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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민행복을 위해 제시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paradigm, 즉 생활자
치를 적실히 구현하기 위해 관련 추진과제와 각 추진과제별 실천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분석틀>
생활자치 전반
이론적･제도적 고찰

사례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유사개념 고찰
‣ 관련정책 고찰

▷

‣ 국내사례 고찰
‣ 국외사례 고찰

생활자치 기본구상

▷

‣ 문헌고찰 토대
‣ 사례고찰 토대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제시


이를 위해 우선, 생활자치에 대해 사전적인 개념정의, 선행연구 검토, 유사
개념과의 비교 등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존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는 제도적 고찰도 수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전적인 개념정의 및 대부분의 선행연구 개념을 살펴보면, 소위, 주민자치,
근린자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같은 기존 유사개념
과 그리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이론적 측면에서의 생활자치의 경우 소
위,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생활자치에 대해 관련 제도(정책)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도 생활자치
에 기반을 둔 제도(정책)라기보다 실상 기존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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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책)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제도적 측면에서의 생활자치의 경우 소위,
정책적 비정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생활자치와 유사개념간의 관계>


한편 상기에서 생활자치에 대해 개념적으로 모호하며, 정책적으로도 부합되
지 않는 것으로 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변
화들(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등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 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갈등심화)에 대해 국가적 운영원리의 큰 틀인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은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新(신)개념 생활자
치의 구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 지역경제의 쇠퇴, 생활취약
지역의 증가, 생활안정성의 저하 등에 대해서 주민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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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방식의 생활자치는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생활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 생활자치 복지기능의 활성화, 시설안전
지킴이, 자율방범 등과 같은 생활자치 안전기능의 활성화 각각이 지역경제
쇠퇴, 생활취약지역증가, 생활안정성저하 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
을기업, 지역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가 이에 대해 매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사회갈등심화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관
리위원회 역할수행의 경우에도 본 연구가 생활자치 핵심모형으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를 통해 적절히 대처될 수 있다는 것임
<생활자치에 관한 정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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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개념적 모호성과 정책적 비정합성으로 특징짓는 기존 생활
자치가 주민행복이 적실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생활자치 개념을
새롭게 개념화한 소위, 新(신)개념 생활자치에 대한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
은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첫째, 규모･공간적 측면에서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 규모는 생활자
치의 자생적 기초단위인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읍면동 행정구역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 협업기제가 작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읍면동 규모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임
– 둘째, 행정･기능적 측면에서는 대략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 정도가 생활자치의 적절한 행정･기능분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행정･기능별 분야 정리>
분야

지방자치법 제9조

미국식 주민자치

한국의 아파트 공동체

복지

∙ 주민의 복지증진

∙ 보육, 구제

교육

∙ 교육의 진흥

∙ 교육

∙ 교육

안전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경찰, 소방

∙ 방범

환경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

∙ 상하수도, 도로와
공원, 토지이용

∙ 청소, 단지의 가로
정비와 조경

경제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문화

∙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레크레이션(오락)

∙ 체육･문화･교양

– 마지막, 정치･혁신적 측면에서는 생활자치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
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
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지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해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행위에 관여
하는 개념으로 구상한다는 것임. 이는 생활자치를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
한 점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
적 연대와 행위주체성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상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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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에 관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출처: 곽현근(2015)


한편, 이 같은 新(신)개념 생활자치 구상의 관점에서 적용가능 사례들을 통
해 도출된 시사점은 생활자치의 기본단위로 간주될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이
생활자치 구현에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인 가운데, 이 같은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이 촉진되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행정의 적절한 지원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법, 이에 기반을 둔 재단설립 및 기금설치, 공동체 활동에 도움을 줄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 또한 보완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 관
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 공동체와 관련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초, 광역, 중앙 각각이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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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전담조직, 협의체, 자문단 등이 구성될 필요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상기 新(신)개념 생활자치 기본구상과 관련 적용가능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모두를 고려하여, 생활자치에 정책적으로 부합되는 추진과제 및 실
천방안을 다음과 같음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생
활자치 기반 조성,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
이라는 3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하며, 각 목표들은 아래와 같은 관련 중
점과제 및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첫째, 탄탄한 생활자치 기반 조성은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 주민
자치회 제도개선, 주민센터 제도개선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재단 설립 및 기금 설치 검토, 읍면동 유사중복단체 통폐합 검토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경우, 생활밀착형 기능권한 확대 및 강화, 지역공동
체와의 협업체계 강화, 이･통장의 기능･업무와의 연계성 검토 등과 같은 실
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센터 제도개선 경우, 고용, 안전, 인허가 등 주민접점기능 확대 및 강
화, 고용+복지센터와의 기능 연계 내지 통합 검토, 주민자치회 생활지치 기
능간의 일치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은 생활자치 참여 제고, 생활자치 실현 강
화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
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참여제고 경우, 생활자치 전 과정 온라인 참여플랫폼 마련, 생활
자치 관련 시민배심제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연계된 자원봉사 범위확대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vi

연구 요약

– 생활자치 실현강화 경우,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보급, 생활자치 관
련 실천인재풀 마련, 생활자치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
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은 생활자치 역량강화, 생활자치 문
화확산, 생활자치 협력증진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
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역량강화의 경우, 생활자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상
근인력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
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문화확산의 경우, 생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생활자치 포
털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협력증진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생활자치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광역 지자체의 생활자치 실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앙정부의 생활자치 자
문단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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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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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목적

1. 문제제기

2014년 12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성
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아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래와 같
이 제시한 바 있음(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도자료 2014. 12. 8)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비 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목 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정 책
과 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등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4.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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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
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방자
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된 바 있음

이후, 2015. 10. 29,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지방
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 협의체 등 여러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그간의 지방
자치 20년 성과평가와 더불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미래비전을 함께
선포한 가운데, 2016. 10. 27,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
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가 아래와 같이 제시된 바 있음(행
자부 보도자료 2016. 10. 27)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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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크게 지역공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
반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를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
한 지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
회｣를 구현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
생협력｣이 상호 선순환되는 지속발전 가능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도모한다
는 것임(행자부 보도자료 2016. 10. 27)
– 이 같은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의 경우,
2015. 10. 29,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기발표된 생활자치 발전과제의 내용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다소 보완 및 구체화되었을 정도임

하지만, 앞서 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
자치의 실현를 위한 세부과제 내지 2016. 10. 27,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의 면
면을 살펴보면, 생활자치 자체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고 있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인해 제시된 과제 상당수가 직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실상 생
활자치에 기반을 둔 과제라기보다 지방자치 전반에 기반을 둔 기존의 포괄
적인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됨

이에 앞서 언급된 과제들이 나름 명확히 정립된 미래비전에 적절히 부합되
는지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같은 생활자치 비전에 걸맞
은 적실한 중점과제 발굴과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
성이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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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목적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2단계(two-stage)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순차적으로(sequential) 달성하고자 함
– 첫 번째 단계는 생활자치 개념에 대한 명확성(clarity)을 갖는 것임. 주민자
치(citizen autonomy), 근린자치(neighbourhood autonomy),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의 비교 등 다각적 측면에서 생활자치의
개념을 검토(review)하여 아직까지 불명확한 개념으로 남아있는 생활자치의
개념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
– 두 번째 단계는 상기 첫 번째 단계에 의해 달성된 구체적이고 명확한 생활
자치 개념 하에서 한국지방자치의 큰 틀 속에서 구현되어야 할 정합성이
높은 생활자치의 중점과제 및 실천방안을 국내외 사례를 포함한 다양한 문
헌을 적실히 검토함으로써, 발굴 및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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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1.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1)
–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현 2017년을 기준점으로 설정하되, 생활자치와 관
련된 국내사례 내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인 1995년을 연구 출발점으로 정함

내용적 범위
– 내용적 범위에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지방자치발전종
합계획의 핵심정책과제인 ‘주민중심 생활자치 및 근린자치의 실현’, 행자부
정책비전인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등과 같은 정부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사례 등을 통해, 득하고 도출할 생활자치에 대한 개념적 정의, 필요분야, 추
진과제, 실천방안 등이 포함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자치 관련 문헌들에 대한 검토를
주된 연구방법으로 선택함
– 국내외 생활자치 관련 문헌(정부정책이나 시책자료, 관련 법제도, 각종 정
부 보고서, 국내외 생활자치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 등)을 검토함으로써, 생
활자치 관련된 개념을 정의하고, 생활자치 필요분야, 추진과제, 실천방안 등
을 발굴 내지 모색함

1) 생활자치에 대한 국내사례 내지 정책을 검토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2017년까지
로 한정한 반면에, 국외사례 내지 정책에 대한 시간적 검토 범위는 현 2017년을 기점으로 이
전 기간 모두를 포함하고자 함. 단 본 연구가 국내사례 내지 정책을 중심으로 주로 검토할 것
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국외사례 내지 정책에 대한 시간적 검토 범위에 대
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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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틀
<그림 1> 분석틀
생활자치 전반
이론적･제도적 고찰

사례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유사개념 고찰
‣ 관련정책 고찰

▷

‣ 국내사례 고찰
‣ 국외사례 고찰

생활자치 기본구상

▷

‣ 문헌고찰 토대
‣ 사례고찰 토대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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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활자치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고찰

개념적 정의

1. 사전적인 개념정의

생활자치(生活自治)의 경우 사전적인 개념정의는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생활
자치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생활이라는 용어와 자치라는 용어에 대한 개별적
인 사전적인 고찰을 통해 생활자치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을 도출할 수 있음
– 우선, 생활(生活)이란 사전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
하고자 본능적으로 노력하는 것, 사람들이 본인이나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
을 위하여 활동하는 일, 직장이나 마을 등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일하는
것 등을 의미하며, 자치(自治)란 저절로 다스려짐, 자기 일을 스스로 다스
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일 등을 의
미함(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이 같은 생활과 자치의 사전적인 의미를 연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협의
적 그리고 광의적 측면에서 생활자치를 대략적으로 정의하여 볼 수 있음
– 즉, 협의적인 생활자치는 사람들이 본인 내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
하여 직장이나 마을 등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
하며, 광의적인 생활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
들 중 생활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한편 이 같은 사전적 개념정의는 기존 유사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는
다고 판단됨
– 상기 언급된 협의적인 개념인 경우 근린자치,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등과
같은 기존 개념과 매우 유사한 가운데, 광의적인 개념 또한 단체자치의 개
념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는 바, 생활자치의 사전적 개념이 기존 유
사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는 않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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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개념정의

한편 생활자치에 대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적인
개념정의와 아울러 생활자치에 대한 적실한 개념적 정의를 위해 다음과 같
은 대표적인 선행연구들을 고찰하고자 함
– 우선, 김찬동(2015) 연구의 경우, 생활자치가 주민들이 생활의 문제를 가지
고 근린성(neighborhood)을 가진 이웃들이 공동으로 공적인 문제를 생각하
고 이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지키고 집행하
려는 노력이라고 정의된 바 있음
– 또한, 김필두･한부영(2016) 연구의 경우, 생활자치가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복지, 보건, 안전, 환경, 문화, 평생교육, 고
용, 주거, 교통 등 주민생활 전반에 걸친 갈등이나 문제점들을 정부와 지자
체의 지원을 받아 지역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내의 구성원들 간 혹은
단체들 간의 교류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는 주민의 자치활동이라고
정의된 바 있음
<그림 2> 생활자치 개념(김필두･한부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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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곽현근(2015, 2016) 연구의 경우, 생활자치가 지역공동체에 기
반을 두고 친숙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
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
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
와 함께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한 집합적인 의
사결정과 서비스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 바 있음.
– 이를 통해 대의민주제의 단순한 투표참여의 의미를 넘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단위 결사체적 참여와 결사체적 역량에 기반을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로까지 주민참여의 의미가 확대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는 실증적･규범적 원리를 적용시키고자 하였음
한편 상기 생활자치에 대한 선행연구 중 김찬동(2015) 및 김필두･한부영
(2016) 연구에서의 생활자치 개념은 기존 유사개념과 명확히 구분되고 있지
는 않고 있음
– 김찬동(2015) 연구의 생활자치는 근린자치 개념과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하
며, 김필두･한부영(2016) 연구의 생활자치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한국식 준
-근린자치제도에 해당되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
적으로 다룰 생활자치분야를 나름 기능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기존 김찬동(2015) 연구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이 같은 구체성을
제외하면, 김필두･한부영(2016) 연구 또한 근린자치, 주민자치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차별성을 갖고 생활자치가 정의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이처럼 기존 유사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김찬동(2015) 및 김필두･한
부영(2016) 연구와 달리, 곽현근(2015, 2016) 연구는 나름 기존 유사개념과
차별성을 갖고자 한 연구로 판단될 수 있음
– 생활자치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적 연대와 행위주체성의 회복까
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실증적･규범적 원리가 생활자치 개념에 포함됨으로
써, 주민생활공간에만 국한시켜 마치 지방정부와는 별개의 주민자치가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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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기존 생활자치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고자
한 연구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곽현근(2015, 2016) 연구의 생활자치 개념을 큰 틀에서 준용하는 가운
데, 생활자치에 대한 적정규모, 기능별 적정분야, 정치적 의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완 및 추가함으로써, 본 연구는 기존 생활자치 개념을
새롭게 정립(소위, 新(신)개념화)하고 나아가 근린자치, 지역공동체, 주민자
치, 단체자치 등 기존 유사개념과 차별적인 생활자치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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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사개념과의 비교

1. 주민자치

주민자치란 용어해석 및 유래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지자체
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기반으로 구성되고 작동해야 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음(곽현근, 2015)
–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용되는 주민자치 용어의 유래는 확실하지 않음(곽현
근, 2015). 단, 한자권 국가에서 주민자치의 학술용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
나라와 일본뿐이라는 것이 확인되는데, 일본학자들은 일찍부터 일본헌법에
정의된 지방자치의 원리를 기술하기 위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개념을 사
용하여 왔고 이를 감안하면, 주민자치는 우리나라 초기 지방자치학자들이
일본문헌을 참고하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곽현근, 2015).
– 두 나라 공히 단체자치는 독일 등 유럽대륙 국가의 전통으로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조직)가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정사
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의 성격을 강조한 반면 주민자치는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정부(self-government)의 구성은 주민의 자연법적 권리라는 영미권 국가
의 전통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곽현근, 2015)
– 하지만, 일본학계의 제도적 차원의 주민자치 해석은 우리사회의 주민자치
담론과는 차이가 있음(곽현근, 2015). 공식적으로 일본의 주민자치는 대의
민주제 또는 직접민주제의 의미로 사용되는 바, 자치단체장 선출과 지방의
회 구성을 위한 주민직선제도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등
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주민자치로 간주하고 있음(阿部齊, 1996; 佐
藤俊一, 2002; 곽현근, 2015 재인용)
– 이를 통해 볼 때, 일본의 단체자치는 민주적 구성방식과 무관하게 법인격을
가진 지방정부조직의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independence)을 포착하기
위한 개념인 가운데 주민자치는 지자체가 주민의 의사와 통제를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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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고 작동해야한다는 원론적 수준의 민주주의 원리와 제도를 다루기
위한 개념임을 알 수 있음(곽현근, 2015)2)

생활자치 개념을 주민자치 개념과 비교하면, 두 개념 공히 자치의 운영원리
로 민주주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념간의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생활자치가 주민자치 개념에 비해 이 같은 주민자치를 포함하
여 근린자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념간의 차이는 존재함

2. 근린자치

근린자치는 지역의 하위단위에서 공공서비스 전달 내지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관리적 권한을 위에서 아래 수준의 행위자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함(이승종 외, 2015: 16)
– 근린은 물리적･상징적 경계를 가진 지리적 장소이지만,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3)
– 이 같은 맥락에서 근린자치란 주거지 주변의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지역
정부와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문제해결과 공공서비스
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과정과 생산행위에 참여하면서 지역정체성과 장소

2) 주목할 것은 일본의 결사체적 전통으로 강조되는 정내회, 자치회 등의 주민조직 활동과 마치
추쿠리 같은 자치활동이 주민자치로 공식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임(곽현근, 2015). 반
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주민자치 개념은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서 맥락에 따라 다양하
게 해석되어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의 용어와 맞물리면서 주거지중심의 작
은 지역단위 주민사이의 유대형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자발적 주민참여를 의미할 때도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제도명칭에 주민자치 용어가 포함되면서 해당 제도
와 연관된 현상에 국한해 주민자치를 해석하는 경향도 나타나기도 하는 등 주민자치에 관한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제도화 노력과 맞물려서도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곽현근, 2015)
3) 근린은 주거지 인접성에 기초를 두고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일련의 상호작용인 이웃과의 교
류에 사람들이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area)로 정의내릴 수 있음(Davies & Herbert,
1993: 1,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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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이승종 외, 2015: 16 재인용)
– 근린자치에서 다스림(治)의 주(主)는 통치조직으로서의 정부(government)가
아니라 통치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4)라 할 수 있는데, 태생적
으로 거버넌스는 단일 주체가 아닌 정부, 주민조직과 같은 서로 다른 유형
의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Osborne & Gaebler,
1992: 24; 곽현근, 2012b;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한편, 근린자치는 정치적 또는 관리적 권한이 근린수준에까지 위임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근린수준 행위자들의 역량강화(empowerment)와도 관련되는
바,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차원에서 근린자치의 경우, 주민들에 대한 단순한
정보제공, 주민과의 협의(consultation), 심층포럼(deliberative forum), 주민의
직접통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함(김필두, 2013a, 2016 재인용)

생활자치 개념을 근린자치 개념과 비교하면, 두 개념 공히 지역의 하위단위
내지 친숙한 생활공간을 자치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념간의
유사성이 있는 반면에 앞서 주민자치와의 비교와 유사하게, 생활자치가 근
린자치 개념에 비해 이 같은 근린자치를 포함하여 주민자치, 주민참여, 지
역공동체, 협력적 거버넌스 등 다양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
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념간의 차이는 존재함

3. 주민참여

비록 시민참여라는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정의하
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시민참여 개념에 지방 내지 지역 개념을 부
여하면 됨. 즉, 주민참여란 주민에 의한 정치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공
공의 관심, 수요, 가치들을 지방정부 및 공공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 전
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Creighton, 2005, 김혜정, 2012 재인용)
4) 거버넌스는 다양성과 복잡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에 내재된 다양한 문제들을 정부나
시장과 같은 단일행위자가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데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곽현근, 2012b;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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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유형은 그 관점이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지만 다수
학자들은 직접 및 간접참여로 구분하여 설명함. 지방자치의 직접참여 유형
으로는 주민투표나 주민총회, 주민제안 등이 있으며, 간접참여 유형으로는
선거, 주민자문위원회 활동, 압력단체에의 참여나 관료와의 면담 등이 있을
수 있음(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표 1> 간접참여제도의 유형과 내용
구분

내용

주민자문위원회
(Citizen Advisory Committee)

영향력이 있는 특정한 그룹이 형성되어 지역개발계획수
립에 주민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

압력단체 참여
(Pressure Group Participation)

압력단체나 이익집단을 통하여 집단들의 이익 내지 갈
등을 조정하여 정당화하는 과정

선거참여
(Election Participation)

주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표와 정당을 선택,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것

전문관료와의 접촉
(Bureaucratic Contact)

주민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단체 등을 통해 정
부에 그들의 의사를 전달하여 관료들이 선택하고자 하
는 정책의 지침 또는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출처: 김필두･한부영(2016) 재인용


생활자치 개념을 주민참여 개념과 비교하면, 생활자치 개념이 주민의 자발
적 참여라는 소위, 주민참여 개념을 운영기제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개념
간의 유사성이 있으나, 앞서 여타 개념들과의 비교와 유사하게, 생활자치의
경우 이 같은 주민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두 개념간의 차이는 존재함

4. 지역공동체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란 학술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해당 지
역과 이웃주민들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함
(Mattessich & Monsey, 1997; 곽현근, 2015 재인용; 정지웅･임상봉,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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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community란 common 또는 communal과 unity의 합성어로 공
동, 공동체계, 공동소유 등의 의미를 담고 있음(Chaskin, 1997; 전대욱 외,
2012 재인용; 정지웅･임상봉, 1997)
– 전대욱 외(2012) 연구에 따르면 community는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공동체,
지역공동체, 지역사회 등으로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존
의 많은 연구에서 주민참여 조직 또는 결사체의 개념에 있어서 지역사회
(local society, neighborhood)와 공동체(community)를 동일개념으로 사용하
거나(Berkowitz, 2000) 혹은 다르게 구분(Warren, 1978)하기도 함을 지적함
– 하지만,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또는 장소(place)에 기초하고 있
다는 점에서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여타 공동체와 차별화될 수 있
음(곽현근, 2015). 즉, 지역공동체는 다른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상호작
용, 구성원 사이의 유대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구성원이 소속된 영토적 경계
(territorial boundary)와 규모(scale)가 중요하다는 것임(Chaskin, 1997;
Somerville, 2011; 곽현근, 2015 재인용)

생활자치를 지역공동체가 논의되는 지역(local)의 규모와 연계하는 경우, 결
과적으로 생활자치는 지역주민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곽
현근, 2015)
– 지역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생한 경험을 하는 규모(scale of lived
experience)의 장소를 의미함(DeFilippis, 1999, 곽현근, 2015 재인용). 지역의
의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공간 접근 능력에 따라 크기나 위치가 달
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주민들 사이의 사회적･심리적 유대는 규모가 큰 도
시나 국가단위보다는 작은 지리적 단위에서 형성되기 쉽다는 점에서 지역공
동체 논의의 초점이 동네 또는 마을규모에 집중되고 있음(곽현근, 2015)
– 이 같은 맥락에서 생활자치의 논의 또한 주민참여가 비교적 용이한 동네나
마을 단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일반적일뿐만 아니라, 생활자치 개념이 지역
주민들의 집합적 또는 집단적 행위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판단되는 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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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치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음(곽현근, 2015)

생활자치 개념을 지역공동체 개념과 비교하면, 두 개념 공히 일정한 지역 내
지 친숙한 생활공간을 활동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생활자치
개념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는 측면에서 두 개념간의 유사성이 있는 반면 생활자치 개념
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 개념을 내포하
는 있다는 점을 생각하는 경우, 포괄성에 있어 두 개념간의 차이가 존재함

