값을 보이며 가장 

높은 중요도를 가진 요인은 가장 낮은 중요도의 약 3배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본조건 

중에서도 추진체계(조직, 인력) 구축, 투명한 정보 공개의 채널 확보, 참여 주체에게 필요한 다양한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정관리기반조성 부문은 타 참여조직의 연계(0.2513)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고, 유관부서 

협력(0.2509), 협력적 리더십(0.2497), 정치적 약속(0.248) 순서로 나타나지만 4개의 요인 모두 비슷

한 중요도 값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할 때 자치구 내 다양한 참여

조직(민간네트워크)과 연계하는 과정과 구청의 유관부서 간의 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업추진기반조성 부문은 기본계획 수립(0.2934)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고, 자체 평가체계 

운영(0.2662), 원활한 사업 운영(0.2431), 충실한 예산집행(0.1974)의 순서로 중요도 값이 나타나고 

있다. 충실한 예산집행은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 

수립에 있어 기본계획(3년) 기반의 중기 비전을 설정하는 것과 다양한 단위별로 자체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적 추진체계(0.0911), 더 많은 시민참여(0.0707), 체계적인 역량강화

(0.0679), 제도적 기반(0.0636), 타 참여조직의 연계(0.0583), 유관부서 협력(0.0582), 협력적 리더십

(0.0579), 정치적 약속(0.0575), 기본계획 수립(0.0547), 자체 평가 체계 운영(0.0496), 원활한 추진

체계 운영(0.0460), 원활한 사업 운영(0.0453), 충실한 예산 집행(0.0368), 사회적 균형(0.0335)순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조직, 인

력), 제도(조례), 역량강화(교육)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민과 관 모두 유관 조직(부서)과의 연계ㆍ협

력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 균형(협치회의 구성)과 원활한 추진체

계(협치회의 정기개최)가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자치구 협치회의 활동성 등은 상대적으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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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계층 3계층 종합

요인 중요도 순위 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협치

기반조성
0.3726 1

제도적 기반 0.1707 4 0.0636 4

안정적 추진체계 0.2445 1 0.0911 1

원활한 추진체계 운영 0.1235 5 0.0460 11

사회적 균형 0.0899 6 0.0335 14

더 많은 시민참여 0.1897 2 0.0707 2

체계적인 역량강화 0.1823 3 0.0679 3

과정관리기

반조성
0.3479 2

유관부서 협력 0.2509 2 0.0582 6

타 참여조직의 연계 0.2513 1 0.0583 5

정치적 약속 0.248 4 0.0575 8

협력적 리더십 0.2497 3 0.0579 7

사업추진기

반조성
0.2796 3

기본계획 수립 0.2934 1 0.0547 9

원활한 사업 운영 0.2431 3 0.0453 12

자체 평가 체계 운영 0.2662 2 0.0496 10

충실한 예산 집행 0.1974 4 0.0368 13

<표 4-3> 기본조건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다. 과정관리평가영역

과정관리평가영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행함에 있어 계획수립, 실행, 평가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숙의공론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요인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정관리평가영역의 총 9문항에 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계층의 

항목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질적과정관리(0.725), 양적과정관리(0.275)순으로 과정관리평가영역에서

는 질적인 부분이 양적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제 3계층의 항목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적과정관리 부문은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0.1868)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고, 과정의 유용성(0.1826), 기회 제공의 형평성(0.1729), 

참여자의 변화(0.1722), 과정의 투명성(0.1499), 정보의 질(0.1355) 순서로 중요도 값이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자의 

숙의공론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또한 다양하고 수많은 숙의공론과정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계에 적합한 숙의공론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자에게 숙의공론

과정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회 제공의 형평성은 숙의공론회의를 운영함에 있어서 모든 회의 참여자가 공평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양적과정관리 부문은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0.3818)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고,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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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0.3392), 과정의 투명성(0.279) 순서로 중요도 값이 나타나고 있다. 양적과정관리 부문에서도 질적

인 부문과 마찬가지로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 공개의 양적 

확장보다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합 결과의 경우 3계층 요인별로 부문별 상대적 중요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계층 3계층 종합

요인 중요도 순위 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질적 

과정관리
0.725 1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0.1868 1 0.1354 1

정보의 질 0.1355 6 0.0982 6

과정의 투명성 0.1499 5 0.1087 5

과정의 유용성 0.1826 2 0.1324 2

기회 제공의 형평성 0.1729 3 0.1254 3

참여자의 변화 0.1722 4 0.1248 4

양적 

과정관리
0.275 2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 0.3818 1 0.0525 7