5. 협력적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collaborative governance)란 다양한 조직 간의 수평적인 협
력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의미함(김근세, 2009)
– 협력에 대해 Shergold(2008)는 자율적인 행위자와 조직들 사이의 상호작용
을 통하여 기존의 조직적 경계와 정책을 초월하여 새로운 공공가치를 창조
하는 것으로 Gray(1989)는 참여자의 상호의존성, 참여자의 이질성을 건설
적인 방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의사결정 권한 및 책임의 공유, 그리
고 결과에 대한 집합적인 책임성 등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 한 있음
(김근세, 2009 재인용)
–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Agranoff(2007)는 공공관리 네트워크(network)
로 지칭하면서, 공공관리 네트워크는 계층제와 분명한 구분을 가지며, 의도
적으로 형성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비계층제적인 권위구조에 의존하면
서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나름의 구조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음(김근세, 2009 재인용,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또한 Ansell & Gash(2008)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공공기관이 공식적이고,
의견일치를 추구하고,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집행과
정에서 민간부문의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공의 문
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주창한 바 있음(Gray, 1989; Agranoff,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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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rgold, 2008; Ansell & Gash, 2008;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 체계는 두 가지 차원 즉, 파트너십 차원의 구성과
네트워크 차원의 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음
– 거버넌스 차원에서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시장 주도의 지역사회 재편을 경
계하는 동시에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가 기업 등 새로운 파트
너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설계를 의미함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주재복 외, 2011)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방적 단위로 이양
하고 이에 적합한 사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들 수 있음(Blair,
2000;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네트워크 차원에서 거버넌스는 시민사회의 사회, 정치적 행위자를 포함한
역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Pierre & Peters, 2000), 공식적
권위 없이도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에 기반을 두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행동(joint action)을 이끌어 내는 새로운 운영원리로
서 의미를 가짐(Kooiman & Vliet, 1993: 64;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이는 자기 결정과 책임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내에서 자발적인
자원의 동원과 주민의 참여 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별적 참여를 넘어 공론화 과정을 통한 집합
적 참여를 위한 풀뿌리 주체들의 권능강화(empowerment) 노력이 요구된다
는 것임(Krishna, 2003: 363; 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생활자치 개념을 협력적 거버넌스 개념과 비교하면, 생활자치가 주민자치
(위원)회 내의 지역공동체간 협력,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 행정기관간의
협력 등을 통해 달성된다는 측면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일정부분 생활자
치의 운영기제에 해당되는 바, 두 개념간의 유사성이 있으나, 주민참여 개
념과의 비교와 거의 유사하게, 생활자치의 경우 이 같은 협력적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개념들을 전반적으로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두 개념간의 차
이는 존재함

21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마련

제3절

관련 제도(정책)의 고찰

1. 생활자치 실현의 구심점 희망마을만들기(2011. 12)

희망마을사업은 공동이용시설이 부족한 영세민 밀집지역을 사회적 소통과
경제적 풍요가 어우러지며, 문화적 여유가 넘치는 복합희망공간으로 재창조
하는 것으로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음
<표 2> 희망마을 사업유형
유형

생활공간 개선형

목적

최소의 소통･휴식 공간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창업･사업공간으로 활용

야외쉼터(마당), 벤치,
정자, 정원, 주차장,
운동시설 등

경로당, 어린이놀이방,
도서관, 다문화센터,
헬스케어･체육시설 등

공동작업장, 창고,
(특산품)전시･체험실,
사무공간･회의실 등

주요시설
관리

사회복지 확충형

수익사업 추구형

주민자율관리 원칙 : 희망마을주민운영협의회 운영 및 민간위탁 등

출처: 김필두･한부영(2016)


희망마을만들기 정책은 2008년 생활공감 10대 과제(영세민 밀집지역 동네
마당 조성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되어 이후 표준모델 및 프로세스 개발 연
구용역을 거쳐서 2009년 희망근로 및 특교세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바
있는데 당시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희망근로사업: 80개소(51개 시･군･구, 총 262억원, 개소 당 약 3.3억원)
– 특교세 지원사업: 8개소(총 21억 원)

이후 2010년에는 일자리사업 및 명품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는데,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김필두･한부영, 2016 재인용)
– 희망근로사업(2010.3 ~): 281개소 추진(총 332억원, 개소당 약 1.2억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2010.6 ~): 450개소(총 307억원, 약 0.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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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사업 공모(2010.8 ~): 25개소(특교 50억원 지원)

2011년 이후에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구심점化와 같은 다음과 같
은 기본 뱡향 및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됨
– 기본방향: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지역공동체 구심점化
∙ (활용도 제고) 지역공동체의 단순한 공간적 집합소를 넘어, 주민들의 경
제･사회･문화적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활용
∙ (사업관리 철저) 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조기확정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사업관리 능력제고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율 참여) 사업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 건축, 활용에 이르는 전 과
정에 주민자율 참여 및 운영체제 구축
– 단계별 추진방향
∙ (신규사업) 지역별 다양한 사업공모로 지역공동체 구심점 구축
∙ (기존사업) 활용도 제고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자치 실현

<그림 3> 2011년도 희망마을만들기 기본방향 및 단계별 추진방향

출처: 김필두･한부영(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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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추진성과로 영세민 밀집지역 개선으로 인한 친서민･공정 정책기조의
강화 및 사회･경제･문화적 지역공동체 발전거점 조성 노력을 들고 있음(김
필두･한부영 2016)
– 즉, 주민만족도의 제고를 위하여 舊 동네마당사업을 친서민･공정사회 정책
기조에 맞도록 재창조하여 현장성 및 지역주민 참여강화 등에 노력하였다
는 것과 복합공간 조성, 생활공간 개선, 사회복지 확충, 수익사업 추구 등
다목적 복합커뮤니티 공간(노인정, 어린이 도서관 및 주민자체 행사장 등
다목적 활용)으로 조성토록 적극 유도하였다는 것임(김필두･한부영 2016)

2. 생활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2014. 12)

2014년 12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아래,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음

특히,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
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지방자
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과제들이 제시된 바 있음. 이 같은 세부적인 정채과제들의 내
용은 다음과 같음

자치경찰제도 도입
– 먼저,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
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
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또한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 및 인근지역과 통합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이념도 구현토록 하자는 것임
–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인사교류 및 분쟁조정 등 일정 역할을 부여, 광
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주민안전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가운데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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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자는 것임
<그림 4>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비 전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

목 표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등

정 책
과 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등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자치경찰제도 도입,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등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등

출처: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보도자료(2014. 12. 8)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통합 노력
– 우선 시･도-교육청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사
전협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교육행정･재정･정책분야를 중심으로 교육자치
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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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
진하자는 것임
– 이처럼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연계･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추
진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
방자치의 연계･통합 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 모델과 그 외의 통합형･주민조직
형 모델의 장･단점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과 세부 실시방
안을 마련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
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도 마련하여 제시하자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제도 개선
– 경계조정 전담기구설치를 통해 경계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절차별 이행
기한을 설정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절차를 마무리하자는 것임
– 이를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법률｣제정
을 추진할 계획임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 서명자 수를 현행
보다 완화하는 한편, 주민청구 조례안은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현
행 제도를 개선하여 차기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임
– 또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
으로 연장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
의 20/100에서 15/100으로 낮추어 주민참여가 더욱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를 개편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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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의 전환선언(2015. 2. 4)

한편 행자부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도록 2015년을 지방자치 혁신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선포
하는 가운데, 그간 지방자치가 선거 방식이나 지자체 조직 설계, 중앙-지방
간 권한 배분 등 제도정착 중심의 자치였다면, 앞으로는 주민이 일상생활에
서 지방자치를 통해 자치의 효용성을 직접 체감하는 생활자치를 구현하겠
다고 밝힘(행자부 보도자료, 2015. 2. 4)

<그림 5>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의 전환

제도자치

생활자치

파편화된 주민의
형식적 참여

공동체 활동을 통한 자발적 주민참여

자치단체장･의회중심의 제도개선

주민 행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초점

중앙-지방, 지방-지방,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 상존

국정의 동반자적 관계 형성으로
사회통합 구현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5. 2. 4)


이를 위해 크게는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 현장 중
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 중앙･지방 상생･ 협력으로 통합적 국정
운영 도모,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운 바 있음.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행자부 보도자료 2015. 2. 4)

공동체 활성화로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구현
– 공동체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5년 단위 중･장기계획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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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추진하자는 것임
– 마을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 정책에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생활자치 모델을 정립하는 등 국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활성
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자는 것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주민 공동작업장 개
념의 마을공방을 지역기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등 마을･사람･일이 공존하는 주민 밀착형 지역경제 활성
화를 지원하자는 것임
– 주기적인 지수 측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거나 최소 수준을 충족하
지 못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지역발전 및 공동체 정책 수립
과 집행에 적극 활용할 주민 삶의 질 개선 정도를 측정하는 주민행복 지수
를 개발하자는 것임

현장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자치단체
– 인구감소, 주거여건 변화 등 다양한 주민생활환경에 맞게 행정서비스를 현
장완결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는 등 주민밀착형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방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임
–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조직 설계를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 등 지방공무원
직급체계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주요 직위에 대한 직무분석을 통해 역량모
델을 만들어 간부급 공무원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경쟁력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
방 조직･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임
–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와 함께, 정치･사회, 주민서비스, 지역경제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 실시 전
후 변화상을 비교･분석하는 등 지방자치 20년 성과를 다면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고, 지방자치를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
갈 새로운 길을 모색하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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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상생･협력으로 통합적 국정운영 도모
– 기존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중앙부처 소관 정책에 대해 설명･홍보 및
지자체 협조사항 전달하던 방식을 벗어나,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가시책의
집행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주요 현안 등을 직접 논의하는 등
상호학습･문제해결･소통의 장으로 운영할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현안
을 토론･협의하는 ｢중앙･지방 정책 현안조정회의｣를 법령상 기구로 신설
하자는 것임
– SNS, 언론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갈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한 내
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는 등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방지를
위해 갈등 사전 인지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사무신설에 대해서는 해당 제･개정
법령의 사무배분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방사무 배분 사전협의제 등
과 같은 제도도입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권
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체계를 정비하자
는 것임

지방규제 혁파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규제,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애로를 집
중적으로 발굴하는 등 지역별로 차별성 있는 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규제개혁 끝장토론회를 유형별･지역별로 다양화하여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
감을 제고하자는 것임
– 지방공무원이 감사 걱정 없이 규제개혁과 인･허가 등에 적극 나서도록 사
전 컨설팅제를 도입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반하는 규제, 법령
제･개정 사항을 미반영한 조례 등을 점검･정비토록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도 활성화하는 등 자치단
체에서 운영 중인 자치법규도 일제 정비하여 법령 합치성을 높이자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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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비전과 발전과제(2015. 10. 29)

2015. 10. 29,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행자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4대
협의체 등 여러 지방자치 관계자들이 그간의 지방자치 20년 성과평가와 더
불어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미래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이를 구현하
기 위한 발전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구체적인 발전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행자부 보도자료 2015. 10. 29)

지방자치의 주인이 되는 주민
– 주민접점 확대 및 행정효율화를 위한 주민복지센터(책임읍면동) 확산
– 주민번호 요구 서식･증서 일제 정비, 주민 편의와 관련된 각종 절차와 제도
를 개선하는 등 주민편의･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 주민이 직접 참여･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제도화 및 확산, 공동체 발전 촉진
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주인의식 함양 및 자발적 공동체 활성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지방자치단체
– 지역경제, 재난정보 등 맞춤형 정보 공개 확대, 조직･인사 운영 등 지자체
역량 지표 공개 활성화를 통한 정부 3.0 기반, 투명성･경쟁력 제고
– 온라인 자원봉사 도입, 기부금품 관리 패러다임 전환(규제→허용) 등 자원
봉사 및 기부 활성화로 지역사회 역량 제고, 외국인 주민 지원 기능 통합,
다문화 주민 임용 확대 등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역사회 구현
– 지자체가 여건 및 직무 난이도에 맞게 탄력적으로 기구･직급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현행 인구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구설치
기준은 지자체별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등
현장 중심의 기능 재배분 및 조직 관리의 탄력성 제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
– 지방의원 연수전문기관 지정, 전담 과정 신설 등 의원 교육 확대, 의원의
집행기관 위원회 참여 제한 등 공정성 제고, 지방의원 주요 의정활동 정보
공개 의무화 등 투명성 강화 등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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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 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을 통한 전문가 임용 확대,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인사교류와 소통･협업을 통한 정책 지원 역량 및 전문성 제
고 등 의회사무기구의 전문성 제고
– 법제처 등과 법제 전문인력 인사교류 확대로 입법 전문성 제고, 자치법규
입법예고단계에서부터 상위법령 소관 부처, 법제처, 전문가의 사전 검토 및
자문 등 입법 지원 강화, 국가법령-자치법규시스템 연계 등 자치입법 정비
체계 구축으로 상위법령 비합치 또는 기능상실 조례･규칙의 체계적 정비
등 자치입법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주민이 만족하는 지방공무원
– 역량평가제 도입으로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전문직위 지정 확
대, 전문 역량 필요 분야 중심으로 중앙-지방, 광역-기초, 지방-민간 간 인
사교류 활성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관리
– 비위 공직자 처벌 강화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성과상여금 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로 재배분 등 비정상 행위 근절 등 시대정신에 맞는 공직
관 확립
– 유연근무제 활성화, 불필요한 일 줄이기 등을 통한 업무 능률 향상, 시간외
근무수당 총량제 시범 실시로 불필요한 시간외근무 지양, 현장 실무 공무원
처우 개선, 특수지역(도서･벽지 등) 근무자의 중앙부처･시도 근무기회 확대
등 현장 공무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방식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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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생활자치 비전 및 발전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5. 10. 29)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 신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방세제를 개편하여 지역경제와 지방
세수의 선순환체계 구축, 지방세･세외수입 과세자료 공유 확대 및 징수･체
납관리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 발굴 및 선택적 과세제도 활성화, 장
기･관행적 비과세･감면 정비 및 지방세외수입의 합리적 현실화 등 자주재
원 확충 및 과세자주권 강화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부적정 사례 공개 등 국고보조금 집행 개선, 지
자체 계약･회계･결산 등 재정집행 전반 엄정 관리체계 구축, 지방공기업
부채 감축 및 제도 개혁을 통한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등 효율적이고 건
전한 지방재정 운영
– 모든 지방재정 정보(지자체･공기업･교육청) 통합공개로 접근성 제고, 지자
체 세입･세출 현황 매일 공개 및 행사･축제 원가 전면 공개, 주민참여예산
제 활성화, ｢내세금 국민감시단｣의 예산낭비 감시 강화 등 주민의 재정 참
여 및 감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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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중앙-지방 상생협력
– 국가와 지자체의 기능을 중심으로 지방이양 및 국가환원사무 지속 발굴, 개
별 법령 제･개정 등 사무재배분 추진, 국가･지방사무 배분 사전심사 기구
(사무배분심사위원회) 설치 및 법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제도화 방안 마련
등 국가-지방사무 합리적 재배분 및 행･재정 지원 강화
–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문제해결･학습･공유의 장으로 내실화, 빅데이터
기반의 갈등 사전인지 시스템 및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등 참여･소통 및
갈등관리를 통한 국정운영 통합성 제고

5.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2016. 10. 27)

2016. 10. 27,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
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가 발표된 바 있음(행자부 보도자료 2016. 10. 27)
<그림 7>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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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인즉, 크게 지역공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반
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를 확산하는 가
운데, 정부 3.0 맞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
자체 혁신｣, 의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
이 상호 선순환 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도모한다는 것임
이 같은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의 경우,
2015. 10. 29, 제3회 지방자치의 날에 기발표된 생활자치 발전과제의 내용
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다소 보완 및 구체화되었을 정도임

이에 행복한 생활자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의 경우 세부적인
내용의 기술은 생략하는 가운데 대신 다음과 같은 그림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8> 주민 발전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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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지방자치단체 발전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그림 10> 지방의회 발전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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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중앙-지방 상생협력 발전과제

출처: 행자부 보도자료(2016.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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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소결

생활자치에 대한 사전적인 개념정의와 곽현근(2015, 2016) 연구를 제외한
여타 선행연구에 의한 개념정의를 살펴보면, 소위, 주민자치, 근린자치, 주
민참여, 지역공동체,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같은 기존 유사개념과의 구분이
그리 명확하지 않은 개념적 모호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2> 생활자치와 유사개념간의 관계

– 사람들이 본인 내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직장이나 마을 등에
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스스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의적인 생활자치
는 근린자치, 지역공동체, 주민자치 등과 같은 기존 개념과 매우 유사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행정업무들 중 생활밀착형 업무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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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광의적인 생활자치 역시 단체자치의
개념과 매우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음
– 또한 김찬동(2015) 연구의 생활자치는 기존에 유사한 근린자치 개념과 별
반 차이가 없는 듯하며, 김필두･한부영(2016) 연구의 생활자치 또한 근린자
치, 주민자치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차별성을 갖고 생활자치가 정의되고 있
지는 않는 것으로 보임

게다가. 생활자치에 대한 관련 제도(정책)을 살펴보면, 실상 생활자치에 기
반을 둔 제도(정책), 소위 정책적 정합성이 높은 제도(정책)라기보다 기존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정책)에 불과한 정책적 비정합성을 갖고 있
음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2016. 10. 27, 제4회 지방자치의 날에, 발표된 주민이 행복한 생활
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공
동체, 公-共-民 협력모델 등 ｢주민의 생활자치｣를 기반으로, 참여 플랫폼,
자원봉사기부 등 ｢주민에 의한 생활자치｣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 3.0 맞
춤형 서비스, 복지허브화, 전문직공무원 등 ｢주민을 위한 지자체 혁신｣, 의
정역량 및 책임성 강화 등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의회｣를 구현하여, 주
민 복리 증진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과 ｢중앙-지방 상생협력｣이 상호 선
순환 되는 지속발전이 가능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도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중점과제의 경우, 직관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실상 상당수가 지
방자치 전반에 기반을 둔 일반적인 과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바, 생활자치
에 부합되는 소위, 생활자치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을 적실히 갖고 있는 것
으로는 보이지는 않음

이에 개념적으로 모호하며, 이와 관련된 제도(정책) 또한 당연히 생활자치에
대해 정책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본 연구는 나름
기존 유사개념과 차별성을 갖고자 한 곽현근(2015, 2016) 연구의 생활자치
개념을 큰 틀에서 준용하는 가운데, 생활자치에 대한 적정규모, 기능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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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분야, 정치적 의미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내용을 보완 및 추가하는 등
기존 생활자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를 통한 생활자치에 정책적으로
부합되는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곽현근(2015, 2016) 연구의 생활자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친숙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
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
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으로 정의된 바 있음
– 이는 생활자치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적 연대와 행위주체성의 회
복까지를 포함해야 한다는 실증적･규범적 원리가 생활자치 개념에 포함된
다는 특징이 있음

상기와 같은 新(신)개념 생활자치구상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등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
업구조변화, 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갈등심화
등을 일정부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큰 틀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
데 이에 관한 논의는 제3장에서 다루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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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신)개념 생활자치에 대한 필요성 및
기본구상

新(신)개념 생활자치의 필요성

1. 인구구조변화(저출산 및 고령화, 지방소멸위기)

2031년 5,296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어 2065년에는 1990년 수
준인 4,302만명에 이를 전망인 가운데, 특히 유소년 인구는 2015년 703만명
에서 2065년 413만명으로 40% 이상 감소될 전망임(김선기, 2017 재인용)
– 인구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 전환되어 2065년에는 –1.03% 수준임

<그림 13> 총인구와 인구성장률(1965-2065년)

출처: 김선기(2017)

<그림 14> 생산가능인구(1965-2065년)

43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마련


생산가능인구를 살펴보면 2016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2065년 2,062만명 수준까지 급감(45% 감소)할 전망
임(김선기, 2017 재인용)
– UN(2015)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5년 7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5년에는 가장 낮아질 것(47.9%)으로 예측
되고 있고 가운데,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45-49세 연령대 인구도 2018
년 436만2천명을 정점으로 급감하는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임
(김선기, 2017 재인용)
<그림 15> 45-49세 인구 장래추계

출처: 김선기(2017)


한편 미국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에서 발간하는 ｢더 월드 팩트북｣
(THE WORLD FACTBOOK)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인구대체
수준 2.1명(1983년)에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2001년부터 1.3명 미만에서
등락하고 있는 등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최
하위 수준이며 전 세계 224개국 중에 220위에 해당될 정도로 초저출산 현
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임(김선기, 2017)
– 한국 합계출산율: 1.3명(2001년) → 1.08명(2005년) → 1.24명(2015년)
– 2014년 기준 OECD 평균 1.7명, 프랑스(2.0명), 미국(1.9명), 일본(1.4명) 등

게다가,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 82.1세에서 2065년 90세
로 증가될 전망인 가운데, 고령화율이 2015년 13.2%로 2017년 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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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상), 2025년 초고령사회(20% 이상) 진입이 전망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임(김선기, 2017 재인용)
– 2037년 30%, 2058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며, UN에 따르면 한국의 고
령인구비중은 2065년 OECD 국가 중 가장 높을 것(42.5%)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7년 사상 처음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많아지는 인구구조
역전현상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김선기, 2017 재인용)
– 즉, 인구피라미드가 2015년 항아리형에서 점차 노령층이 두터워지는 역삼
각형 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김선기, 2017 재인용; 이상호,
2016)

<그림 16>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출처: 김선기(2017)


특히, 상기와 같은 고령화 현상은 지자체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데, 향후 30
년 내로 69개 군(84.1%), 1,383개 읍면동(39.7%)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김선기, 2017 재인용; 한국고용정보원, 2016)
– 229개 시군구 중 초고령 사회는 86개(37.6%), 고령사회는 52개(22.7%), 고
령화 사회는 89개(38.9%)이며, 전남이 광역지자체 중 2015년에 최초로 초
고령 사회에 진입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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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한국의 고령화율

출처: 김선기(2017)


한편 이 같은 인구구조변화로 말미암아 지역사회는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
증, 지역경제의 쇠퇴, 생활취약지역의 증가, 생활안정성의 저하 등 암울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자체 행정비용급증의 경우, 공공서비스 수요의 지역적 범위가 넓어지고
고령자 수요가 보다 다양화되는 등 경제적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의 서비스 공급이 요구되어 지자체 행정비용이 급증하는 것을
의미함
– 지역경제쇠퇴의 경우, 지역인구감소가 전통(뿌리)산업을 위축시켜 지역의
일자리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한편, 생활취약지역의 증가는
지역인구감소로 인한 생활인프라 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달성이 곤란하
게 되어 점차적으로 생활인프라가 운영되지 않게 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생활인프라의 접근성 저하로 인해 생활취약지역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함
– 생활안전성저하의 경우, 빈집, 폐경지 등 유휴공간 증가에 따라 범죄우범지
대가 확대되는 가운데, 생활인프라 노후화 및 시설유지･관리 재원 축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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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재난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함

이처럼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 지역경제의 쇠퇴, 생활취약지역의 증가, 생
활안정성의 저하 등 인구구조변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
로 대비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생활자치수준에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됨
– 우선, 촘촘한 지역망(local net)을 쉽게 형성하여 주민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governance) 방식으로 공공서비스 공급을 하는 생활자치의 경우, 공공서비
스 수요의 넓어진 지역적 범위와 다품종 소량생산방식 서비스 공급의 요구
에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바,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
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마을기업, 지역협동조합 등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
게 관련된 생활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 촘촘한 복지망을 형성하여 찾아가
는 복지가 가능한 생활자치 복지기능의 활성화, 굳건한 안전망을 형성하여
시설안전지킴이, 자율방범 등과 같은 생활자치 안전기능의 활성화 각각은
지역경제쇠퇴, 생활취약지역증가, 생활안정성저하 등에 대해 매우 효과적이
고 효율적인 대처방식으로 판단됨

2. 산업구조변화(4차 산업혁명)

현재, 초지능(super-intelligence), 초연결(hyper-connectivity) 등과 같은 특성
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되는 가운데,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기존의 전통적 일자리는 크게 감소되
는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기술혁신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되고, 개인은 기술 숙련도에 따라
전통적 일자리가 크게 감소되는 등 소득이 양극화되어 전 세계는 중산층이
붕괴될 위험에 직면하게 됨
– 예컨대,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수만개 일자리가 감
소될 것으로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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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4차 산업혁명 특징
구분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Industry 4.0

개요

증기기관 발명
기계화
(18세기 후반)

전기 에너지
대량생산화
(20세기 초)

컴퓨터, 인터넷
지식정보화
(70년대 초)

IoT/CPS/인공지능
첨단기술 융합화
(현재)

⇒

대량생산 → 지식정보화 선도산업 위주

산업구조의 재편

노동과 동반한 성장

전통적 일자리의 감소
→ 중산층 붕괴

특징


이처럼 전통적 일자리의 대폭 감소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인 측
면에 지역사회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량생산에 의존하는 기존 경제방식에
서 소량다품목생산의 경제방식으로, 독점경제(monopolic economy)방식에서
공유경제(sharing economy)방식으로의 전환이 도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역협동조합 등 지역의 사회
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자치 경제기능이 매우 중요하
게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됨

3. 사회갈등심화(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집단 간에
발생되는 사회갈등의 심화임. 예컨대, 부양부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도･농
간의 지역갈등,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갈등 등이 대표적임

이 같은 사회갈등심화는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의식 쇠퇴로 이어지어
국가경쟁력의 심각한 저하를 야기하는 한편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사회공감
부족으로 말미암아 심리적 긴장감을 야기함. 이에 지역사회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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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사회갈등의 불씨가 가능한 생기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공동체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가치를 상호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다른 하나는 일단 사회갈등이 발생된 경우 지역사회는 자체 갈등관리위원
회와 같은 기구를 활성화하여 사회갈등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상기와 같은 대처방식에 대해 본 연구가 향후 생활자치 핵심모형으로 제시
할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모형이라고 판단될 수 있음
–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에 다양한 지역공동체 대표를 분과위원으로 참석하
도록 하면 이들의 상호 교류가 자연스럽게 공동체간의 다양한 가치를 상호
이해하는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주민자치회 기능에 통상 갈등관리위원회 역할이 더해지면 지역사회에
서 사회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데 효과적이
고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임
결국, 다양한 사회갈등심화에 대처하기 위한 지역공동체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관리위원회 역할수행의 경우 생활자치수준에서 대처하는 것이 효과
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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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新(신)개념 생활자치에 대한 기본구상

1. 규모･공간적 측면

생활자치의 자생적 기초단위로 간주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이상적인 규모는 대략 행정편의를 위해 설정된 읍면
동 행정구역보다 작아야 한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읍 및 동의 경우 평균인구와 지리적 규모가 무척 커서 선진국기
준에 의하면 동네라기보다 도시에 가까움
– 특히, 지역공동체기반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동네단위가 되어야
함을 감안하는 경우 지역공동체는 비교적 인구가 적은 면 지역을 제외하고
는 읍 또는 동보다 작은 규모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곽현근, 2015)
하지만, 한국지방자치의 현실상 읍면동 행정구역보다 대략 작은 규모에서
활동할 지역공동체가 생활자치를 구현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어려
움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됨
– 지역 내 공동체가 다양한 만큼 공동체목표 또한 다양한 가운데, 이 같은 다
양한 공동체가 지역 내 생활자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어떤 구심점 없
이 함께 해결해 내기가 용이하지는 않음
– 게다가, 설령 특정 지역공동체가 생활자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구심점
없이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충분한 인력
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는 그 같은 여
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전달을 논의
하는 것이 용이한 접점이 생활자치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규모에 해당되는
바, 현재 정부주도의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회5)가 기반을 둔 읍면동 규모
5) 주민자치회의 경우, 지역의 종합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단체로서의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이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이나, 이 역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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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목할 필요성이 제기됨
– 근린자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정부주도로 시범사업 중인 주민자치회의 경
우, 다양한 지역공동체와의 연계와 정부지원이 함께 가능한 접점 내지 구심
점이 될 수 있는 바, 이 같은 주민자치회가 기반을 둔 읍면동이 한국생활자
치의 적절하고 현실적인 규모로 간주할 수 있음

결국,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의 현실적인 적절한 규모는 읍면동 규
모 정도가 된다고 판단됨. 단, 생활자치의 자생적 기초단위인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읍면동 행정구역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 협업의 기
제(mechanism)가 작동될 필요는 있음
– 여하간, 이 규모이상은 이미 지방자치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시군구
경우 국가행정 일부를 스스로 처리하는 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
규모도 서울시 자치구 경우 이미 평균인구가 40만명에 이르기에 생활자치
라기보다 소위 행정자치 영역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김찬동, 2015)6)
– 한편, 읍면동은 주민 모두가 참여하기에 규모가 너무 크고 다양한 지역공동
체가 존재할 가능성 때문에 지역공동체 주민대표를 통한 참여가 현실적 의
미를 갖게 되는 바,
–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리더가 읍면동 수준 주민대표로 참여하는 것이 바
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이 같은 다양한 지역공동체
활동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자치회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곽현근, 2015)

고 있음. 권한이나 예산이 극히 한정적인 가운데, 자치규범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치
를 위한 자원을 스스로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주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을 크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님(곽현근, 2015)
6) 이 같은 맥락에서 생활자치는 행정자치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행정자치는 국가행정
의 일부로서 자치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허용된 영역으로 볼 수 있음(김찬동,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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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기능적 측면
국가행정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사무는 크게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아래와 같은 6가지로 제시되어 있음
–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
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
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
위와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표 3> 지방자치단체 대분류 사무명
구분

대분류 사무명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한편, 6가지로 제시된 상기 대분류 사무의 경우, 각각 다음과 같은 중분류
사무들로 구성되어 있음
–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관할구역 안 행정
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
관리, 다.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
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
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관리, 차. 호적 및 주
민등록관리, 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등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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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보건진료기
관의 설치･운영, 바.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자. 청
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있음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소유지･보 등 농
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
도, 바. 농가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관리, 아.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
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등이 있음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 라.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
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
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
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이 있음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유아원･유치
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
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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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지방자치단체 중분류 사무명
대분류 사무명

중분류 사무명

가.
나.
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마.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바.
등에 관한 사무
사.
아.
자.
차.
카.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그 운영･관리
산하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
호적 및 주민등록관리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 곤궁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자･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전염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 및 납골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소유지･보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림･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외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부업의 장려
공유림관리
소규모축산개발 및 낙농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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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사무명

중분류 사무명

가.
나.
다.
라.
마.
바.
지역개발 및 주민의
사.
생활환경시설
아.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자.
차.
카.
타.
파.
하.
거.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 시군도의 신설･개수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개량 및 취락구조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1급 하천,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군립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가.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교육･체육･문화･예술의
등 공공교육･ 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진흥에 관한 사무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세부적인 사무에는 가. 지역 및 직장민방위조직
(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 감독, 나. 화재예방 및 소방
등이 있음

상기 열거된 지방자치단체 사무들을 살펴보면, 시도 내지 시군구의 지방자
치사무가 이미 주민생활의 거의 전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앞서 논의된 읍면동 행정구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공동체와 연계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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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들과 내용적으로 차별화되는 고유사무
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기보다 사무수행방식에 차별성을 갖는 것에 보다
주안점을 두어야 할 단초를 제공함

한편, 김찬동(2015) 연구는 앞서 언급한 생활자치 규모를 감안하여 미국식
주민자치와 한국의 아파트 공동체에서의 행정･기능별 분야들을 각각 아래
와 같이 제시한 바 있음
– 미국식 주민자치의 경우, 교육, 경찰, 소방, 상하수도, 도로와 공원, 토지이
용, 레크리에이션(오락) 등 7개 분야들이 열거된 바 있고, 한국의 아파트 공
동체의 경우(특별히 서울시 경우7)), 보육, 교육, 방범, 청소, 단지의 가로 정
비와 조경, 체육･문화･교양, 구제 등 7개 분야들이 열거됨

결국, 한국지방자치 현실 하에서 상기에서 언급된 분야들을 종합하여 생활
자치의 분야들을 행정기능별로 대략적으로 정리한다면,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로 구분될 수 있음

<표 5> 행정･기능별 분야 정리
분야

지방자치법 제9조

미국식 주민자치

한국의 아파트 공동체

복지

∙ 주민의 복지증진

∙ 보육, 구제

교육

∙ 교육의 진흥

∙ 교육

∙ 교육

안전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경찰, 소방

∙ 방범

환경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

∙ 상하수도, 도로와
공원, 토지이용

∙ 청소, 단지의 가로
정비와 조경

경제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문화

∙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레크레이션(오락)

∙ 체육･문화･교양

7) 김찬동(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택법에 의하여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의라는 법률상의 조직이 있고, 아파트관리비의 징수와 이의 집행에 대한 법률적인 권한을 가
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역단위의 생활자치가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의 경우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고 언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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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기에서 언급된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 6개 행정･기능
별 생활자치 분야들에 대한 적용가능 국내외 사례들은 4장에서 별도로 상
세히 제시하고자 함

3. 정치･혁신적 측면

주민들이 지역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것을 생활자치의 일상적
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 생활자치는 지역주민과 장소에 대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주민들로 구성된 지역공동체를 전제로 함(곽현근, 2015, 2016)
– 생활자치의 일상적인 의미는 생활자치가 단순한 개인수준이 아닌 지역주민
들의 집합적 또는 집단적 행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려주며, 이 같
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집합적 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주민들 사이
의 유대와 지역에 대한 정체성 또는 애착, 소위 지역공동체(local
community) 의식이라고 볼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 공동이라는 의미의 common과 하나로 통합을 이룬다는 의미의 unity의 합
성어에 어원을 둔 공동체 개념은 장소에 뿌리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예컨대, 인종 또는 종교 공동체는 문화의 신념체계에 의해서 연
결되고, 취미동아리나 전문직 종사자 모임처럼 공동의 관심사나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매개로 상호작용과 결속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존재하는 반
면에, 지역공동체는 학술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지신이 살고 있는 지
역과 이웃 주민들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지칭함(곽
현근, 2015, 2016)
– 즉, 지역공동체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 또는 지역에 기초하고 있다는 측면에
서 장소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은 다른 공동체와는 차별화되며, 이는 다른
공동체가 가지는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라는 특성뿐만 아니라, 구성
원이 모여 사는 지역경계성이 강조됨(곽현근, 2015, 2016)8)
8) 이러한 지역경계는 작은 마을단위부터 읍면도, 시군구, 광역시도와 같은 공식 행정구역,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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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가 대의민주제(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에 기반을 둔 지방
자치의 개념과 구분되는 정치･혁신적 측면에서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한 권력 및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철학적･규
범적 개념에 그 정치･혁신적 의미를 두어야 함
– 대의민주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일부 엘리트(elite)들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철학적 규범에 일반적으로 기반을 두는 바, 엘리트중심의 대의민주적인 지
방자치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또는 운명을 다른 사람들
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에, 생활자치의 정치적 수준의 경우, 주민
들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또는 운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는 기본적 수
준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개인 또는 집단수준의 자기결정의 확대를 통
해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적극적인 주인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이 같은 맥락에서 정치･혁신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2가지 유형의 주민참
여가 생활자치의 개념과 연관(involved) 내지 연계(connected)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 하나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의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조직화를 통해
집단적 역량의 형성과 문제해결과정에 참여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는 지역
사회 결사체적 활동을 통한 주민들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참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공식 정부의 제도적 관점을 중
시하는 것으로 현존하는 정책행정구조에서의 의사결정과정 및 서비스전달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유형이 있는데, 이는 국가와의 관계에 초점을 둔
참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임(곽현근, 2015, 2016)
결국, 지역공동체 기반의 생활자치는 친숙한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
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자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
가 대한민국 전체를 포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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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들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함
(곽현근, 2015, 2016)9)
– 이 때, 지방정부의 의미는 서비스공급자의 역할을 넘어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초대를 통해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공동체 구성원을 양
성하는 도구(tool)로 간주될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한편, 상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생활자치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할 수 있는데 특히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음
–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은 지역발전의 소프트한 인프라로 간주되는 사회적자
본(social capital) 유형과 연관해 생각해 볼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분석
적 차원에서 사회적 자본은 결속적(bonding), 가교적(bridging), 연계적(linking)
유형으로 분류됨(Woolcock, 1998; Halpern, 2005; 곽현근, 2015, 2016 재인용)
– 결속적 사회적 자본은 밀도가 높거나 폐쇄된 네트워크에서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강조하고, 가교적 사회적 자본은 수평적이지만 다소 이질적인 네트
워크 사이의 연결을 통한 약한 유대(weak ties)와 다양성, 그리고 거기서 파
생하는 다양한 자원에의 접근가능성을 강조함(곽현근, 2015, 2016 재인용)
–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국가와 사회사이의 비대칭적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
는 개념으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인데
연계적 사회적 자본은 가교적 사회적 자본의 특별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
음(Halpern, 2005; 곽현근, 2015, 2016 재인용)
– 우선 자율형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주민자치위원은 해당 동네 내부 주민들
사이의 결속적 사회적 자본 형성에 우선적 초점을 둘 수 있고, 주민자치회
9) 즉, 생활자치는 대의민주제의 단순한 투표참여의 의미를 넘어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공
동체단위의 결사체적 참여와 결사체적 역량에 기반을 지방정부의 정치행정과정의 참여로까
지 주민참여의 의미가 확대되고 있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실증적･규범적 원리를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말해, 생활자치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적 연대와 행위주체성의 회복까지를 포함해야 한
다는 것이며, 생활자치를 주민의 생활공간에만 국한시켜 마치 지방정부와는 별개의 주민자
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편향된 관점을 극복하는 개념임(곽현근,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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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읍･면･동 단위 주민조직의 참여를 통해 작은 동네단위 마을만들기가
낳을 수 있는 폐쇄성 및 집단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상위단위의 연대와 유대
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마을과 마을을 잇는 가교적 사회적 자본 형성을 기
대해볼 수 있으며, 민관 협치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결고
리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신뢰회복에 기여함으로써 연계적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그림 19> 생활자치에 관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출처: 곽현근(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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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新(신)개념 생활자치구상은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등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
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갈등심화 등을 일정부
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 큰 틀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그림 20> 생활자치에 관한 정책여건

– 첫째,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 지역경제의 쇠퇴, 생
활취약지역의 증가, 생활안정성의 저하 등에 대해서 주민주도의 민관 거버
넌스 공급방식의 생활자치가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을 완화시키는 가운
데,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자치 경제기능의 활성
화, 찾아가는 복지가 가능한 생활자치 복지기능의 활성화, 시설안전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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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 등과 같은 생활자치 안전기능의 활성화 각각이 지역경제쇠퇴, 생
활취약지역증가, 생활안정성저하 등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처방식
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임
– 둘째,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일자리가 대
폭 감소하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역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
활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를 통해서 매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 마지막, 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갈등심화에 대
해서도 지역공동체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관리위원회 역할수행이 본 연
구가 생활자치 핵심모형으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
를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한편 상기 언급된 필요성에 따라 제기되는 新(신)개념 생활자치는 규모･공
간, 행정･기능, 정치･혁신 등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음
– 첫째, 규모･공간적 측면의 경우,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의 현실적인
적절한 규모는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읍면동 행정구역에 기반을 둔 주민자
치회와 연계된 협업기제가 작동하는 조건으로 읍면동 규모 정도라는 것임
– 둘째, 행정･기능적 측면의 경우,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의 현실적인
적절한 기능분야는 대략적으로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 정도라는 것임
– 마지막, 정치･혁신적 측면의 경우,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
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정부 또는 다른 지역공동체와 함께 지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한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의미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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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新(신)개념 생활자치 적용가능 사례 및
시사점10)

단일기능 사례

1. 복지형 사례
1) 서울시 성북구 삼태기마을
 개요

성북구 삼태기마을은 2000년 초반 통장들이 마을공동체를 위한 논의를 진
행하면서 지도상 마을이 삼태기처럼 생겼다는 점과 3개의 통이 모였다는
의미에서 ‘삼’태기 마을이라는 명칭을 사용함

천장산 자락의 자연발생형 저층 주거지인 삼태기마을은 정주성이 높은 지역
으로 주민들 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함
– 저층 주거지의 일반적인 모습인 골목길 화단이나 텃밭 등은 삼태기마을의
일상적 풍경으로 주민들에게 텃밭이나 골목길은 주요한 커뮤니티 장소의
역할을 함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내부 도로는 6m미만의 생활도로가 대부분이며, 정
보도서관이 들어서면서 방문객의 차량과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들의 보도설
치 및 친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 발생함

오래된 주택지로 낡고 수리가 필요한 집들이나 방치된 주택 등으로 주민들
은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이 낮아 중단된 상태임

10) 본 연구 제4장 국내외 사례의 경우, 대부분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 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제시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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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인접한 석관1동 341-16번지가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삼태기
마을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제외되면서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
진하였는데 사업성이 낮아 재건축을 포기하고 대안으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함

<텃밭 및 화단>

<개보수가 필요한 지붕 및 담장>

이 시기에 건강도시사업이 진행되었고, 서울시 건강마을공동체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건강마을사업이 시작됨
건강마을공동체 시범사업은 서울시 복지분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다른 사업과 달리 시범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단을 먼저 선정한 후, 25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건강마을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원단이 시범마을 2
곳에 밀착하여 지원하는 형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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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건강마을 지원단의 역할은 주민공동체, 건강, 마을만들기의 핵심가치를 실
현하기 위해 성공회대, 강북구 의료생협, 성북구 도시연대로 컨소시엄을 구
성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함
– 역할은 사업추진 토대 구축, 사업단 부재 속에서 사업추진 기반 마련, 협의
체 강화, 삼태기마을 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임

마을만들기 교육은 총 4차례에 걸쳐 건강마을에 대한 이해부터 실질적인 사
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및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협의체 주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여 시행함

삼태기 건강 사랑방 리모델링은 무장애공간, 최소한의 공간, 다목적 공간의
기본 원칙하에 주민과 함께 리모델링의 구체적 디자인에 대한 합의를 통해
진행됨
<건강사랑방 리모델링 방향 주민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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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카페 마실사랑방 리모델링 완료 모습>


건강사랑방에서는 의료진의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능 기부활동이 진행됨
–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는 이비인후과와 치과 의료진의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내과 및 정신과 등 타 의료분야로 확대 추진 예정임
– 성북구 치매센터와 연계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검진프로그램도 운영함

물품기증과 출입문 보안시설 설치 등 지속적인 주민들의 관심과 기부활동을
통해 건강카페의 공간이 개선됨
<건강재능 기부활동>


일상생활공간과 건강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를 다시 객관화함으
로서 건강마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주민워크숍을 진행함
– 자문위원이 주민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마을골목을 답사하여 주민들의 평가
및 욕구 등을 파악하고 건강골목 조성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을 가짐
– 답사내용을 중심으로 주민들을 골목 답사팀, 산책로 답사팀 등 3개조로 편
성하여 조별 답사 진행됨
– 조별 답사팀은 대상지를 답사하면서 주요지점에 대한 사진 촬영과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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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대한 현장 토론을 통하여 건강골목과 산책로 조성방향 설정됨
– 답사결과에 대한 발표를 통하여 협의체 위원들 전체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
정 진행됨

<골목답사>

<현장조사>


매주 월, 목요일에 진행되는 생활체육강사의 올바른 걷기방법 지도(걷기 교
실)를 통해 40명의 회원들은 정기적인 걷기모임과 성북생활체육회 주관 코
스별 걷기운동, 14개 걷기동아리 회장단 모임에도 참여함
<디자인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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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산책로 조성>

<삼태기 마을 걷기교실>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건강마을 리더 및 활동가의 발굴과 육성을
위해 5회에 걸쳐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진행함
– 총 52명이 참가하여 건강마을 실천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주민들의 적극
성과 자발성이 촉진되는 계기를 마련함

건강카페 개소 및 건강산책로 조성 등을 계기로 주민협의체 위원들 스스로
주체적인 활동을 모색하는 자리들이 활성화되고 있음
– 주민협의체에서는 상자텃밭 무료분양, 동네 대청소, 건강마을 개장식 프로
그램 구성, 국내외 단체들과의 교류 등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함
–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으로 성북구 마을기업 동네목수 답사 및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함

2012년 10월부터 월 1회 삼태기마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삼태기 건
강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협의체 회의자료, 주민들의 의견 등을 중심
으로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sbsamtaegi)도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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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마을학교 강의 및 수료식>