정보의 질 0.3392 2 0.0466 8

과정의 투명성 0.279 3 0.0384 9

<표 4-4> 과정관리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라. 영향평가영역

영향평가영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중ㆍ장기적 목표에 대한 내용이다. 지역

사회혁신계획은 참여의 수준, 내실있는 시민참여, 사회적 신뢰 부문의 13개 요인에 대해서 그 내용이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영향평가영역의 총 13문항에 대한 계층분석적 의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계층의 항목

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내실있는 시민참여(0.4185), 참여의 수준(0.2964), 사회적 신뢰(0.28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

수적으로 갖추어져야 요인의 달성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3계층의 항목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참여의 수준 부문은 민간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0.6), 행정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0.4) 순으로 민간(시민) 관점에서 참여 수준 향상의 체감도를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내실있는 시민참여 부문은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0.1602)이 가장 높은 중요도

를 보이고 있고,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0.1579),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0.1545),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0.1431),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0.1348), 평가과정의 참여

(0.1328),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0.1168) 순서로 중요도 값이 보이지만 7개의 요인 모두 비슷한 중요

도 값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실있는 시민참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이상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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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등이 필요하고, 이것을 이루기위해 공공의 다양한 노력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7가지 요인이 비슷한 중요도를 보이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실질

적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은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신뢰 부문은 공공(구청)에 대한 신뢰도(0.3055)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이고 있고, 공공(시청)

에 대한 신뢰도(0.2847), 이웃에 대한 신뢰도(0.2552),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0.1545) 순서로 중요도 

값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시

청, 구청)이 사회적 신뢰 척도의 1차 파트너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공간적 

범위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공공 중에서도 구청의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합 결과를 살펴보면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0.0670),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0.0661),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0.0647),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0.0599),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0.0564), 평가과정의 참여(0.0556), 민간의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0.0508), 

공공(구청)에 대한 신뢰도(0.0498),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0.0489), 공공(시청)에 대한 신뢰도

(0.0464), 이웃에 대한 신뢰도(0.0416), 행정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0.0339), 낯선 사람에 대한 신

뢰도(0.025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내실있는 시민참여 부문의 요인이 높은 중요도를 나

타내고 있고, 참여의 수준과 사회적 신뢰 부문에서는 민간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7위)과 공공(구청)

에 대한 신뢰도(8위)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운영함

에 있어서 민간(시민)의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2계층 3계층 종합

요인 중요도 순위 요인 중요도 순위 중요도 순위

참여의 

수준
0.2964 2

행정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 0.4 2 0.0339 12

민간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 0.6 1 0.0508 7

내실있는 

시민참여
0.4185 1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 0.1348 5 0.0564 5

쉽고 정확한 정보 전달 0.1168 7 0.0489 9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 0.1579 2 0.0661 2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0.1545 3 0.0647 3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0.1431 4 0.0599 4

평가과정의 참여 0.1328 6 0.0556 6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 0.1602 1 0.0670 1

사회적 

신뢰
0.2850 3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0.1545 4 0.0252 13

이웃에 대한 신뢰도 0.2552 3 0.0416 11

공공(시청)에 대한 신뢰도 0.2847 2 0.0464 10

공공(구청)에 대한 신뢰도 0.3055 1 0.0498 8

<표 4-5> 영향평가영역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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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시민주도성이 높은 서울시 민관협치계획(지역사회혁신계획) 평가요인의 우선순위를 분석

하여 정책 고도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상대적 중요도 분석에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AHP를 사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사회혁신계획의 핵심 관계자들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안정적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 방안 확보’, ‘체계적인 역량강화’, ‘안

정적 제도적 기반 구축’, ‘타 참여조직과의 연계’, ‘유관부서의 협력’ 등이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계획수립부터 실행ㆍ평가까지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공동 결정(co-governance)한다는 것과 계획

수립ㆍ실행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주체자의 수많은 숙의공론회의를 동반하는 특징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추진체계와 협력체계 등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런 과정과 체계를 제도적으

로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지역사회혁신계획 핵심 관계자들은 계획수립 및 실행의 원활한 과정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실있는 숙의공론장 운영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그 뒤로 ‘과정의 유용성’, ‘기회 제공의 

형평성’, ‘참여자의 변화’ 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력적 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은 모든 계획수립과 실행의 절차가 수많은 숙의공론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

문에 다양한 유형의 숙의공론과정에 대한 적절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고, 계획수립ㆍ실행의 모든 과