<마을소식지>

<온라인 카페 화면>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공간 및 주민행태 분석, 주민교육 및 워크숍, 디자인 간담회, 답사 등의 프
로그램을 통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의 건강성 확보’라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건강골목’, ‘건강산책로’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었음

성북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찾아가는 마을학교’를 2012년 10월부터 삼
태기마을에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삼태기마을의 지원과 성북구의 다양
한 정책을 결합시켜 줄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됨

주민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계를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모으
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으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건강마을 사업단을 유지
시키면서 주민협의체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획과 운영, 지원
을 지속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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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종로구 교남동
 개요

교남동은 경희궁 서쪽 성곽밖에 형성된 촌락이 발전한 지역임
– 서울의 중심에 있으며 성곽을 비롯하여 딜쿠샤, 경교장, 홍난파가옥 등 근
대문화유산이 남아있음

교남동 내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지역, 뉴타운 예정구역, 개발 사
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음

교남동 인구 중 상당수가 65세 이상인 고령자에 해당하며 정주성이 높은 지
역으로 동네에 애정을 갖고 있는 주민이 많은 가운데, 노인인구 중 독거노
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추진배경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된 재개발에 대한 기대로 주택 개보수는 중단된 상태
이며, 이로 인해 노후화된 주거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활동이 필
요한 상태였음

교남동에는 마중물복지회 등 지역에 기반을 둔 봉사단체가 지역문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었음
– 이외에도 평동교회, 서대문교회, 독립문교회 등 교남동을 기반으로 하는 종
교단체가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음

2011년 7월에 시작된 지역 내 자원봉사모임인 마중물복지회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경험의 부족 등으로 도움
이 필요한 상태였음

이에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임에도 도울 방법이 마땅치 않아 안
타까워했던 마중물복지회 회장과 도시연대가 만나면서 서울복지재단의 공
모사업에 신청한 것이 문풍지 작업단의 시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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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풍지 작업단을 도시연대가 기획하게 된 배경은 저소득층 거주 지역 주민
들이 중산층 주민보다 지출하는 난방비가 많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부터임
– 이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방안을 모색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해 교남동 주민
들 스스로가 살기 좋은 마을을 일구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추진내용

교남동은 처음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동사무소의 참여를 유도하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마다 끊임없이 행정의 참여를 이끌어냈음
– 지원대상자 선정, 공간과 차량 제공, 공동텃밭 조성지 찾기 등 행정의 도움
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안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행정 역시 마을만
들기의 주체임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음

지역 내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을 만나는 과정 역
시 지역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는데 평동교회를 비롯한 교남동
교회협의회,종로노인종합복지관등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에도 마을
만들기에 대한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겨울철 저소득층의 난방비 지출은 소득대비 중상류층보다 높은데, 문풍지나
방풍막 등 바람막이 시설이라도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겨울철 열손실을 30%
내외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임

문풍지 작업단의 활동은 지역 내 주거환경지원 뿐만 아니라 도시연대와 마
을주민, 행정 간의 연계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계기를 마
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

교남동 주민센터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정리하였고 도시연대와 마중물복
지회는 명단에 나와 있는 가구의 전수조사를 통해 총 144가구의 지원대상
자 중 56가구를 선정하여 문풍지 붙이기, 방풍비닐 설치, 집수리 등을 진행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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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백만원의 예산을 갖고 시작한 문풍지 작업단의 모든 활동은 지역주민뿐
만이 아니라 도시연대 회원들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함께 참여하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마무리되었음
<문풍지작업을 위한 자원봉사자들/방풍비닐 설치 모습>


겨울 문풍지 작업단의 성공은 지역에 많은 자신감을 불어 넣어줬으며, 교남
동 주민센터와 마중물복지관은 도시연대에 문풍지작업단의 지속적인 활동
을 기대하고 있었고 이에 여름 문풍지작업단 사업이 시작됨

겨울 문풍지 작업단이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관심과 경험을
축적시키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면 여름 문풍지 작업단은 ‘지역복지네
트워크’를 운영해보는 자리였음

여름나기 사업에 참여한 각 지역단체들은 각 단체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소
득계층가구를 종합하고 이 중 중복되는 가구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선정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였음

여름 문풍지 작업단의 주요 활동은 습기와 곰팡이가 심한 집을 대상으로 행
복한 방만들기, 신청가구를 중심으로 방충망 설치, 선풍기 고치기, 모기약
배포 등임
 성공요인 및 시사점

문풍지 작업단의 활동은 실생활측면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거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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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개선함에 있어 마을 스스로의 힘을 경험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방충망 설치>

<행복한 방만들기>


문풍지 작업단의 활동은 교남동 마을만들기의 시작이었음
–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교남동 단체 및 기관들은 이를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험을 갖게 되었으며 현재 주도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음

노후지역의 복지관련 기관이나 단체들의 지속적인 참여는 ‘지역복지네트워
크’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3) 일본 다이요무라(大洋村) 건강촌
 개요

다이요무라(大洋村)는 이바라키현(茨城県）의 남동부(태평양 방향)의 카시마
군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카시마 나다와 기타우라 사이의 카시마大地일각
에 있는 인구 약 1만 명의 마을(우리나라의 읍과 면의 중간에 해당함)임

도심까지는 100km, 아가타도미토까지는 50km의 위치에 있으며, 기후는 온
난하고, 평탄한 지형은 풍부한 물과 함께 농작물의 육성에 적절한 지역임

다이요무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기반이며 고도성장과 함께 기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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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전되어 노동의 형태가 현저하게 변화하여, 화학 비료나 농약 살포에 의해
농지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한편 다이요무라는 2001년 4월에 고령화 비율이 27%를 돌파한 초고령 사
회가 되었으며, 한편 주민의 일반적 경향으로서 식생활의 문제, 기계의 자
동화 보급에 의한 운동부족 문제 등 생활습관 병의 요인이 일상화되어있는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 의료비는 끝없는 상승적 경향을 보이고 있음 즉 생
활환경, 노동환경, 연령구성 등에서 봐도 다이요무라의 건강증진은 필연적
인 행정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추진배경

다이요무라(大洋村)의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여 고령화 문제나 노인 의료비
증대의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다이요무라에서는 건강촌을 만들기 위해 건
강증진의 거점 시설로서 ｢topsante다이요(健康增進課에서 관할하며, 재단법
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이 관리 운영)｣을 설립하였음

｢topsante다이요｣는 건강문화에 의한 지역개발을 행정의 개념으로 한 종합
적인 시각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하고, 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실천과 계몽에
노력함

1998년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과 향후 시책을 결정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음

사업주체: ｢다이요무라 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사업은 츠쿠바대학(국립 筑}
波大学）첨단학제 영역 연구센터(TARA: Tsukuba Advanced Research
Alliance), 다이요무라 건강증진과, 재단법인 다이요 건강증진 재단(topsante
다이요)이 공동 추진함
 추진내용

사업 첫 연도에 20~80세 연령층의 주민 166명에 대해 ｢근량｣,｢근력｣,｢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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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뼈밀도｣,｢동맥의 유연성｣,｢평형 기능｣,｢보행 자세｣,｢생활양식 조사｣의
8항목에 대하여 조사하였음

이것은 주민의 건강도를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동
지도 후에 있어서의 신체제기능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로서
이용하였으며 운동교실 ｢활기찬 시간｣으로는 ｢topsante다이요｣의 신체적성
(fitness)룸과 트레이닝 룸을 이용하여, 持久係와 筋力係의 운동을 각각 주 1
회씩 실시하였으며, 또 운동의 효과를 판단하기 위하여, 츠쿠바 대학에서 6
개월에 1번 정도로 참가자의 기능과 형태를 측정하였음

사업성과
– 많은 운동 참가자는 운동전에 비해 근력･근량이 증가하고 특히, 비틀거림
이나 전도를 방지하는데 중요한 근육이 운동에 의해 강화되었음
– 운동에 의해 참가자의 대동맥 맥박 속도가 증가하고 대동맥이 부드러워져
혈관의 젊어졌음이 시사되었음
– 참가자의 면역력이 운동에 의해 증가한 것을 의미하며 감기에 대해서도 저
항력이 높아 졌다고 추측됨
– 노인 의료비를 억제할 수 있었음

건강증진의 성과는 활기찬 교실 참가자와 비참가자를 의료비의 측면으로부
터 비교 검토함으로써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운동 교실 참가자에 대해서는
근력 트레이닝은 물론, 유산소 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구력 트레이닝도 실시
해 왔으며, 고령에 따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비운동참가자에 비해 운동 참가자의 의료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마을 전체의 고령자의 진찰비용의 추이를 보면, 1건 당 진찰비(통원비)
는 고령화율의 상승과 비교해, 1994년을 중심으로 감소 경향으로 변하고 있
는 것이 확인되었음

다이요무라 및 호코타(鉾田）보건소 관내(5정촌)와 이바라키현의 고령자 1
명당의 진찰비(통원비)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다이요무라의 진료비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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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2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특히 1994년부터
는 상승률이 1%이고 거의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령자에
대한 정확한 운동과 트레이닝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확실히 의료비
가 삭감된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큰 성과였음
 성공요인 및 시사점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고령자의 건강이란 ｢생활기능에 있어서의 자
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기능의 관점으로 고령자를 분류하
면 장애자가 5%, 허약자가 20%, 자립자가 75% 라고 하며, 특히 자립한 고
령자에 대한 건강증진 등의 시책은 뒤떨어지고 있어 활력 있는 사회의 유지
라고 하는 관점으로 볼 때 그 확립은 사회적으로 시급하다고 하겠음

이러한 관점에서 다이요무라에서 실시한 건강증진 프로젝트, 즉 개인과 지
역의 협력으로 운동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생활기능 및 정신
적 건강의 향상과 함께 의료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음

특히 노인의 건강정책은 운동과 영양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있지
만 productivity의 전제가 되는 휴양에 대한 부분은 미비하다고 전해지고 있
으며, 따라서 21세기 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전체의 건강(Social
Well-being), 삶의 보람 찾기를 포함한 노인건강증진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
다고 하겠음

4) 일본 사가현 건강계획
 개요

사가현은 큐슈의 북서부에 위치해 동쪽은 후쿠오카현, 서쪽은 나가사키현,
북쪽은 겐카이나다, 남쪽은 아리아케해에 접하고 있으며, 도쿄까지의 직선
거리는 약 900㎞, 오사카까지는 약 50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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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활력 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 생활습관병 대책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높이
는 것과 동시에 지역보건, 학교보건, 직장(산업)보건, 지역의료 등에 대하여
행정 및 관계 기관･단체가 연계하여 생활습관병 대책을 추진해야 함

현민의 사망, 질병, 만성 장해 발생의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암, 마
음 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증, 고지혈증 등의｢생활 습관병｣이라
고 불리는 질환으로 환자 본인, 가족의 큰 괴로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의료비
나 수발관련 비용으로 사회 전체에도 큰 부담을 초래함

생활습관병은 식생활, 신체활동, 휴양, 흡연, 음주 등의 생활습관이 질병의
발생･진행에 관여하는 질환이며, 이러한 질병은 노력에 의해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었지만 세계 각지에서 행해진 대규모역학 조사에 의
해“건강한 생활습관으로 예방가능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음
 추진내용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이나 생활습관의 개선은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아니
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임하는 것이 기본이나, 모두를 개인의 책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가 중요함
– 구체적으로는 관계자가 협력하고 생활습관과 건강의 관련에 대해서 알기
쉽고 공평하고 정확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것임
– 가까운 곳에서 생활습관 개선의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임
–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운동 시설 등의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단,
시설 등을 보급하는 것임
– 생활습관 형성이나 개선의 조언과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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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현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QOL(quality of life: 삶의 질)의 향
상을 도모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함
– 건강수명이란 수명 가운데 치매나 와병생활 등이 되지 않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QOL의 향상이란 사는 보람이나 자기실현, 생활의
충실감의 측면에서의 한층 더 충실함을 의미함

본 계획에서는 건강수명의 연장과 QOL의 향상이라고 하는 가장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조기사망이나 장해 발생으로 개인 및 가족 그리고 사회에
큰 부담을 초래하며 예방 대책에 의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생활습관병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각 중요 영역에는 총괄적인 큰 목표를 두고 있으며 큰 목표의 달성에 관련
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소목표로 하여, 수치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기초 데이터가 없는 것이나 구체적인 수치목
표를 설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감소시킨다｣,｢충실하다｣등의
표현으로 정성적으로 기재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지금까지의 고령자 건강에 관한 연구는 QOL(삶의 질)의 검토에 중점을 두
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향후, 자립한 고령자정책에 대한 종래의 가치관
을 productivity(생산성: 취업, 무상노동, 자원봉사 활동, 삶의 보람 등 )라고
하는 개념으로 구축해야 하며, 그것을 포함한 구체적인 고령자의 심신건강
유지와 증진을 WHO가 제창하는 ｢Health promotion｣으로서 개인(시민･주
민)과 지역(사회･행정)서로의 노력으로 확립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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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형 사례
1) 부산시 반송동
 개요

해운대구는 중산층 이상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으로 크게 나뉨
– 1960년대 후반 부산시 도시계획에 의해 한국전쟁으로 피난 온 피난민들은
반송동과 반여동, 서동 일대에 집중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반송지역
은 1968년부터 1975년까지 수정동 고지대, 조방부지, 철도변의 철거민들이
집단으로 옮겨오면서 현재와 같은 마을의 기본 틀이 형성됨
– 해운대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50%가 반송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소득
층이 밀집된 지역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교육환경 등과 같은 지역적
과제를 안고 있음

현재 반송지역은 아랫 반송(반송1동, 3동)과 윗 반송(반송2동)으로 구분됨
– 아랫 반송은 지역토박이들이 다수 거주하는 4~5층 다세대 주택 밀집됨
– 윗 반송은 1990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1995년 이후 택지개발지구로
선정되면서 아파트촌이 만들어졌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
민도 다수 거주함
 추진배경

1997년부터 한 사회복지사가 불우가정 청소년 후원금 마련을 위해 발행된
‘더부러 소식지’에 반송지역에서 태어나고 중학교까지 보낸 고창권씨가 동
참하면서 본격적으로 주민조직을 준비하여 1998년 6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주민단체 출범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민이 마을의 주인으로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
결하는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역활동을 시작함
– 창립초기에는 여성국과 청년국 체제로 운영되다 1999년 이후 활동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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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서 사무처, 편집부, 조직부, 문화부, 교육홍보부로 개편하였고 2005년
초 ‘희망세상’으로 조직을 전환함
– 희망세상은 지역이슈를 발굴하고,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참여와 소통 역할을 맡고 있으며, 회원들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과
함께 독거노인을 방문해 밑반찬을 전달하거나 말벗이 되어드리는 자원 봉
사형 학습활동을 이끌고 있음

반송지역 학부모들의 불규칙한 취업상황 및 야간근무 등으로 방과 후 방치
아동에 대한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상의 문
제가 발생함
– 학업부진, 조기비행, 방황 등을 겪는 학생들을 돌보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
단체 활동이 활발히 진행됨
– 1990년대부터 공부방을 개설해 학교 밖 아이들을 지원해 온 ‘해봄 지역아
동센터’외에도 무료한문서당, 희망세상 등이 있음
 추진내용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창립 후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맞벌이 가정과
결손가정이 많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방과 후 방치되는 아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른하늘 공부방을 운영함
– 방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공부방을 확대한 ‘방학교실’문화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유적 탐방, 택견, 풍물 등 다양한 현장체험
에 비중을 두었으며, 초등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학교’도 열
어 한 달 정도 체험교실과 특강도 마련함

‘반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창립과 함께 시작된 생활 중심의 소모임은 ‘자
녀교육’과 ‘자아발견’이라는 개인의 관심사에서 출발하여 적어도 한 개 이
상의 소모임에 가입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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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임 인형극단 활동>


주부들로 구성된 ‘우리마을 잘 알기’ 학습소모임은 동네의 역사와 유적지,
자연환경과 생태 등을 중심으로 반송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반송동에
대해 학습하면서 소책자 발간 계획을 수립함
– 소책자 발간은 해운대 평생학습센터의 학습동아리 공모사업에 응모, 우수
동아리 지원금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됨
– 지역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반송동 유래, 축제, 행사, 지역단체의 활동
내용, 자연환경, 전설 등을 추가적으로 수집하여 ‘반송지역 알기’라는 총
36페이지의 책자 1만부를 발간함
– 이를 계기로 지역 아동들에게 ‘지역에 대한 강의’를 해보자는 논의가 시작되
면서 반송동 초등학교 사회과 수업에서 ‘우리고장 잘 알기’강의가 시작됨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모임인 ‘좋아모’는 주부회원들의 남편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아버지들도 지역 활동의 주체가 되자는 취지로 시작됨
– ‘좋아모’는 반송어린이날 축제, 벽화 그리기운동, 폐기물 매립장 반대운동,
마을 신문 배포 등 주부회원들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 활동을
담당함
– 특히 '아빠 노릇도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자녀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정문화를 올바르게 정립해가는 내용의 '좋은
아버지 학교'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개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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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모 캠프>


1999년부터 시작된 ‘반송 어린이날 축제’는 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고 동참하는 가장 큰 행사로 2009년에는 주민 1만 명이 참여함
– 반송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자체 역량을 넘어서기 때문에 주민
과 단체, 기관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함
– 행사 비용은 주민들의 협조로 후원금으로 충당했고 장소는 지역 초등학교
와 연계를 통해 확보함
– 행사 자원봉사자는 동부산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치위생과 학생, 지역주민,
지역단체 활동가와 같은 인적자원을 활용함
–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지역주민, 단체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동참함

농촌봉사활동과 별별 축제는 반송지역 3개 중학교가 공동 연계한 사업으로
2003년에 처음 시작된 ‘별별 축제’는 지역의 취약한 여건 때문에 문화적인
욕구를 발산할 수 없던 청소년들에게 문화체험의 장을 제공하고 각 학교간
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됨
<반송 어린이날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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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봉사활동과 별별축제>


지역 네트워크가 활기를 띠면서 ‘희망의 사다리’라는 자생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됨
– 희망의 사다리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교육복지
네트워크로 청소년들이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해결
하자는 취지로 참고서와 교복 지원, 자매결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반송지역
소외 청소년들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음
– 해운대교육청, 반송1~3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단체, 학교, 병원, 기업 등
사회 전반을 총망라한 200여 개 기관 및 단체와 시민들로 구성됨

‘희망세상’은 지난 10년의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느티나무 도서관) 만들기를 추진함
– 2006년 희망세상 총회에서 처음 제안되면서 도서관 건립이 중요한 쟁점으
로 부각되었고, 마을 신문과 지역매체를 통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과 진척
상황을 알리면서 내･외부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작업 전개함
–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삼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도서관 지원 사업의 선정
과 희망세상 운영위원이 제안한 '벽돌 한장 기금' 운동이 주민들에게 확산
되면서 도서관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척됨
–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도서관 건립’이라는 성과를 도출하게 된 것
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높아진 참여의식과 구성원들의 협력이 바
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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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 도서관>

 성공요인 및 시사점

반송동 마을만들기는 공동 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주도성을 강화할 수 있었음
– 학습을 통해 시작된 동네에 대한 이해는 활동을 촉진시키면서 새로운 사업
들이 끊임없이 주민들에 의해 제기되고 추진되는 계기가 됨
– 외부 강사에 의한 의존적 학습에서 내부 주민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찾
고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하는 등 수직적 학습구조가 수평적 협력 학습
구조로 바뀌어나간 것은 새로운 활동력으로 작용함

다양한 학습모임과 지역모임이 활발해지면서 회원들의 개인 관계망이 확장
되고 회원들을 연결점으로 새로운 회원들이 유입되면서 주민조직화 과정이
진행됨
– 학습모임과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 활동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주변이웃이나 친지, 가족, 지역주민들을 넘나들며 네트워크를 확산하는 과
정이 반복적으로 전개됨

2) 서울시 노원구 중계9단지
 개요

노원구는 서울시의 타 자치구에 비해 사회복지 대상자 규모가 큰 지역임
– 이는 1989년 시작된 임대주택 공급정책으로 임대주택단지가 대규모로 조
성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86

제4장 新(신)개념 생활자치 적용가능 사례 및 시사점

– 노원구에는 서울시 임대아파트의 25%인 약 2만 세대에 이르는 저소득층이
21개의 임대아파트 단지에 거주

중계주공9단지 아파트는 행정구역상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이며 1992년 대
한주택공사에서 조성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로 총 11개동(901동-911동)으로
형성
– 1992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여 독거노인, 장애인, 모자가정, 저소득보훈대상
자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데 총 2,634세대 중 약 55%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음
 추진배경

대한성공회 서울교구에서 운영하는 노원 나눔의 집은 1986년 노원구 상계
동에 개원하여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2001년 노원구 임대아파트 주민모임, 2004년 중계9단지 컨테이너엄마공부
방 개소(이후, 엄마사랑지역아동센터로 전환), 2005년 마을회관 개소 등 중
계9단지 주민모임 및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진행함

2002년 두 명의 어머니들이 집에서 운영한 공부방을 시작으로 설립된 엄마
사랑지역아동센터의 활동임
– 2002년 두 명의 어머니들이 자신들의 자녀 두 명과 친구 세 명을 데리고
운영하던 공부방은 2003년에 엄마 교사들이 중심이 된 방과 후 엄마공부방
으로 본격적 운영을 시작함
– 늘어난 아이들을 위해 1년간 대여한 게이트볼 창고부지에 2004년 노원 나
눔의 집에서 지원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컨테이너 엄마 공부방’을
운영하기 시작함
– 2006년 말부터는 구 한국주택공사의 무상임대조건으로 마을회관 3층에 엄
마사랑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임
– 또한 독서문화 증진을 통해 아이들의 내적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상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며 궁극적으로 임대아파트 지역의 교육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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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고자 ‘늘푸른마을문고’를 운영하고 있음

임대와 분양아파트 주민간의 갈등으로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약칭:
도시연대)는 노원구 중계동, 인천시 송현동, 천안시 쌍용동의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임대･분양아파트 주민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만들기’를 시작
하게 되었고 노원 중계9단지 나눔의 집과 만나면서 임대아파트에서의 마을
만들기가 시작됨
 추진내용

‘용동초등학교 어린이와 함께 우리마을 살펴보기’ 프로그램은 중계동 용동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계동에 대해 어린이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이라는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 시작됨
– 조별로 마을의 선호 장소와 기피 장소를 표시하고 이유를 기입하는 과정에
서 아이들이 가장 기피하는 장소 중 하나가 9단지 임대아파트 내에 소재한
놀이터였음
– 아이들의 생각을 통해 어른인 주민들 스스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로도 작용했으며 놀이터 디자인 작업을 통해 임대와 분
양 아이들 간의 공동작업 방향을 설정하는 첫 번째 작업이 됨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주민대상 첫 프로그램인 ‘더불어 살기에 대한 주민교육’을 통해 사업에 대
한 의미 공유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을 꾀하고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이 부
담 없이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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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만든 마을신문, 아이들의 우리마을 살펴보기 지도제작, 우리마
을 사진 전시회, 커뮤니티 장소 조성지 주민투표, 설문조사 결과 전시 등을
통해 홍보와 더불어 주민들이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이웃의 생각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을 가짐

건강한 9단지 만들기 주민협의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리더들에 대한 학습
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노원 나눔의 집은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는 최초로 ‘인문학 대학’을 시작함
– 중계9단지 20명의 어머니들은 철학, 예술, 역사, 문학 4과목을 중심으로 매
주 2차례씩 3달간 인문학 대학 수업을 수료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인문학
대학이 전국적으로 확산됨
<주민활동 이모저모>


커뮤니티 장소의 대상지는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투표를 통해 단지 내 놀이
터로 결정되었으며, 어린이들과 함께 놀이터 리모델링 방향을 수립하기 위
한 커뮤니티 디자인 활동도 진행함

양육친화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공부방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지 내 배치도
를 그린 후, 즐겨가는 장소 및 기피하는 장소, 놀이공간 등을 지도에 표시하
고 그 이유를 기입하게 했으며,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를 발표하는 자리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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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9단지 공부방 및 방과 후 어린이 일상생활 조사는 어린이들은 일상을
누구의 보호 속에서 보내고 있는지, 방치되고 있다면 그 실태는 어떠한지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지원내용 및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임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어린이들 거의 대부분은 맞벌이 및 어머니 취
업으로 숙제는 방과 후 교실 교사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몇몇 어린이는 부
모의 학습지도능력이 부족하여 부모가 취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습지
도를 가정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어린이들의 요구는 ‘동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프로그램’,
‘공부방 종료 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나 프로그램’, ‘어린이나 청소
년들의 축제 개최’, ‘장래희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주고 조언해 줄 어른’ 등
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

어머니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발생하는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자 중계9단지 어머니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함
– 간담회에서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학습 외 옥외활동에 대한 지원, 지역단
체에 대한 정보제공, 아이들의 동네 쉼터,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지원, 부모
로서의 주민교육, 동네환경정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아동･청소년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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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9단지에서 기획한 ‘아동･청소년 축제’는 지역아이들에 대한 관심의 표
현이었으며 뻐꾸기 공원 내 설치된 무대공간이 일상적 문화행위가 소소하
게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 진행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중계9단지 주민들로 하여금 주민 스스로가 함께 마을을 만들어나가고 서로
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됨
– 임대아파트 정책 및 프로그램 대부분은 시설 및 프로그램 제공 등 시혜적
인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중계9단지의 경우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의와 합의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함께 마을을 만들어나가고 서
로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전환을 도모할 수 있었음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동네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기회
가 됨
– 임대아파트단지의 커뮤니티 형성은 주민들이 자신감을 갖고 동네를 가꾸고
변화시켜 나가려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므로 만들어나가는 사람을 육성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됨
– 중계9단지의 경우 주민들의 관심사인 외부환경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 지속
적인 협의를 통해 마을만들기 주체로 주민들이 자리매김하게 됨

주체들 간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형성은 다양한 활동의 지속
성 확보를 위한 기반이 됨
– 시설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관리시스템 구축 속에서 지속
성이 실현될 수 있으며, 중계9단지는 공부방이나 마을회관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 등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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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덴마크와 스웨덴의 웨레순드(Øresund) 지역
 추진배경

웨레순드 지역은 동부 덴마크와 남부 스웨덴을 포괄하는 국경을 넘나드는
정치적 구성체로, 2000년 7월 16km의 다리 건설로 물리적으로 이들 양 해
안 지역이 연결됨

이 지역은 경제적 침체지역으로, 지역 회사 대부분은 첨단공학부분이 아닌
저급 공학산업이라서 우수한 연구인력 유입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음

전략적 분야의 전문화와 연구역량(의료공학과 ICT)제고를 위하여 대학간의
통합, 산･학 연계강화가 요청되고 있음
– 대학･도서관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와 많은 공공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양국간의 연구 협력 수준은 미미한 수준이며, 세
계의 첨단 산업지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식산업을 위한 대학의 역
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산･학 협력 관계가 요
청됨

따라서 이들 지역의 주된 과제는 단순히 경제적 번영을 성취하는 것뿐만 아
니라 통합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의 경제사회적 지역이 되는 것임
 주요특징: 학습지역 건설

웨레순드 지역의 학습지역 건설 사업은 덴마크와 스웨덴 양 국가의 이해관
계가 맞물리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즉, 덴마크 편에서는 국가 자본을 활성화함으로써 덴마크의 전반적 경쟁력
을 제고시키고, 스웨덴 편에서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
들이 EU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음

이러한 양국의 의도 하에 웨레순드 지역을 통합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
는 것을 제일의 과제로 학습지역 건설 사업이 추진됨
– 구체적으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통합(투자유치

92

제4장 新(신)개념 생활자치 적용가능 사례 및 시사점

를 위한 지역 마케팅), 재화와 노동시장의 통합을 추구하여 투자 확대와 효
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발전의 원동력: 잘 갖추어진 학습 시스템

웨레순드 지역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회사들의 시장 확대, 대학과 여타 기
관들의 전문화, 노동 분업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이 지역 교육체제는 이곳을 “학습지역”으로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
원으로 인식되고 있고, 기업의 혁신에 교육과 훈련을 중요 요인으로 채택함
– 교육제도는 환경에 따른 노동인력 역량 개발의 수단일 뿐 아니라 지역 주
민의 학습을 위한 주요 자산이 되고 있음

현재 이 지역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어서, 25세에서 59세 인구 대부
분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을 학력을 갖추고 있음
– 교육 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우수한 고등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음

학습지역 사업의 특징은 지역 소재 대학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음
– 웨레순드 대학 등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11개 고등교육기관들이 공식적으
로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들 대학은 지역의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데 부응하여 대학들 간의
통합도 추진하고, 대학 운영비용을 절감해 나갔으며, 그 속에서 지역에 필
요한 전략 분야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함
–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분야에서 그 성과가 두드러지는데, 메디콘 밸리 아카
데미(Medicon Valley Academy)는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
모 의료 회사, 대학, 공공의료 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의 성
격으로 설립됨
– Medicon Valley Academy: 의료산업 진흥 및 의료에 대한 수요 증대에 대
처하기 위하여 지역의료산업 복합단지의 일환으로 대규모 의료회사, 대학,
공공의료시설간의 협력을 가능케 하는 기반시설로서 Medicon Valley
Academy를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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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 및 시사점

하이테크 부문과 로우테크 부문을 포괄하고, 양국의 지역을 하나로 형성･통
합하는 정치경제적 혁신 시스템임

통합(integration)과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정치 학습의 경험을 제
공함

사회적 통합과 경제적 번영을 달성하려면 시민 사회적 자본이 중요하며, 경
영자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시민들 가운데 민주시민 사
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3. 안전형 사례
1) 서울시 불광동 연천초교 어린이 통학로
 개요

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은평구 불광2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천초등학교 통
학로와 접해 있음
– 지역주민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거주민은 아니나 많은 등산객들
이 오고 가는 지역임

대상지에 접해 있는 도로는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로이자 지역주민들의
생활도로로 이용되며, 북한산 국립공원 불광매표소로 가는 접근로로도 이용됨
 추진배경

어린이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는 보도가 없는 곳이 많아 통행시 위험하고,
동사무소 옆 공간을 비롯한 도로주변 공간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혼잡함
– 보도 위까지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으며, 신호위반차량이 많고 차량속도가
높아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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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내 근린 상업시설도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왕래는 잦지만 교통안
전현황이 열악함
 추진내용

어린이들의 동네 탐사
– 불광2동 주민자치센터 다목적실에 모인 연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은 1회용 카
메라를 들고 동네의 예쁜 곳, 자랑할 만한 곳, 지저분한 곳, 위험한 곳을 돌
아다니며 촬영함

새로운 통학로 만들기 축제 개최
– 직접 어린이들이 느낀 문제 지점을 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 행정기관 공무원 및 교통전문가와 함께 어린이들이 원하는 시설물을 통학
로에 설치해보는 축제를 마련하여 지역의 관심 유도
– 위험한 지역에 위험표지판 및 위험요인에 대해 기입한 설치물 설치, 경적을
울리지 마세요 등 어린이들이 요구하는 표지판 직접 만들어 설치, 필요지점
에 가로등, 반사경 설치 및 도색이 지워진 횡단보도 설치, 보도가 필요한
구간에 보도 설치 및 그림그리기, 바람개비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소망을
달아 거리에 매달기 등을 함
–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례에 대한 사진도 전시함

전체 어린이 통학로 정비
– 주차침범 방지 및 녹지라인 구축, 차선 일방통행으로 보행도로 구축,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라인 구획, 과속방지턱 설치, 틈새공간에 가로수 식재 등
통학로 정비사업 시행함

녹색어머니회와 행정 간 정기적인 모임 실시
– 불광2동 주민자치위원회, 도시연대 및 녹색어머니회가 정기적인 모임을 실
시하고, 모니터링함
–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전문가 그룹으
로부터 개선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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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반영함

연천사랑 어린이 모니터단 운영
– 연천초교의 소년조선일보기자, 소년동아일보기자, 하이서울 어린이 기자단,
경찰청 포돌이, 포순이로 선정된 어린이들 위주임
– 지역 내 문제점을 스스로 찾고 개선을 촉구하는 기사를 은평구 신문에 기고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어린이 스스로 통학이 가능한 범위를 지도로 그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통
학로를 파악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
적인 참여를 이끌어냄

대부분의 어린이 통학로 사업은 재정지원에 의한 물리적인 교통시설 설치사
업이나,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물리적인 주민활동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통안전 사고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개선요구를 시행함으로써
행정 시스템이 함께 추진됨
<내 마음에 드는 새로운 통학로 만들기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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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서대문구 개미마을
 개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인 서대문구 개미마을은 1970년대에 지은 건물이 대
부분인 저층주거지로 현재까지 모든 건물이 무허가인 상태로 공가도 많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함
– 인왕산 계곡부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상 매년 축대 붕괴사고가 늘어나고 있
으나 소유관계가 복잡하고 무허가건축물 등의 이유로 조치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못하고 있음

개미마을 거주 주민들은 총 160여명으로 대부분 거주년도가 30여년이며 경
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층들이 대부분으로 물리적으로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음

붕괴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축대와 주택문제들에 대한 해결 없이 ‘마을한
마당’, ‘텃밭조성’ 등 주민 필요와 관계없이 추진되는 서울시마을공동체 사
업에 주민들은 배타적 입장이며, 2009년 조성된 벽화로 외지인들의 낭만적
시선에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음

<서대문구 개미마을>

 추진배경

마을만들기운동이 중산층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경제적 취
약계층이 밀집한 빈곤 지역에서의 마을만들기운동’에 대한 모색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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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간담회를 통해 마을의 현안은 ‘안전’이라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
라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하는 ‘노인정 옆 다리’를 바꾸기로 함

기존 한평공원은 방치된 공간을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바꿔내는 형태였으
나 개미마을에서 한평공원은 ‘안전’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부여하는
형태로 설정하게 됨
<노인정 옆 다리>

 추진내용

대상지 주변 집들은 노후도가 심각하여 공사 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 스스로 협조를 구하고 간담회 내용을 중심으로 디자
인을 수립하였으며, 디자인 안에 대해 소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함
– 철거 등 총 7번의 공정을 1천만 원으로 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였으나 본 사업의 취지를 이해한 시공업체를 소개받음으로서 공사를 진행함

<소규모 주민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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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식은 개미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터와 골목길 여기저기서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골목잔치’로 진행됨
<노인정 옆 다리 개장식>

 성공요인 및 시사점
물리적 환경정비는 일반적으로 행정이나 전문가, 소수 주민리더들에 의해
대상지를 선정하지만, 본 사업이 외지인들에게 배타적이었던 주민들의 신뢰
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
였기 때문임

연령층이 높은 주민들에게는 대규모 설명회가 아니라 소규모로, 때로는 일
대일 만남을 통한 설명이 가장 효율적임
– 3개월간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다리가 재시공된다는 것을 공유하였으며,
주민들이 다른 주민들을 설득하고 협조하는 과정을 거침

한평공원을 계기로 주민들 간의 개인적 친밀감이 마을의 현안에 대한 적극
적 대응으로 전환되었으며, 10여 년간 소수 주민만 이용하던 노인정 집행부
를 2014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힘을 모아 교체함
– 현재 경로당은 마을 주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커뮤니티장소이며, 마을의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경로당에 모여 상시 협의하는 모습이 일상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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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미의 근린감시활동(Neighborhood Watch)
 개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근린생활권의 범죄예방과 안전생활의 제고를 위
한 자발적인 활동사례들을 통칭하여 근린감시활동(Neighborhood Watch)라 칭
하는데(서종균, 2012; 전대욱, 2013 재인용), 일부에서는 타운 워치(Town
Watch), 크라임 워치(Crime Watch) 등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함(전대욱, 2013)

이러한 활동에는 반드시 특정 도시나 마을에서 생활안전의 제고를 위해 주
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은 모임을 구성하는 것을 포함함(전대욱, 2013)
– 이 같은 활동의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는 근린생활권의 생활안전 위해요인
과 관련된 징후를 살펴보고 지역경찰에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
찰과 함께 참여적으로 지역사회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함(전대욱, 2013)
–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당하는 경찰은 이러한 주민조직을 지원하며, 광역 및
국가수준 지원단체 역시 이러한 주민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과 가이드
라인 등을 제공함(전대욱, 2013)
 추진배경

영국에서는 야간순찰 등 지역사회 치안유지를 위한 민간활동을 발전시킨 형
태로 네이버후드 워치 프로그램이 1972년에 시작됨(전대욱, 2013)
– 주민들의 자기조직화와 훈련을 통해 치안을 유지하는 역량을 확보하였으
며, 경찰조직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활성화되었음(전대욱, 2013)

미국에서는 1960년대 후반 도심내 범죄사건 등에서 시민들의 방관에 대한
반성을 계기로 이에 대한 사회적인 각성으로부터 네이버후드 워치활동이
시작됨(전대욱, 2013)
– 사람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에서 수상한 행동을 감시하는 모임을 만들
었고, 1970년대 초반부터 지역경찰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짐(전대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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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지역사회에서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및 판단하고, 관련정보를 지역경
찰에 제공하는 것이 네이버후드 워치의 주요활동임(전대욱, 2013)
– 지역사회와 관련된 범죄와 경찰의 보고서 등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공유
하며, 지역사회의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범죄에 대한 거주자의 설문조사 및
범죄피해 계층의 수요파악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임. 영국에서
는 근린 안전제고법(Safer Neighbourhood Initiative)을 통해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제공하기도 함(전대욱, 2013)

<전형적인 근린감시(Neighborhood Watch) 프로그램의 표식>

출처: sacdot.com/Pages/NeighborhoodWatch.aspx, sunsetridgenorthhoa.org, 전대욱(2013) 재인용


범죄예방을 위한 근린생활권의 환경개선 역시 중요한 활동의 하나임(전대
욱, 2013)
– 폐가 및 유휴지, 방치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정비하고, 더러운 거리를 청소
하는 활동 등을 수행함(전대욱, 2013)
– 마을화단이나 정원을 가꾸고, 벽화 등 경관개선, 마을의 상점이나 건축물
정비 및 야간조명 개선 등의 활동은 노년층이나 청년층이 고루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마을기업(community business)의 형태로 일자리를 창
출하기도 함(전대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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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역공동체의 교류와 활성화를 통해 공동체의 결속과 범죄발생의 가
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활동들도 수행함. 예컨대, 마을파티, 마을식목행
사, 청소의 날 행사, 지역사회의 청소년을 위한 행사, 마을게시판 및 마을신
문의 운영, 각종 교육 및 워크숍 등을 들 수 있음(전대욱, 2013)
 성공요인 및 시사점

근린감시활동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조직화에 기반을 둠(전대욱, 2013)
–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자발적인 모임이나 워크숍이 이
러한 활동의 시발점이 되며, 각 블록단위의 책임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네
트워크로서 조직화가 이루어짐(전대욱, 2013)

아울러 자원봉사자의 참여에 기반을 둔 조직화는 지역사회 내의 경찰은 물
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주민조직, 지역개발 단체, 임차인조직, 주택관련
조직 등 기존 활동단체들과 연대함으로써 공고해짐(전대욱, 2013)
– 이러한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활동을 통해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원의 공유
를 추진함(전대욱, 2013)

이 같은 근린감시활동은 지역사회 내 주민조직화와 유관단체간의 거버넌스
를 통해 참여를 확대시키며, 주민주도적인 다양한 안전활동을 수행할 수 있
도록 함(전대욱, 2013)

4) 이마마치 통학구역 생활안전 순찰대/카와라 소방OB회 자경단
 상기 서구의 근린감시활동과 유사한 일본의 생활안전 사고예방과 범죄예방과
관련한 구체적으로 알려진 사례는 많지 않은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일본 후
쿠호카현의 이마마치와 카와라 마치의 사례를 제시함(전대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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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마마치 통학구역 생활안전 순찰대
 추진배경

당초에는 월 2회 정도 방범순찰을 실시하고 있던 것을 길거리 범죄의 증가
와 함께 지역･행정･경찰의 억지력이 일체가 된 지역방범활동의 필요성을
느끼며 마을만들기 협의회에 호소해서 2005년 4월 30명으로 순찰대를 발족
시킴(전대욱, 2013)
 추진내용

주요 활동내용으로서, 발족 후에는 야간방범을 목적으로 한 순찰과 낮 동안
의 아동의 놀이터가 되는 하천순찰을 실시하였으나, 이마마치 시민센터가
경찰청의 지역 안전안심 모델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대원도 54명으로
늘어, 아동의 등하교 지킴이 활동도 포함함(전대욱, 2013)

활동의 캐치프레이즈를 ‘안심선언 100%, 모두 함께 지키자 지역의 보물, 이
마마치의 아이들’로 하고 있는데, 캐릭터로 간판, 완장 등을 제작하여 순찰
에 활용하면서 야간순찰을 월 1~2회, 하천순찰을 월 1회, 아동 지킴이 활동
을 매일의 등･하교 길에 실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전대욱, 2013)

<이마마치 통학구역 생활안전 순찰대>
<지킴이용 완장>

<등하교길 유도활동>

출처: 후쿠오카현 안심안전 마을만들기 http://www.anzen-fukuoka.jp. 전대욱(2013) 재인용

 성공요인과 시사점

이 같은 근린감시활동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마을만들기협의회 조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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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존 조직에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관단체간의 거버넌스가 매
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음. 게다가 책임을 맡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 또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음

(2) 카와라 소방OB회 자경단
 추진배경

카와라 소방OB회 자경단의 활동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
는 흉악한 범죄가 전국에서 다발하고 있어 지역 어린이들의 안전･안심을
확보하는 것이었음(전대욱, 2013)
– 회원은 카와라 소방단의 OB이며 방화･방재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살려 지
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성을 결의하였음(전대욱, 2013)
 추진내용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주에 수회, 흰색과 검정색의 투톤으로 칠해진 차에 경
찰서에서 허가 받은 청색 경고등을 달고 계발테이프를 틀어놓고 2인 1조로
어린이들의 하교 시의 통학로를 중심으로 순회함(전대욱, 2013)
<카와라마치 소방OB회 자경단>

출처: 후쿠오카현 안심안전 마을만들기 http://www.anzen-fukuoka.jp. 전대욱(2013) 재인용

 성공요인 및 시사점

이 같은 활동의 경우 지역에 공헌하고 싶다는 자원봉사자들의 노력과 헌신
이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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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형 사례
1) 경기 안산시 석수골
 개요

안산시 석수골 마을은 단원구 선부2동 1043~105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1
천 600여 가구, 3천 6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됨
– 70%의 주민이 맞벌이 부부로 대부분 인근 반월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며 약 80% 주민이 임대 형태로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의 저소
득층 밀집지역임

안산의제 21과 안산 YMCA의 문화적 소외지역에 대한 도서관 건립사업 대
상지로 2006년 별자리 도서관이 건립되었으며, 이후 마을 도서관을 중심으
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됨
 추진배경

선부2동 일대는 저소득층 다가구 주택밀집지역이어서 주차장, 놀이터,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어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및
노부모들은 제대로 된 여가･문화 활동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

2006년 12월 경일고등학교 교육문화관 일부를 빌려 개관한 ‘별자리 마을 도서
관’의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이웃 간 소통이 시작됨
– 도서관을 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이자, 별자리 도서관은 마을 만들기 주
민위원회를 구성해 이웃 간 소통 회복과 지역 공동체 복원을 위한 구체적
인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고민하기 시작함
– 주민단체와 외부의 전문가들과 함께 매주 한 차례씩 가진 모임을 통해 쓰
레기가 함부로 버려지는 주택 사이의 담장을 허물고 정원을 만들자는 구상
에 의견을 수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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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구성된 석수골 마을 만들기 주민위원회와의 협의와 안산시 소재
한양대학교 건축학부의 도움으로 석수골 마을정원 조성계획이 수립됨
–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상장소 문화생활공간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석수골 주
거환경개선 연구용역’사업이 당선되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추진내용

다가구 주택 사이의 담과 벽을 허물고 미니 정원을 만드는 사업에 10여 곳
이 선정되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4곳으로 축소되어 2007년 마을정원은 4
개소만 준공됨
– 마을정원 조성 후 지역주민들이 마을정원 만들기에 동참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7곳, 2009년에 7곳의 마을정원이 추가로 조성됨

2008년에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마을 정
원이 전해주는 따뜻한 세상 이야기’라는 주제의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마
을벽화와 마을정원지도 제작 등 마을정원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석수골 마을정원>