정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총괄계획가(조정가)를 운영하여 다양한 행위주체자들의 대화(dialogue), 의

사소통(communicative), 숙의(deliberative)가 논리적ㆍ체계적인 계획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더불어 핵심 관계자들은 계획수립과정에서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상호적 학습과정을 

통한 사회적 자본 형성이라는 협력적 계획의 주요 가치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에 

따라 계획수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참여자의 상호학습과정, 합의형성과정, 참여자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

성 등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혁신계획이 추구하는 사회적 변화의 중ㆍ장기적 목표로 ‘능동적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공공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이어서 ‘시민참여를 위한 공공의 충분한 지원’, ‘부서간 

칸막이 해소를 위한 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노력’, ‘시민 권리의 제도적 보장’ 등이 중요하다고 

나타나고 있다. 민(시민)과 관(공무원)이 함께 공동 결정(co-governance)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량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많은 공공 자원이 시민 역량강화에 투입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사회에서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등의 정책은 국외 사례에 비하면 초기 단계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인식과 역량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여 공공의 

지원 방식과 유형이 보다 다양하고 구체화되어 여러 층위의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하다. 또한 참여의 수준과 사회적 신뢰 부문에서는 민간이 생각하는 참여의 수준(7위)과 공공(구

청)에 대한 신뢰도(8위)가 특징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시민)의 효능감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050

< 참고 문헌 >

[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계획론, 보성각, 2016

[2] 박준 외 1인, 시민주도 문제해결의 모델과 사례, 한국행정연구원, 2019

[3] 박준 외 1인, 시민주도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역량 강화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9

[4] 서순탁,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 33, 

2002

[5] 서순탁 외 1인,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발전학회논문집, 30(2), 2005

[6] 서울특별시, 2019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과정관리DB, 서울특별시 내부자료, 2019

[7] 서울특별시, 2020 지역사회혁신계획 안내서,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2020

[8] 손경주 외 5인, 협력적 계획이론에 준거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수립과정의 평가연구, 

국토계획 제46권 제5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1

[9] 신동진, 패치 힐리와 협동적 계획이론, 국토 97-115, 2011

[10] 이경환 외 1인,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과정이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

계획학회지 제42권 2호, 2007

[11] 이수장,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본 계획이론의 변천, 국토연구, 2006

[12] 이승종ㆍ김혜정, 시민참여론, 제2판, 박영사, 2018

[13] 이승종, 지방자치론: 정치와 정책, 박영사, 2014

[14] 전영상,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태도의 결정요인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6

[15] 주재복, 한국 로컬거버넌스와 지방자치-협력적 거버넌스의 대두, 한국행정학회, 2004

[16] Creighton J. L., The piblic participation handbook: Making better decisions through 

citizen involvement. John Wiley & Sons, 2005

[17] Dunn, E. S. J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 Process of Social Learning, The 

Johns Hopkins Press, 1971

[18] Friedmann, J., Retracking America: A Theory of Transactive Planning, Garden City, 

Anchor Press, Doubleday, 1973

[19] Judith E.Innes and David E.Booher, Coonsensus building as role playing and 

bricolage: toward a theory of collaborative planning, APA Journal, 65(1), 1999

[20] Kim, H. Lee, H. & Lee, M., Publicness of Public 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AHP 

Enhancing,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10), 511~522, 2013

[21] Kwon, C. & Cho, K., An Applied Study of the AHP on the Selection of Nonmemory 

Semiconductor Chip, Korean management science review, 18(1), 1~13, 2001

[22] Lim, C., An Extension of AHP for Group Decision Making, Thesis, Poh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2, 1995



02 AHP기법을 이용한 시민주도형 민관협치계획 평가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051

[23] Lowndes, V. & Sullivan, H., How low can you go? Rationales and challenges for 

neighbourhood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86(1), 1-22, 2008

[24] OECD, 정책결정과정의 시민참여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OECD정부혁신아시아센터, 2006

[25] OECD, The productivity-inclusiveness nexus, Meeting of the OECD Council at the 

Ministerial Level, Paris, 2016

[26] Patsy Healey, Consensus-building across dofficult divisions: new approaches to 

collaborative strategy making, Planning Practive and Research, 11, 1996

[27] Rhodes,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Governance, Reflexivity and 

Accountability, Open Univ. Press, 1997

[28] Scaff, L. A., Two concepts of political participation,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8(3), 1975

[29] Satty, T. L.,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New York, 1980

[30] Song, K. & Lee, Y., Re-scaling for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AHP Method, 

Social Science Research, 29(2), 271~288, 2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