<마을정원 표지판>


석수골 마을정원 사업은 2008년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
테스트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9년에는 행정안전부의 동네마당 조성사업에
도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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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 및 시사점

2007년 마을 재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였던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10~15명
의 ‘석수골 마을만들기 주민위원회’ 구성됨

마을정원 4곳이 조성된 후 주민들도 마을정원 조성에 관심을 갖으며 주민이
마을 만들기의 주체임을 지각하는 한편, 마을공간이 청소년들의 교육과 문
화의 장으로 새롭게 인식됨

주민들의 합의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인 ‘마을
정원이 전해주는 따뜻한 세상 이야기’와 마을정원지도 제작 등 이웃 간 소
통할 수 있는 기회도 증진됨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석수골 마을정원 사업 프로그램 지원
및 석수골 지역공공디자인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함
– 2007년 제정된 안산시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근거로 2008년 3월 설
립
– 석수골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좋은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의 2008년 공모사
업중 하나로 선정, 2009년에는 석수초등학교 앞 마을공원 사업이 선정됨

<미니화단>

<어린이 마을정원 교육>


2007년 석수골 마을정원 조성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 기획･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한양대 건축학부 공
간분석연구실의 기획･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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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행정안전부의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콘테스트는 안산시 석수골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선정하여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이었던 석
수골 마을을 알리는 계기가 됨

2009년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동네마당 조성을 지원하던 행정안전부의
사업비 지원으로 석수골 동네마당 부지 내 2층 규모의 건물을 건립하고 1
층은 경로당, 2층은 마을 도서관(석수골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

석수골 마을정원 조성에 실질적인 재정을 지원한 초록사회만들기사업은 구
토지공사의 초록사회만들기위원회가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비를 지원해준 것으로 안산 YMCA가 신청한 저소득층 밀집지역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정원을 품은 석수골 공동체) 사업이 선정되어 2007~2009
년 3년 동안 1억 5천 9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음

석수골 마을정원 조성에 실질적인 지원을 한 안산 YMCA는 안산시 좋은마
을만들기지원센터의 위탁운영기관이며, 석수골 별자리 도서관도 운영
– 별자리 도서관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지역주민과 주민자치위원회, 선부2
동 동사무소, 안산시청 등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2) 서울시 은평구 산새마을(두꺼비 하우징)
 개요

단독, 다세대 등 일반 주택 및 기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효
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과 낮은 사업성, 주민재정착 문제 등
의 이유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 소규모 난개발이 예상되는 주
택 단지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시범단지를 선정함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 주거지역의 방범 및 보안시설과 도시기반시설
을 공급하고 물리적으로 노후화된 주택의 개･보수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
는 통합적 주거복지 프로그램임

전면철거 도시재개발 대신 저층 노후주택의 전문적 유지･보수･관리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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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으로 주택 에너지의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함

기존 주거지를 보존함으로써 주거유형이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소상권, 도시 경관의 다양성을 보존하며,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함
 추진배경

기존의 획일화된 아파트 공급 위주의 주택지 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형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특성에 맞는
주거 환경개선의 필요성 대두됨

재건축, 재개발 등의 도시개발에 대한 대안으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택의 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 및 이에 대한 실천사업임

기존 아파트위주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노후 주택을 유지 및 보수하
여 아파트 수준의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함

주민의 정주권을 보장하는 물리적 재생과 사회적 재생의 포괄적 사업임
– 지역공동체 복원사업으로 불량 단독, 다세대 주택을 보수하고 도로, 공원,
보안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 방식임
 추진내용

주택관리 및 개･보수, 마을만들기, 주거복지 지원사업, 경제활성화를 포함
– 주택내부의 관리와 주택의 개･보수 서비스는 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무상
혹은 유상으로 제공함
– 특히 노후 주택의 종합적 주택관리 사업을 통해 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집수리로 관리비용을 절감해 주거생활 편의성을 증진 및
전면철거 정비사업 필요성 배제됨
–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
는 사업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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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지원사업은 정비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상담과 교육 등
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연결 등 주거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함

또한 민관합작 주식회사를 설립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상공인과 사업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관: 편의시설, 주차장확보, 도로정비 등 기반시설 공급
– 민: 자택수리
 성공요인 및 시사점

공공이 일시적으로 주도하면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휴먼타운 사업과 유사
하나 규모가 보다 작고 공공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함

지역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함

지역 건설업체에 일자리를 제공함

무분별한 재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커뮤니티 존속에 기여함

지역주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형성함
<두꺼비하우징 사업 대표 지역(산새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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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세타가야
 개요

세타가야구는 면적 58㎢에 인구 80만 명이 살고 있는 비교적 생활수준이
높고 식자층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도시임
 추진배경

쓰레기로 더러워진 하수가 흐르는 하천을 되살리자는 논의에서 마을 주민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반영된 마을 환경 개선 방향을 설정하도록 함
 추진내용

세타가야구에서 정비계획 초안 마련하고 주민들이 주민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수 있게 함

세타가야구 정부와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능동적 참여에 주민 친화적
마을 환경을 조성함

최근 이 지역은 지역 내 교류를 활성화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커
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어린이 돌보기, 재해 대비, 지역명소 만들기 등 90여건의 사업을 지원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전문적인 조언과 인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체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함

구체적인 지원내역과 지원대상이 명확함
– 커뮤니티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 구내 거주자, 학생, 회사원을 중심으로 하
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동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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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이야기하는 공간을 만드는 활동, 함께 모여 배우거나 인재를 양성하는
활동, 동네의 자원을 활용해 매력을 증폭시키는 활동, 동네를 알리는 활동
을 지원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지속 가
능하고 자발적으로 유지되는 프로세스를 지향함

세타가야구의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완성으로 타 지방정부들에게 주
민 친화적 마을 만들기의 모범이 되어 다양한 지역 사업이 시작됨

4) 독일 엠셔파크(Emscher Park)
 개요

엠셔파크는 엠셔강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엠셔프로젝트의 핵심지역으로 엠셔
강은 독일의 중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에 위치한 루르공업지대의 중앙에
통과하는 곳에 위치함

엠셔지역에는 17개 도시에 총 인구는 약 200만 명 정도로서 1987년 ‘국제
건축전’을 유치하면서 본격적으로 환경개발을 시작했고, 이 사업을 통해 석
탄업과 산업화로 황폐화 된 엠셔강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복원을 시
도함
 추진배경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정부와 엠셔강 지역의 17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
역의 경제침체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심각 하게 느
끼고 있었으며, 이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역개발개념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과 방식의 생태환
경개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음

주정부와 시정부는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
며(특히, 저소득층 주민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지역을 경제적으로 활성화
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지역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엠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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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계획으로 구체화됨

이 계획의 최종 목적은 엠셔강 및 지류들의 생태환경을 복원하여 지역의 건
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었음

주정부는 엠셔파크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엠셔팍공사를 설립하였는
데, 이 공사는 엠셔지역의 중심부에 있는 겔젠키르헨시의 한 폐광지역에 있
는 두 개의 크지 않은 건물을 개조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공사의 직
원은 30명에 불과함
– 엠셔팍공사는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17개의 시
를 주축으로 하여, 루르지역 자치단체조합, (엠셔지역의 하수처리를 담당하
는) 엠셔조합, 민간기업, 시민이니셔티브, 일반시민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데, 공사는 이들 사업시행자간의 조정자 역할만을 담당함

엠셔파크계획은 10년을 공식적인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추진과정
및 결과를 국제건설박람회란 형식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 중간평가결과 엠셔파크계획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 많은 호
응을 받음
– 엠셔파크계획은 국제적으로 쇠퇴한 산업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생태환경개발 모델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노드 라인 베스트팔
렌주 및 루르지역 내에서도 경제구조개선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추진내용

환경친화적 엠셔강 살리기 사업
– 엠셔강은 독일 서부지역의 라인-웨스트팔리아 북부에서 루르강을 통과하여
흐르는 비교적 작은 강인데, 인구 500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루르 산업지역
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한 이 강은 이미 19세기 말에는 공공연하게 폐수를
버리는 하천으로 전락되어 생태학적으로는 죽은 상태라고 할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거대한 '엠셔강 복원계획'이 세워졌고, 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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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위해 강줄기를 따라 지하파이프를 매설하였고 첨단의 정화시설을
갖추었음
– 그 결과 공장, 가정폐수를 라인강으로 흘려보냈던 콘크리트로 쌓여있던 하
천이 자연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

광역녹색기차 조성사업
– 광역녹색기차(Grünzug) 조성사업은 도시개발 및 공업개발로 인해 단절된
소규모 녹지대를 광역적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자연경관 조성사업임
– 조성될 광역녹색기차의 사업면적은 300㎢에 이르며, 동서방향으로 약
70km에 이르는 기다란 하나의 녹색기차와 남북방향으로 길이 10km 내외
의 7개의 광역녹색기차로 크게 구분됨
– 주정부는 엠셔립페 생태프로그램에 의해 엠셔경관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현재 8개의 시범사업이 추
진되고 있음

환경 친화적 업무단지개발사업
– 총 500ha의 부지에 22개 상업･업무단지 및 과학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임
– 이 업무단지 내에는 기업의 기술혁신 및 창업지원을 위해 16개의 기술창업
센터가 설치되었는데, 기술창업센터는 지역 내에 한두 개의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소규모지만 지역 내에 고루 분포하도록 하고, 그 대신 기
술 및 창업센터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지역
내 기술혁신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도록 함

환경 친화적 주택단지조성사업
– 주택단지조성사업은 총 26개의 사업을 통해 약 3,000세대의 신규주택건설
및 약 3,000세대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신규건설주택의 75%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받는 임대주택에 속함
– 엠셔파크 주택단지조성사업이 기존의 사업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계
획 초기부터 입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그 성과는 다양하게 구체화되고 있는 바 ,주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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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이용시설이 많이 확보된다든지 중･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단순하지
만 값이 저렴한 주택을 건설･공급한다든지 야간 교대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낮 시간에도 잠을 잘 수 있도록 위층의 침실을 아래층과 공간적으로 분리
시키도록 설계한다든지, 여성들이 원하는 주택을 설계 한다든지 하는 것들
이 좋은 사례임
– 또한, 주택단지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설계 공모
및 건설과정에서 건축가 및 도시계획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
도 엠셔파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큰 성과임

폐쇄된 시설의 친환경적 재활용사업
– 폐쇄된 산업시설 즉, 광산, 철강공장, 석탄저장소, 교통시설, 창고 등을 잘
보전･이용하는 것은 엠셔지역의 공간적 및 도시계획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
서나 산업역사를 보전하는 의미에서나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엠셔파크 공사는 버려진 산업시설의 재이용방법에 대해서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해 왔음
– 특히 버려진 산업시설들을 문화 및 레저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시민들의 아
이디어는 좋은 반응을 얻었음
– 그리고 친환경적 개발을 담보하기 위해 계획과정 내내 첫째, 토지의 재활
용, 미개발지나 녹지의 추가적인 이용 방지를 위한 토지의 재활용, 둘째, 기
존 건축물을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유지･보수하고 현대화하며 재활용하고,
셋째, 건물의 신축이나 복구시 친환경적인 건축 방식을 적용하고, 넷째, 친
환경적인 방식을 구조를 전환하는 것 등을 계획의 기준으로 삼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성공요인 및 시사점

환경개선, 생태계복원 및 지역발전을 하나의 틀로 묶어서 복합적으로 추진
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임

생태계복원도 하나의 개발사업이라는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의 사회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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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가능했다는 것임
신규개발보다는 기존 토지나 시설물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는 점이 입증됨

장기적인 계획과 정부의 지원과 투자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공에 많
은 영향을 주었음

<보트롭 하수처리장 전경>

<채타누가 전경>

5) 미국 채타누가(Chattanooga)
 개요

채타누가(Chattanooga)시는 미국 동남부의 테네시계곡 개발공사(TVA)로 유
명한 테네시(Tennessee)강가에 있으며, 애틀란타와 내슈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인구 약 15만명의 산업형 도시임
 추진배경

1968년에 미국 환경보호국(EPA)이 채터누가를 ‘미국에서 대기오염이 가장
심한 거리’라고 발표함

채타누가가 대기오염이 심하게 된 이유는 테네시 강 주변에 빽빽이 들어선
공장들과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 그리고 급격한 차량증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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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타누가는 대기국을 설치하고 대기오염 억제하고, 각종 오염방지 프로그램
도 실시하였으며, 각종 친환경적 도시개발사업, 환경개선사업 혹은 생태산
업단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음
 추진내용

파크 앤 라이드(Park & Ride: P&R) 정책
– 자동차로 인한 환경오염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에 승용차가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는 P&R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위해 시내로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장을 만들고 시내와는 전기셔틀버스로
연결하였음

산업환경개선 정책
–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문제에 대처하고 환경이 악화된 갈색지역
(brown field)을 회생시키기 위해 산업환경개선 정책을 실시함
– 채타누가의 중심업무지역은 공장과 주택이 혼합된 형태였는데, 많은 업체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고 남아 있는 주택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
었지만 이 지역의 토지와 산업 인프라를 경제적으로 그리고 생태학적으로 지
속가능한 용도로 재활용하는 사업에 착수하여 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함

테네시 리버 파크(Tennessee River Park) 개발사업
– 테네시강 남쪽 기슭을 따라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생태적인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테네시 리버파크(Tennessee River Park)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서 로빈슨 브릿지(Robinson Bridge)지 역은 5개의 구름다리로 만들어
진 인기 있는 지역이며 이 강변을 따라 13Km에 이르는 리버 워크(River
Walk)라는 보행자전용 산책로를 조성함
– 공장이 철거하고 나간 황량한 공터를 재개발하기 위해 테네시 수족관
(Tennessee Aquarium)을 개발했는데 연간 15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으며 수족관 주변에서 경제가 활성화되었으며 인구증
가가 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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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요인 및 시사점

장기적인 계획 및 제도의 존재했다는 점임
– ‘채터누가 비전 2000’을 통해 환경, 지역경제, 문화 등의 복합적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단계적으로 지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종합적
인 계획과 제도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임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임
– 환경적으로 성공한 지역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간, 정부, 전문가의
효과적인 협력체계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채타누가도 공공, 시민, 전문가가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성공한 것임

복합적 전략을 통한 지역의 환경개선이 효과적이었음
– 한 분야만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다양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때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태형 모델을 추진할 때도 여
러 분야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추어가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때 더욱 효
과적일 것임
– 채타누가는 자연형 하천조성시 녹지 확보,수질개선,수자원 재활용시스템 도
입 등은 물론 홍수 등 도시방재적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신규로 개발을 하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이나 토지를 재활용하는 것이 경제
성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성 측면에서도 생태형 모델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
맥상통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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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형 사례
1) 고양시 “행주농가, 콩이 무르익는 마을”
 개요

행주농가는 고양시 새마을회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녹색에너지형 마을기업임

공동체의 생산품(친환경 전통장)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사
회에 보급하고 나아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지역 주민 자치활동을 활성화함
 추진배경

2010년 행주농가 사업단을 추진함
– 1차 사업추진: 국내산 원재료 사용과 지역의 전통 장인이 만드는 100%
친환경 국산 재래장 추진함
– 2차 사업추진: KOI(양식 잉어의 일종)양어장시설을 활용한 장담그기
가족체험관 운영 및 장독대분양 실시함
– 3차 사업추진: 행주농가 브랜드를 활용한 뻥튀기 생산, 천연 수제비누
등 부대사업 추가 진행함
 추진내용

국내산 원재료 사용과 지역 내 전통 장인이 만드는 고양시 특유의 재래장
먹거리 브랜드 생산함

지역주민에게 부여되는 먹거리 생산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가운데, 자체생산
품을 이용한 식당을 운영함

행주농가 브랜드를 활용한 다양한 국산먹거리를 생산함(예: 곡물 뻥튀기 등)
시청,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단, 지역유휴자원의 전략적 연계를 통한
사업단을 구성하는 가운데, 사업단의 안정과 자립을 위한 추가 수익사업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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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우고, 함께 나누는 먹거리'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지속가능한 사업
단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 행주농가 '콩이
무르익는 마을'에 녹아있음
– 지속적인 지역주민의 자치활동을 활성토록 하여 궁극적으로 고양시민의 생
활을 윤택하게 하고 시의 발전을 도모함

지역에 내재된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추진함
–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의 생산품, 즉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된장,
간장 등)을 지역 사회에 보급하고 이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발생된 수익
금으로 지역 공동체 자립에 기여함

<행주농가, 콩이 무르익는 마을>

출처: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포털(http://maul.oneclick.or.kr)

2) 강원도 양양군 송천 떡마을
 개요

강원도 양양군 서명 송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천리는 예로부터 조상 대
대로 직접 농사지은 쌀과 맑은 물로 떡을 빚어 인근 지역 등지로 판매를 하
면서 인지도를 축적함

송천 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 4월 영농조합으로 등록하였으며, 2003
년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이후, 송천떡과 자연산 송이, 인진숙 가공식품 등
마을 특산물이 인터넷에서 유명세를 얻으면서 농가소득과 마을관광객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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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공을 거둬, 2008년에는 행정안전부 평가 장려상, 그리고 2010년에는
우수마을로 선정됨

주변경관 및 전통적인 농촌 풍경을 지역자원으로 활용하여 체험형 상품 개
발에 대한 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원은 떡 판매, 민박, 기름 등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35,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
며, 이중 12,000명은 떡 만들기 체험을 경험함
주요 프로그램은 떡 만들기 체험이며, 떡 가공을 위한 경지면적은 논
19,5ha, 밭 17.5ha이며, 송천계곡, 망령고개, 장승, 쌈지공원, 다랭이논 등의
연계자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마을회관, 송천떡 체험관, 디딜방아, 떡 판매
장, 공원, 공동주차장, 공동화장실 시설을 구비함

송천 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은 40여년 전부터 떡을 만들어 양양 5일장에서 판
매를하였고, 설악･구용･오색･한계가 흘려보내는 깨끗한 물로 빚은 맛있는
떡을 팔아 소득을 창출함

정보화마을로 조성된 이후, 마을 내 부녀자들의 떡 생산 및 농산물 가공을
통해 공동생산, 공동판매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현재, 16명의 지역주민
을 고용 및 참여하고 있음
 추진배경

노점상 단속으로 인한 활로 모색
– 1997년 15가구가 각각 100만 원씩 출자해 떡 제조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
고 가공시설로 쓸 집을 건립함
– 사업 초기에는 참여하는 가구와 참여하지 않는 가구 간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을 회의를 통해 차츰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함
– 2002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아름 마을 가꾸기’사업과 정보화 시범
마을 대상지로 선정되어 송천 떡마을 행정과 홍보 관련 업무는 정보화 시
범 마을 사업을 계기로 채용된 사무장 중심으로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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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체험장 등 공동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전담자를 채용 및 관리 실시함
–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매일 모든 가구가 참여해 떡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문제를 극복하고자 2009년 4월 이장을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함

전통의 손맛을 살린 떡마을로 변모
– 가난한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겨울철 일거리를 찾아 부녀회가 생계 수단으
로 떡을 만들기 시작함
– 변치 않는 질 좋은 국산 재료를 사용해 전통방식으로 수제떡을 만들어 소
비자 입맛을 사로잡음으로써, 떡을 사러 직접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떡마
을로 변모함
– 떡에 사용되는 쌀과 잡곡은 송천 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이 마을에서 생산되
는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고, 부족한 농산물의 경우 주변 마을이나 농협을
통해 수매하며, 마을 인근에서 생산되는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함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사업 추진
– 2008년 108회, 2009년 70회 마을회의를 거쳐 2009년 마을 전주민이 참여
하는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함
– 유급 마을총무를 영입해 회계와 마을살림을 전담 추진함
– 송천떡마을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통해 전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일자리
가 만들어지고 공동사업의 효율성이 검증되면서, 주민소득 증가 및 화합의
계기 마련함

1･2･3차 산업 연계
– 전통 민속떡이 유명해지고 브랜드화되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판매가 확
대됨
– 마을에서 생산하는 떡의 원료인 쌀과 잡곡이 전량 소비돼 마을의 1차 산업
인 농업이 활성화됨
– 떡을 테마로 하는 농촌체험마을이 활성화되면서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떡마을의 다른 특산물 판매도 함께 늘어나는 시너지 효과를 파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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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3차 산업의 자연스러운 성장 유도
 추진내용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중심으로 떡마을 운영
– 기존 개인적으로 생산하던 떡을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합동으로 제조 및
판매함

온･오프라인 민속떡 체험프로그램 운영
– 고객들이 현장에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는 특산물판매장과 휴식공간을 운영
– 온･오프라인을 통한 민속떡 판매와 함께 민속떡(인절미, 찹쌀떡) 체험, 민
속놀이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함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떡 제조>


숙박시설 운영, 지역축제를 통한 홍보 및 판매
– 숙박사업과 특산물 판매사업을 적극 실시함
– 지역홍보 및 소득향상 도모하기 위하여 강릉단오제, 양양송이축제 등 중앙
정부나 인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행사와 연계하여 마을축제를 개최함

체류형 체험관광 추진
– 송천떡마을은 2013년도에 완공되는 산촌생태관을 활용해 기업체 워크숍,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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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을 방문한 관광객이 많았지만 마을에 체류하지 않아 마을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 점을 반영하여 마을에 관광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공동
숙박시설 등을 구비함
– 체류형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송천떡집과 연계한 프랜
차이즈 떡카페 개설을 추진 계획함
<떡만들기 체험프로그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전체적인 주민 참여유도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 거의 모든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조합법인 결성함
– 법인설립을 통해 공동체 일자리가 만들어지면서 주민 소득이 증가하고 화
합의 계기 마련함
– 민주적인 마을회의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 구성원 간 소통강화와 화합을 이
룸으로써 마을공동체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함

투명한 회계 관리
– 유급 총무를 영입하여 회계와 마을살림을 맡겨 마을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
입과 지출을 투명하게 관리함

2차산업 중심의 1, 3차 산업 활성화
– 민속떡 판매 확대로 쌀, 잡곡 소비가 늘어나면서 1차 산업인 농업활성화됨
– 농촌체험마을 활성화로 도농교류가 활발해지고 다른 특산물 판매 역시 증
가면서 3차 산업 활기 촉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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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의 순환 도모
– 송천리는 1년 365일 떡을 생산하면서 1차 생산물에만 의존하던 때보다 2배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되면서 마을을 찾는
도시민이 증가함
– 따라서, 단순히 마을을 찾는 도시민이 증가하는데 그치지 않고 귀촌･귀농
자가 늘면서 마을인구가 증가하고 산골마을 송천리 활력을 제고함

관광객 수요에 맞는 체험형 아이디어 발굴
– 관광객 대상 떡 만들기 체험으로 주민 소득 증대됨
– 공동생산, 공동판매를 통해 창출된 소득중 일부를 떡 생산에 참여한 고용인
원에게 수익을 배분하고, 여분을 마을노인복지센터 그리고 푸드뱅크에 기
부함으로서 지역환원 활동을 수행함
<송천떡마을 내 체험시설>


고객맞춤형 떡 제조 및 판매
– 짧은 유통기한을 극복하고 개발된 급냉떡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을 통한
매출을 향상함
– 인절미를 비롯하여 찰뭉생이, 쑥미지떡, 취미지떡 등을 비롯해 13종류의 떡
을 판매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제조해 판매 실시함

인건비 확충 개념이 아닌 주인의식 배양을 통한 소득 창출
– 마을에서 시설을 만들어주는 대신 참여한 주민은 투자는 할 수 없고 일만
해야 한다는 규칙을 실천함
– 개인 이익의 창출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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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라도 더 팔려는 마인드를 제고함

3) 덴마크 아그리콘 밸리(Agricon Valley)
 개요

아그리콘 밸리는 덴마크 Horsens시에 속해 있으며 면적은 1.7㎢,인구 6만명
수준인 가운데, 주변 지역은 덴마크의 전형적인 농축산업 지역임
 추진배경

낙농업 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연계된 2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하여
식품가공 및 농업기계, 식품가공기계 부문 기업을 적극 유치함
 추진내용

주요정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 덴마크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식품생산기업으로부터 거대한 투자를 유치함
– 아그리콘 밸리(Agricon Valley)를 통해 농부, 농업관련 기계 장비류 생산자
들과 연구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용이하게 해줌
– 중앙정부는 외국인 연구 인력에 대해 3년간 세금인하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지역프로젝트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프로젝트에 세금인하 혜택을 부여함

추진체제
– 운영주체로서 중앙정부, 지자체 및 기업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함
– 상업회의소가 입주기업 및 협회관리직원간 사회적, 전문적 모임을 주선하
여 행정적 문제에 대한 도움을 제공함
– 혁신지역의 조성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자인 농부, 농업관련 기계장비류 생
산지와 지역혁신 주체로서의 연구단체들의 유기적인 협력유발을 통한 혁신
효과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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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과
– Danish Crown은 최근 새로운 돈육 가공처리장을 설립함
– 낙농업 제품기업인 Aria는 Tagatose(유가공제품의 부산물로부터 개발된 새
로운 산업 감미료)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 확장을 추진함
– 유가공제품 생산시설인 스테인리스 철강제품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준으
로 평가됨
 성공요인 및 시사점

낙농업 지역이라는 지역 특성과 아주 잘 부합하는 제조업체인 식품가공 업
체 및 농가기계 장비 업체를 유치함

지역 내 생산-가공-유통이 모두 집적된 클러스터화를 통해 효율성이 증대됨
– 혁신산업과 연계산업의 동시 발전을 이룩하는 혁신체계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함

4) 핀란드 오울루(Oulu)
 개요

오울루는 과거 무역업, 해운업, 조선업, 목재가공업 등이 발전한 핀란드 북
부의 중심도시였지만, 20세기 후반부터 기존 산업들이 쇠퇴 징조를 보임

적극적인 대학 육성 및 기업유치 전략을 통해 최근 세계적인 정보통신 연구
개발 중심지로 성장함
 추진배경

오울루의 기존 산업들이 쇠퇴 징조를 보이면서, 지역 경제의 위기의식을 느
끼고 새로운 지역 성장 산업으로 정보통신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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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주요정책
– 1958년 오울루 대학이 설립되고, 1960년대 중반부터 오울루 대학에 전자
및 기계 공학과가 개설
– 1973년 노키아 연구소 입지
– 1982년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의 설립
– 1984년 오울루 시가 스스로 기술 도시(technologycity)로 선언

추진체제
– 지방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 등이 서로 협력적으로 참여함
– 현재 오울루 테크노폴리스의 주주는 다수 기업과 오울루대학 및 오울루시
로 구성되어 있음
– 미래 오울루시의 발전을 위한 계획인 오울루 성장협약 2006(Oulu Growth
Agreement 2006)은 오울루시의 주도 아래 오울루대학, 국립연구소, 오울루
상공회의소, 핀란드 도로관리공사 등이 참여함

사업성과
– 이동정보통신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노키아(Nokia)를 중심으로 대학, 연구
소,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수평적 협력체계가 구축됨
– 통신 분야 200개 이상 기업과 1만 1,500명의 고급인력이 집적하여, 핀란드
GDP의 4%, 수출액의 20%를 점유함
– 북유럽의 최고의 경쟁력 있는 혁신클러스터로 발전됨
 성공요인 및 시사점

우수한 교육 기관의 존재와 여기에서 배출되는 인재
– 오울루 대학 및 폴리테크닉

세계적 수준의 노키아 연구소의 입지
– 이동통신 분야의 세계적 기업인 노키아(Nokia)는 오울루에 연구개발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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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시키고 수천명의 정보통신 분야 고용을 일으킴
– 노키아라는 거대기업과 하청기업들 간의 기술연구 및 이전에 대한 상호협
조 네트워크 구축되어 있음

오울루 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 테크노폴리스를 운영하고, 이를 주식회사에 상장함

잘 발달된 교통 통신 하부구조
– 공항, 항만, 철도와 도로 체계가 잘 발달된 교통의 요지이며, 정보통신 체계
역시 매우 발달되어 있음

쾌적하고 즐거운 도시 문화와 거주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체육 시설이 있음
– 세계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전문 오케스트라로 알려진 오울루 심포니 오
케스트라와 뮤직센터 등 문화 중심지인 가운데, 바다와 강을 이용한 각종
수상 스포츠와 겨울 스포츠가 발달됨

5) 이탈리아 볼로냐
 개요

중세 이래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세계 최초의 대학인 볼로냐 대학
을 비롯한 많은 대학이 있어 대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로 불리며 많은 건축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 고전적인 역사도시임

인구 약 44만명, 중소기업 등이 모인 상공업도시이자 주변지역의 농산물의
집산지였으나 세계대전 이후 맞게 되는 경제적 침체로 인해 새로운 지역경
영모델이 필요하게 됨

또한 1960이전 고급문화(오페라 등)을 중시하고 상업문화를 경시하는 문화
풍토로 인해 1970년대 청년계층과 문화적･정치적 마찰을 겪게 되어 새로운
문화정책을 요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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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1985년 도시계획 결정: 모든 역사적 시가지 건축물을 완벽하게 보존하는 계
획으로 역사적 시가지의 보존과 재생이라는 시행정의 일환이며, 도시경관을
옛 모습 그대로 보존･관리하게 됨

1985년 연극협동조합과 시청 협약: 풀뿌리문화운동의 기틀 마련함

1985년 패키지벨리의 그룹화: 아르발디 발레리아니 공업학교와 협력하여 기
술인을 육성하는 한편 전통적인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과 첨단기술을 연결
하여 기술혁신 및 특화를 이룩하고 있으며 1985년부터 관련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를 계속 흡수 합병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함

2000년 유럽문화도시선정: 문화를 향유하는 권리를 일반시민에게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젊은 시민층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시민들의 문화소비의 수준
향상, 문화생산과 창조적 발전,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추진함
 추진내용

볼로냐 2000-유럽문화도시
– 창조적인 문화공간 창출: 문화단체 및 시민들의 기획안을 포함한 300개의
콘서트, 2,300개 전람회, 260개 컨벤션, 125개 실험실 등, 2,000건에 달하는
이벤트를 기획함
– 문화인프라 정비: 약 1000억원 투자하여 인프라 정비, 새로운 문화시설을
건립한 것이 아니라 옛 건물을 면밀한 보존계획에 따라 새로운 기능으로
용도 전환하는 수법을 활용함
– 근대산업유산의 복원과 창조공간 활용: 이미 40개 이상의 미술관･박물관,
200개의 도서관, 시립오페라하우스를 비롯한 12개의 극장설치, 전국적 규
모의 출판사가 활약하는 이 도시에 옛 담배공장, 운화 및 항구, 소금저장고,
빵 제조소 등 근대산업 유산을 개보수하여 시립필름도서관, 연극을 위한 창
조공간, 볼로냐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건물, 시립 영화관, 연극자료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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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의 창작공간으로 개설 등 새로운 창조공간을 더함
– 문화정책담당자, 문화창조집단, 예술인집단과 상호협력: 오페라에 치중하던
종전의 이탈리아의 문화정책에 반해 볼로냐는 새로운 풀뿌리 문화운동에
호응, 대표적인 것이 1985년 현재 18개 조합을 가진 연극협동조합과 시청
의 파트너쉽을 통한 예술창조활동 시작, 볼로냐 대학과 민간 연극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배우를 양성하고 있으며, 유럽 여러 국가와 더불어 풀뿌리 문
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사업성과

첨단기술과 장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금속, 섬유 등)과 연결: 장인기업의 진흥
을 위하여 장인기업을 연합하여 장인공동체를 만들고 국민장인 연합(CNA)을
통해 판매, 수출입, 금융,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지구주민평의회
에 장인들이 참여시켜 지역발전에 전통적인 장인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역사적 도시경관 보존･관리: 역사적 거리를 보존하면서 내부를 재개조한 공
공주택이 2만여호, 민간주택이 약 4천여호가 생기게 되어 교외의 주민이 도
심으로 회기 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초래됨

주민자치단체 지구주민평의회의 도입에 의한 분권화: 행정구 단위 시로 승
격하여 광역행정과 동시에 협업 자치를 추진, 주민 평의회가 도시개발계획
을 심의하고 시민 합의도출, 주민자치에 의한 21세기 대안적 도시개발의 모
범을 보여줌
 성공요인 및 시사점

자치정부의 지역혁신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비전 제시
– 지역발전 및 성장에 대한 자치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지역의 현황 및 문
제점을 분석, 지역의 특성에 맞는 비전 및 전략을 제시한 종합계획 수립하
여 연차별로 추진함
– 지역기업과 학교, 전문가들의 협력 유도할 수 있는 제도･법 개선하거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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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재원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추진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형성됨

도시기반시설, 문화인프라 등 기본적인 인프라 개선 및 확충
–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역사･문화･산업자원을 보존･관리하고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
– 문화시설 외 쇼핑센터, 식당, 숙박시설, 교육시설, 복지시설 등 다양한 형태
의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도시 활력을 제공함

참신한 기획과 꾸준한 추진
–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면서 지역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단계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달성함
– 시민들의 문화소비와 생산에 필요한 문화인프라 및 이벤트를 계획하여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아카데미와 예술단체, 축제 등을 기획
하여 문화예술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창조적 지역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함

민간단체와 전문가(예술인), 시민들의 적극적 협력
– 자생적으로 발생한 민간예술단체, 조합이나 예술인(전문가), 전통공예기능
인 들을 지원 및 육성하여 지역문화발전 및 지역문화산업의 주체로 활용됨
– 주민평의회, 시의회 등 시민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주민･시민들이 개발계
획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사업의 주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고취됨
<2006국제아동도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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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형 사례
1) 서울시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개요

북촌지역은 경복궁과 창덕궁, 종묘 사이에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600년 역
사와 함께 해온 한국의 전통 거주지역으로서, 전통한옥과 골목길이 그대로
보존되어 옴

원서동, 재동, 계동, 가회동 등으로 구성된 이 지역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
네라는 이름에서 북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 옴
 추진배경

북촌의 한옥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시도는 1976년 민속경관지역의 지정
에서 비롯되어 이후 1983년 제4종 집단미관지구 지정, 1984년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에 근거하여 한옥보존제도가 시행됨

1990년 정책규제로 보수하지 못한 낡은 한옥 지붕이 무너져 일가족이 몰살
당한 사건을 계기로, 지역주민들에 의해 한옥보존지구 해제 운동이 진행되
었으며, 이후 1층으로 규제하던 건축기준이 1991년 10미터(3층) 이하, 1994
년 16미터 이하로 점차 완화됨

건축 기준 완화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신축이 잇따라 일어나게 되었으나,
오히려 마을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을 목격한 주민들은 1999년 북촌
마을 현안 해결 및 보전대책 수립을 공식 요청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001년부터 2006년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을 시행함
 추진내용

한옥보존
–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는 개보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해주고,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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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신개축할 경우에도 비용의 일부를 융자하는 등의 한옥등록제를 도입함
– 또한 전통한옥밀집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옥 등을 매수하여 보존하는 한옥매입 정책을 시행함

주거생활환경의 정비
– 주차장 정비, 쓰레기 수거시설 정비, 전신주 지중화 등 생활환경 정비를 위
한 사업이 시행됨
– 역사문화탐방로 조성 등 방문객을 위한 거리 정비 사업이 시행됨

전통문화 체험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 매입된 한옥은 한옥체험관, 공방, 전시장 등 전통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개
방됨
– 개방형 한옥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한옥체험관, 소규모박물관, 전통공방
(전통문화작업실) 등을 위탁 운영함
<한옥 개보수 전후모습>

 성공요인 및 시사점

한국의 대표적 마을 만들기 사례로 소개되는 서울시 북촌 가꾸기 사업은 한
옥보존을 반대해오던 주민에 의하여 한옥보존 대책 마련이 주장되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형 사업이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반
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옴

서울시 행정에 유례없는 지역 현장 사무소로서 ‘북촌 현장 사무소’를 개설
하여 한옥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과 시행과정을 거쳤으며, 한옥 매입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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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한옥의 개방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현장사무소는 ‘북촌문화센
터’로 전환되어 운영됨

북촌 가꾸기 사업의 성공요인은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 밀착형 사
업 수행으로서, 마을 만들기 사업 수행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 시스템이 어
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음

2) 서울시 양천구 모기동
 개요

서울시 양천구는 서울에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편에 속한 지역이며, 신시가
지와 구시가지로 나뉘어져 서울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한 자치구이기도 함
현재 목2동은 양천구 인구밀집지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목동
신시가지보다 높은 사회적 특성을 보임
– 목2동을 중심으로 위쪽은 강서구 염창동, 아래쪽은 용왕산 이남의 목동 신
시가지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어 지역의 양극화가 나타남
– 목2동은 1980년대 목동 신시가지 개발 사업에서 제외된 빌라와 원룸, 다세
대 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의 노후도가
50% 이상으로 낙후된 지역임

2011년 가을 각자 활동하던 지역 주민들이 모여 골목축제를 기획하면서 현
수막에 소리 나는 대로 붙인 이름이 ‘모기동 마을축제’였으며, 그 후로 목2
동을 ‘모기동’이라 칭함
 추진배경

모기동 마을 공동체가 자리 잡게 된 배경에는 2010년 미술을 전공한 친구들
네 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카페 ‘숙영원’의 역할이 큼
– 지구의 온도는 1℃ 낮추고 사람의 온도는 1℃ 올리는 실천을 예술을 통해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철학을 공유하며 실천하는 까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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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공, 바느질공방 수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인문학 강좌나 아
트마켓, 벼룩시장이 열리고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공동체의 거점 역할을 수행함

2011년 모기동 마을축제를 개최하면서 숙영원의 마을 커뮤니티 센터의 기
능이 부각됨
– 모기동 마을축제는 해가 갈수록 내용이 더욱 풍성해지고 마을주민들도 적
극 참여하면서 마을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벼룩시장, 아트마켓, 먹거리 장터로 이루어진 벼룩놀이터, 공연과 마을상영
회, 그림전시회, 거리놀이터 등으로 이루어진 마을축제는 기대 이상의 성과
를 보여, 마을축제가 개최되는 100m 구간은 차량까지 통제되며 마을주민들
이 함께 함
 추진내용

마을공동체 회복과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2동이 보유한 골목길, 카페,
공방 등 유형자산과 더불어 무형의 인적 및 관계자산을 활용함
<카페 숙영원(좌)와 모기동 마을축제(우)>


문화예술단체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가 카페 숙영원에 모여 예술을 통한 마
을의 문화적 장소화를 도모함
– 비슷한 생각과 뜻을 가진 주민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동네에서 제발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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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2011년 첫 마을축제인 ‘모기동 궁여지책’이 탄
생됨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세 번의 마을축제는 숙영원 카페 주인 두 명을 주
축으로 진행되었으나 2014년 네 번째 축제부터는 마을의 관련 단체와 기관
을 중심으로 기획부터 진행까지 주민주도형 마을축제가 됨
– 마을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보다 다양하고 큰 규모의 활동들을 기획, 진행을
하게 됨으로서 지역의 행정기관(양천구청, 목2동 주민센터, 복지센터)과 학
교(양화초등학교, 양동중학교, 영일고등학교)의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들 기간과의 민･관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됨

마을을 기반으로 한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문화 활동 공간인 모기동 문화발전소가 운영됨
<모기동 문화발전소 구성(카페 숙영원과 나무도예방)>


수녀원 지하공간을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자
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컬쳐 카페(Culture Cafe) 청･청･청’운영함
– 서울시 ‘휴(休)카페’ 사업으로 청소년들을 위해 ‘문화놀이터’와 ‘청소년 북
카페’, 댄스, 밴드 등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음실을 확충하고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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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 카페 청･청･청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의 자원봉사자이자 폐백전문가인 마을주민의 재능
기부로 부업창출을 위한 폐백･이바지 음식을 배우는 ‘조물락 나눔 공방’ 운
영함

<폐백･이바지 음식 부업활동>


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방과 후 돌봄을 하기 위해
60여 명의 후원자로부터 기금을 마련하여 2007년 11월에 목2동 주민센터
근처에 설립됨
– 초등학생 대상의 공간이었지만 졸업한 초등학생이 생기고 청소년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기린’ 청소년센터가 이어 개소하게 됨
– 2003년 ‘나무와 숲’ 건물에 문을 연 창작공간 ‘손즐’은 주민들의 배움터로
‘나무와 숲’의 부모들, 지역주민, 지인들 약 60여 명이 협동조합방식으로
만 원 이상을 출자하여 운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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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아동센터 나무와 숲(좌), 창작공간 손즐(우)>


사랑이 넘치는 행복가게는 목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한
재활용가게로 생활용품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 이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
을 경로당 및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취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나 축제에 동참함
서울시 마을학교상생프로젝트인 모기동 마을학교를 통해 학생･주민･교사
간 다양한 관계망을 복원함
– 모기동 마을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학급과 학년, 학교를 넘나드는 또래 집단
의 형, 동생, 언니, 누나, 친구 관계를 맺고 지역 주민들은 학생들의 멘토,
이모, 삼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세대를 넘나드는 관계를 형성함

숙영원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나무와 숲’, 마을공방, 청소년센터, 창작공간
등 목2동 마을네트워크와 목2동 주민센터, 양천구청, 골목상인들이 협력하
여 활동함
– ‘나무와 숲’, ‘샘물’, 청소년센터 ‘기린’, 마을 도예공방 ‘나무도예방’, 지역문
화예술단체 ‘플러스마이너스 1도씨’, 목2동에서 삼십년 이상 있었던 천주교
‘마리아의 딸 수도회’, 목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재활용가게인
‘사랑이 넘치는 행복가게’ 등이 목2동 마을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임
 성공요인 및 시사점

문화예술공간이자 카페인 숙영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타 지역단체들과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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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끊임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며 이들이 모기동의 진정한
문화발전소 역할을 수행함
– 개별적 활동을 하고 있던 마을 단체, 문화예술인, 주민들에게 함께 소통하
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러운 관계망
형성을 통해 마을 공동체 형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함

<목2동 마을네트워크 구성>


모기동 마을 공동체의 추진 조직은 여타의 지역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형
성된 마을 네트워크임
– 카페 숙영원이 커뮤니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망의 중
심결점으로 강력한 응집력을 지니고 있기 보다는 기존에 있는 지역단체들
과 사업으로 연계되면서 상호 협력하고 있는 느슨한 네트워크 구조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참
여자에서 자발적 주도자로 마을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됨
–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함에 따라 마을네트워크가 강화되었고 소모임
이상의 활동들로 확장됨으로써 목2동 행정경계를 넘어선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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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여가 인프라를 지닌 목2동에서 주민들이 마을 단위
에서 향유가능한 문화･예술, 여가, 교육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
역문화 및 여가수준이 향상됨

3) 영국 글래스고
 개요

글래스고는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시가지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
르는 클라이드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19세기 중후반과 20세기 초 조선 및 중공업이 번창하였으며, 당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의 하나이자 산업사회의 표본이었음

2차 대전 이후 대영제국의 붕괴와 함께 글래스고는 직물, 석탄, 철, 철강, 중
공업에 의존하던 산업의 쇠퇴로 급기야 1980년대는 ‘폭력도시’, ‘술에 찌든
도시’, ‘쇠퇴하는 도시’이미지로 정착하여 도시재생측면에서 근본적인 변화
모색이 필요하게 됨
 추진배경

1980년대 이후 글래스고는 제조업의 감소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침체로 고
용감소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 생활환경악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도시몰락
이 진행됨에 따라 1985년 경제개발 및 고용위원회를 설립하고 근본적인 도
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소마케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계획됨

‘도시는 일하고 살고 노는데 더욱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는 것, 글래스고의
기업가 정신을 재창출하는 것, 글래스고의 새로운 현실과 시민과 세상과 커
뮤니티 시키는 것‘을 목표로 도시 중심지에 환경적 계획과 함께 기업본사
유치 전략을 세움

탈산업을 선언한 글래스고의 홍보마케팅 핵심적인 전략은 문화예술을 통한
새로운 도시 이미지 구축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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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 지구의회에서 1985년 경제개발 및 고용위원회를 설립하여 글래스
고의 경제문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
1985년 뒤이어 설립된 민관협력기관인 글래스고 액션은 각종 문화행사와
지역민 문화활동을 장려하는 지역문화계획을 수립･추진

1991년 글래스고 액션은 글래스고 개발기관으로 대체되어 ‘글래스고를 더
좋게’라는 캠페인을 추진함
 추진내용

예술축제(arts festival), 오월 축제(may feast)개최: 도시이미지 전환 및 도시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시, 합창제, 재즈음악축제, 무용제 등을 개최하여
여름철 축제분위기로 도시중심부가 홍보되고 그 결과 1987년 시정부에 축
제담당부서가 조직되어 1988년 가든 축제를 개최하게 됨
유럽 문화도시선정 :1990년 문화도시로 선정된 해 도시이벤트 축제, 박물
관･미술관의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에 의한 이벤트 관광방문객을 유치함

건축 및 문화공간 조성: 1970년대부터 오래된 건축물을 재정비하는 도시환
경 정비개선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최신시설 스코클랜드 전시･회의 센터,스
퀘어 쇼핑센터, 이노크 센터, 교통박물관, 콘서트홀, 부케넌 쇼핑센터 등 대
형건축물들을 건축, 1990년 건축 및 디자인도시로 선정됨
 사업성과

1982년 도시의 문화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시작된 예술축제는 1983년 국제
적으로 유명한 버렐아트컬렉션 개관, 1988년 가든축제 430만명의 방문,
1990년 문화도시기념행사에는 900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얻음

점차 시작된 도시중심부 환경개선은 오래된 빌딩의 청소, 새로운 쇼핑센터 건
설, 버려진 항구창고지역을 고급주택으로 개발, 1994년 건축 및 디자인의 도
시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문화도시로서 도시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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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고 강주변 경관>


중공업, 조선업 중심의 도시산업이 서비스중심의 산업의 경제기반으로 전환
하면서 영국에서 쇼핑하기 가장 좋은 지역, 우수한 사업시설과 문화시설･스
포츠시설･관광시설을 가진 지역, 친절하고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됨

현재 글래스고는 빅토리아 시대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편리한 쇼핑시설 및
문화적인볼거리로 연간 200만명 관광객 방문하는 도시임

4) 일본 가나자와시 히가시차야가이 전통마을
 개요

가나자와시(金沢市)는 일본열도의 서해측 중간지점에 해당하는 호쿠리쿠(北
陸) 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이시카와현(石川縣)의 현청 소재지가 위치한 도
시임

특히 2001년 중요 전통적 건조물 군 보전지구로 지정된 히가시 차야가이(東
茶屋街)는 일본 게이샤들의 문화가 전수되어 오던 공간으로서 옛 모습 그대
로 보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게이샤 공연 또한 보존･계승되어 오고 있음
 추진배경

가나자와시의 전통적 역사경관의 보존 움직임은 1968년 가나자와시 전통환
경보존조례 제정으로부터 시작됨
– 이는 경관보존조례로서는 일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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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시개발로 고유의 전통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1975년 중앙정부에 의해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전건지구)제도가 성립
되자, 가나자와 시장이 1977년 가나자와시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 보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해당 지역주민반발로 성사되지 않음

이러한 가나자와시 전통환경 보존전략은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역사적 자원
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지만, 이를 통한 지역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함

전략의 기본방향은 시정부가 제시한 것이었지만, 구체적인 추진은 지역주민
의 주도, 즉 마을 만들기 운동에 의해 달성되었음
 추진내용

전통경관 보존
– 경관조례로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경관형성기준을 마련, 시민에 의해 경
관협정을 체결하는 등 시민참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경관 만들기
사업 추진
– 도시의 전통경관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은 보존대상물
로 지정, 현상변경 시 신고하도록 함
– 구도심의 1,887 ha의 광범위한 구역을 전통 환경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으
며, 29개 건조물이 이 조례에 의하여 시 지정 보존건조물로 지정됨

전통적 건조물 군 보존지구(전건지구) 지정 및 육성
– 시의 주요 자산을 중앙정부의 전건지구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이 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음
– 전건지구로 지정되면 보존사업의 예산의 1/2을 국가가 부담하며, 수많은 관
광객이 방문하게 됨
– 1998년, 시는 한차례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던 전건지구 지정 움직임을
다시 한 번 재개하였으며, 공무원, 전문가,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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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여 마을 만들기 전략을 만들어 감
–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히가시야마 히가시지구 마을만들기 계획은
시의 마을 만들기 협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당해지구는 중앙정
부에 의해 전건지구로 지정, 수많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요 관광명소가 됨

전통예능 육성
– 가나자와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유무형의 자산을 시지정 문화재로 보
호･육성함
– 무형문화재는 (민속)예능, 무형민속 등을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데, 예기
들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가나자와스바야시(素囃子)를 시지정 무형문화재
로 지정, 육성됨
– 가나자와시는 가나자와 무형적 자원으로 예기를 육성하기 위해 ‘가나자와
의 전통예능 취업 장려금 교부사업’, ‘전통예능 전습자 육성 사업’, ‘전통예
능 피로연 사업비 보조금 교부사업’ 등의 사업을 실시함
 성공요인 및 시사점

가나자와시가 전통역사도시로서 일본 국내외에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무엇보
다도 대대로 내려온 역사적 자산이 존재했다는데 있겠지만, 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후대의 몫이었음

전통예기라는 독특한 무형적 자산을 배경으로 예기들이 살던 건조물을 보
존, 동차옥가를 중앙정부의 전건지구로 지정하게 되기까지 지역주민과의 갈
등을 지역주민과 더불어 해결하며 주민 스스로가 자신의 마을을 보존･활용
하게 이끌었음
– 지역주민이 스스로 조사위원회를 결성하여, 마을의 어떠한 요소를 보존할
것인지, 어떠한 부분을 감수하고 또 지원받을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
였음
– 마을의 전통적 외관을 훼손하는 행상 가판대, 주차 차량 등을 건물 내부로
이전하는 등 전통적인 마을경관을 형성하는데 주민 스스로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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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옥가 전경>

<유회축제>


전통예기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 및 이를 보존･계승하고자 하는 노
력 또한 지역문화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에 의해 추진됨
– 일반인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고급 음지의 문화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누구
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임을 전파하고자 전통문화예술 공연축제를 개최함
– 기획에서 실제 행사 프로그램 운영에 이르는 축제의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
가 주도하여 성공한 관광마을 만들기 사례로 홍보되기도 함

이러한 주민주도의 전통마을 만들기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전통
역사도시로 보존･육성하려는 시의 일관된 정책,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등으로 가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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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종합기능 사례(서울시 찾동 마을계획 사례)11)

1. 추진배경 및 지향목표
1) 추진배경

마을공동체정책 1기: 주민의 등장
– 2012년부터 서울시는 일상생활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결
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된 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3년간의 이 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을 마을공동체정책 1기로 간주함
– 마을공동체정책 1기의 핵심은 주민의 등장인데, 주민의 등장은 사적 영역
에서 존재하던 개인이 자기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공적 영역의 주체로 변
화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를 위해 지난 1기 마을공동체정책은 이
웃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핵심목표로 삼고 주민3인 이상이 모이면 마을공동
체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음
– 서울시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 조직 내 담당부서
를 신설하고, 민간영역에서 주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구
성한 바 있고 이는 자치구로도 확산되어 25개 자치구에서도 구청 내 마을
부서를 구성하고, 자치구 단위 중간지원조직도 지원되고 있음
– 1기 마을공동체정책을 통해 서울시는 민관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마을공
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은 새로운 이웃관계를 맺고, 주민으로써 새로운 역
할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지역 활동 주체로서 경험을 갖게 되었음

마을공동체정책 2기: 마을의 등장
– 마을공동체정책이 4년차에 접어들던 2015년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은 마
을공동체정책 1기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전략 방향을 설정함.
11) 서울시 찾동 마을계획 사례의 경우,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2016) ｢마을계획 제도
화 방안｣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정 및 보완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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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장이라는 키워드가 보여 주듯, 마을공동체정책 1기의 핵심목표는 지
역 활동을 하지 않던 주민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이를 위
해 주민참여 문턱을 낮추는 것이었고, 이는 주민 3명이 모이면 누구나 제안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 실현된 바 있음
– 하지만, 이 같은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민을 등장시키는데 일정
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더 많은 변화를 위한 새로운 마을공동체정책의 필요
성을 요구하게 되는 계기가 된 바 있고, 이는 2기 마을공동체정책의 핵심
목적이 마을의 등장이 되도록 하게 하였음

동 단위 주민주도 마을계획 도입
– 이 같은 마을공동체정책의 변화 속에 찾동 마을계획이 도입된 바 있음. 찾
동 마을계획은 기존 마을공동체정책과 달리 주민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의
최소 범위가 행정동이라는 점,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보다 밀
착된 행정지원이 필요한데, 주민의 생활공간과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는 동
주민센터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동을
마을활동의 범위로 정함
– 찾동 마을계획은 동 주민센터별 100여명 주민이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것
으로 설계된 바 있는데, 이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주민마을활동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음

2) 지향목표

주민주도 마을계획의 경우, 주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개인적인 요구와 문
제를 다른 주민들과 공유하고 논의하여 공적 의제로 발전시키는 지역 공론
장 형성과 주민들이 동단위 공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
민자치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의 구조와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는 공론장과 공공이라는 것, 여럿이 논의함이라는 공론을 통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공공성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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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과정인 가운데, 주민 누구나자신의 어려움을 편하게 애기할 수 있는
그런 논의 자리, 그 어려움들을 여럿이 함께 논의하고 그중에서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일을 추려내어,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기도 하고 주민들이 스
스로 해결하는 그런 경험의 과정이기도 함
– 이 과정을 통해 주민은 민주적 의사결정방법을 배우며 대표성을 획득하고,
행정은 주민의 원활한 참여와 진행을 돕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민간과 어떻게 책임을 나누게 되는지를 학습함
– 결국, 마을계획은 주민주도 마을공동체정책의 행정파트너로 동 주민센터를
새롭게 등장시키며, 주민간의 구체적인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이 마을의 어려움을 먼저 인식하여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음
– 이 과정이 충실히 목적대로 이행된다면,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정책은 동단
위 풀뿌리의 주민 확장성을 높일 것이고, 자치라는 전통적인 제도와 융합되
어 지속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2. 추진대상 및 지원주체
1) 추진대상

마을계획은 동별 주민자치력 성숙정도 그리고 동 주민센터 행정력의 지원
역량에 따라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서울시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자치구
가 결정하고, 시행 개수도 자치구 자율에 맡겨져 있음
– 서울시가 제시한 선정조건에 따라 자치구는 행정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
시하거나, 자체논의를 통해 대상동을 우선 결정함
– 서울시는 결정된 대상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최종 협의 후 대상동을
결정하게 됨. 서울시가 제시한 선정조건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상황은 자치구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상동의 결정권은 자치구에
부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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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계획동 선정기준>
구분

세부기준
∙
∙
∙
∙

가점
요인
(+)
감점
요인
(-)

기존 마을공동체 활동이 활발하고 직능단체-풀뿌리단체의 역량이 함께 높은 곳
마을계획으로 다룰 수 있는 주민 요구와 의제, 지역문제가 존재하는 곳
해당 동장이 마을공동체와 민관협력에 대한 높은 이해와 갈등 중재력을 갖춘 곳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주민조직과 협력하고 역할과 권한을 공유할 의지가
있는 곳

∙ 보수-진보, 원주민-이주민 등 주민 갈등이 첨예한 곳
∙ 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곳

제외
요인
(필수)

∙ 특정 이슈가 첨예하게 쟁점으로 부각된 곳(예시 : 재개발/재건축, 학교/마트 등
대형시설 유치 등)
∙ 마을계획과 유사한 주민참여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예시 : 주거환
경관리사업, 도시재생 희망지/활성화사업 등)

제외
요인
(권고)

∙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 중 주민모임연합사업(의제 발굴형/의제 실행형)이 진
행 중이거나 예정된 곳


한편 찾동 마을계획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를 목
표로 하고 있음. 2015년 7월에는 4개 자치구 14개동에서 처음으로 마을계
획이 추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2016년 7월에는 13개 자치구 35개동이 마
을계획을 추가 시행함에 따라 현재 17개 자치구 49개동에서 마을계획이 추
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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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계획 추진대상>
단계

사업기간

대상

1단계

‘15. 7 ~ ’16. 12
(총 18개월)

총 4개 자치구 14개동:
금천구(3곳), 도봉구(3곳), 성동구(4곳), 성북구(4곳)

2단계

‘16. 7 ~ ’17. 12
(총 18개월)

총 13개 자치구 35개동:
강동구(3곳), 강서구(3곳), 관악구(2곳), 구로구(2곳), 노원구
(3곳), 동대문구(3곳), 동작구(3곳), 마포구(3곳), 서대문구(3
곳), 양천구(3곳), 영등포구(3곳), 은평구(3곳), 종로구(3곳)

3단계

‘17. 7 ~ ’18. 12
(총 18개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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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주체

마을계획은 주인공인 마을계획단 운영 외에도 이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를 매
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성된 바 있음
– 마을계획 지원체계를 구성하는데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주민주도의
성장과 민관협력으로 알려져 있음
– 동, 자치구, 서울시에 각각 민간진영의 지원체계와 행정체계가 동시에 구성
되어 있는데, 이는 민관의 각 지원주체가 상호 성장하며 협력적 파트너쉽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 구성이라 할 수 있음

<마을계획 핵심지원주체>
구분
체계

동
민간체계

자치구
행정체계

동 주민센터
주체 마을계획단 (동장(직원) 및
마을사업전문가)

민간체계

행정체계

서울시
민간체계

추진지원단
추진지원단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민간위탁 마을부서
마을공동체
기관)
종합지원센터)

행정체계
마을부서
(지역
공동체
담당관)

① 동 지원주체

마을계획단
– 정의: 마을계획에 관심을 갖는 개인 및 주민리더 100여명으로 구성되어 마
을계획의 실질적 주체로서 활동하는 주민모임
– 신분: 주민모임(필요에 따라 단체등록 가능)
– 예산: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역할: 마을계획의 총괄적 수행 주체/마을계획 비전수립, 부문수립, 실행계
획 수립 및 동 주민과의 공유/마을계획 실행 예산확보 및 실행

마을사업전문가(마을코디)
– 정의: 3년 이상의 마을 및 주민참여활동 경력자로서 마을계획이 민관이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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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는 자
– 신분: 자치구 임기제공무원(지방직 공무원 7급 또는 9급 상당)
– 배치: 동별 1-3명
– 예산: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역할: 동 주민센터와 마을계획단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민관 중간
지원활동가/마을계획단 모집･교육, 발대식, 의제선정, 마을총회 등 마을계획
단 활동과정 지원/마을계획에 필요한 동 현황조사, 마을자원조사, 주민 다양
성 및 역동성 등 파악/마을계획단 활동과정 기록 및 아카이빙(자치구 추진지
원단, 서울시 추진지원단과 공유)/마을계획 연구사업 중 주민대상조사 지원

전문촉진자
– 정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민주적인 집단소통을 통해 마을계획
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주민교육, 주민참여워크숍 등)을 민관이
함께 다지인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민간전문가역할 수행
– 신분: 민간활동가(주민참여 활동 10년 내외 경력자)
– 배치: 동별 1명
– 예산: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역할: 동장과 마을사업담당자의 마을계획사업 수행역량 촉진/마을계획단
의사소통, 의제수립 및 결정과정 촉진/마을계획단 모집, 교육, 워크샵, 마을
총회 등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동장(직원)
– 정의: 마을계획단의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마을계획 운영 지원
– 역할: 마을사업담당자 배치 후 지역인사 및 마을자원 안내/마을계획단 구성
시 다양한 주민참여 독려/전문촉진자의 컨설팅 및 자문내용을 마을사업담
당자가 적절하게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해당 동에 적합
한 마을계획 과정설계 및 운영지원 총괄/마을계획단이 수립한 마을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당 동의 인적･물적 자원 연계 및 조직화 지원/다른 지
역과의 민･관 주체와 교류 및 협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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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치구 지원주체

자치구 마을부서
– 정의: 자치구 마을담당부서로서 자치구 마을계획 지원 총괄 담당
– 역할: 마을계획 실행동 공모 및 선정/자치구 단위의 마을계획 사업 홍보/마
을계획 관련 예산 교부(자치구 → 동 주민센터/마을계획단)/마을계획 민관
공동추진 협약 준비 및 지원/마을계획 정책공유수다회 준비 및 지원

자치구 찾동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정의: 민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로 구성되는 민간기관
– 신분: 민간위탁(이전) 기관
– 예산: 서울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역할: 대상동 선정 심사위원 당연직 참여/자치구 마을계획 모의수행 워크숍
기획, 진행/마을계획단 기본교육 지원(콘텐츠 및 강사 파견)/마을계획 촉진
자 운영 및 지원/마을계획 촉진자, 마을계획단 주민리더 간담회 진행

③ 서울시 지원주체

서울시 마을부서
– 정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 총괄부서로서 마을계획 지원 총괄 수행
– 신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 역할: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예산 교부 및 행정지원

서울시 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정의: 민관 협력적 추진을 위해 서울시에 구성하는 민간기관
– 신분: 민간위탁기관(위탁기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예산: 서울시 민간위탁금
– 역할: 모니터링 및 컨설팅/마을계획 관련 현장연구/마을계획 기록 및 아카
이빙/마을계획 교육 콘텐츠 개발/자치구추진지원단, 마을사업전문가 교육/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선정 및 자치구 배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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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내용 및 예산지원
1) 추진내용

마을계획은 참여를 원하는 개인 100여명 이상이 모여 동(洞)에서 필요한 과
제를 찾고 실행계획을 세운 후,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찾아 스스로 실행
하는 사업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계획
이 필요한데 관련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마을계획 세부 추진내용>
구분

내용

대략 기간

지원체계 만들기

마을계획을 위한 기초조사 및 민관 체계 구성

2개월

주민역량 모으기

마을계획단 모집, 교육, 발대식 등의 활동

2개월

마을계획 세우기

마을의 주요 의제 발굴을 위한 마을계획단 활동

5개월

마을계획 결정하기

마을계획을 확대된 주민과 공유하기 위한 활동

1개월

마을계획 실천하기

발굴된 의제실행을 위한 주민체계 구성

6개월

마을계획 성찰하기

과정 돌아보기 활동

1개월


한편, 상기마을계획 추진과정은 자치구 및 동의 특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
도록 되어 있는 바, 마을계획을 추진하는 일부 동에서는 필요에 따라 추진
과정 순서와 내용을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변경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준비위원회 구성의 경우, 동 주민센터(행정) 중심의 마을계획단 구성을 방
지하기 위해 주민리더 중심의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권고하나, 준비위
원회가 이후 마을계획단 구성의 개방성과 확대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
경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함
– 마을계획단 구성방식의 경우, 마을계획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단장, 운영
위원회, 간사(1명)를 둘 수 있도록 권고하나, 권한이 일부 주민에게 집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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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간사(00명), 분과위원장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운영
되는 경우도 발생함
– 마을계획 수립의 경우, 비전 → 부분 → 실행계획 순서로 마을계획을 수립
하는 것을 권고하나, 필요에 따라 부분 → 실행 → 비전계획 수립 순서로
운영하는 경우도 발생됨
– 마을총회 진행의 경우, 의제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 주민전체 숙의과정, 주민홍보 등에 집중하여 총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됨
– 마을계획 실행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을 주요 실행예산으로 활용도록 권고
하나, 자치구 자체예산 책정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 주민참여예산
을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됨

2) 예산지원
마을계획사업은 서울시가 발의하고, 희망하는 자치구가 참여하는 구조임.
예산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교부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마을사업전문가 인건
비의 25%를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고, 전액 서울시 교부금으로 진행하고 있
음. 1개동, 18개월을 기준으로,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음
<동별 예산편성 현황>
구분

내용

집행주체

예산

마을계획
활동지원

회의, 워크숍, 총회, 교육 등

동주민센터

30,000천원

마을계획
실행지원

실행체계 지원

마을계획단

7,500천원

마을계획
촉진자

촉진자 활동비

구 추진지원단, 구 마을부서

15,600천원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

구마을부서

1인 인건비
- 서울시: 75%
- 자치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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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단계 마을계획 의제현황

작년 2016년 12월말로 찾동 마을계획 의제가 확정된 1단계 찾동 마을계획
추진동(총 4개 자치구 14개동)의 경우, 6개월간의 계획수립과정을 거쳐 생
활, 안전, 건강, 복지, 문화(예술), 교육, 육아, 공유, 경제, 생태, 소통(공간),
마을미디어, 환경미화, 도시인프라 등의 주제로 의제와 실행계획이 도출된
바 있음

마을계획 의제들은 단순하고 간단한 것부터 대규모의 예산과 자원이 필요한
것까지 규모와 내용이 다양하였으며, 각 의제는 주민이 직접 주도해서 실천
할 수 있는 주민주도형,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민관협력
형, 주민이 행정에 제안하는 방식을 통해 행정계획과 사업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주민제안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이 같은 의제는 마을총회를 통해 지역의 주민들과 공유되었고, 투표 등의
결정과정을 거쳐 확정된 의제들은 대다수의 경우 마을계획단 재정비를 통
해 적절한 실행주체와 예산을 확보하여 실제 실행되고 있는 바, 이 같이 확
정된 마을계획 의제현황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1) 의제주제

1단계 도출된 마을계획 의제들은 상당히 다양한 주제로 구분될 수 있는데,
크게 생활/안전, 건강/복지, 문화/역사, 교육/돌봄, 공유/경제, 자연/생태, 소
통/미디어, 인프라/미화 등 총 8개 대주제가 이에 해당됨

즉, 마을계획 의제는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일상생활과 연계되어 있는 거의
모든 주제를 망라하여 다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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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마을계획 의제주제 분류>
대주제(8)
생활/안전

건강/복지
문화/역사
교육/돌봄

공유/경제
자연/생태
소통/미디어

인프라/미화

소주제(14)

해당내용

생활

주차, 쓰레기, 악취, 흡연

안전

놀이터, 보행안전(통학로), 치안, 방재

건강

노인건강, 스포츠

복지

복지, 자원봉사, 사각지대 발굴

문화(예술)

문화, 예술, 축제, 역사

교육

교육, 청소년

육아

보육, 아동

공유

공유, 자원재활용, 벼룩시장

경제

지역경제, 수익창출

생태

환경보호, 생태학습

소통(공간)

세대/가족 통합, 갈등해소, 이웃교류, 다문화, 소통공간

마을미디어

마을신문, 라디오

환경미화
인프라

벽화, 화단 조성 및 식재, 가로 및 천변 정비
대중교통 체계, 정류장 개선, 공공 및 편의시설 신축


아래 표를 살펴보면, 동별 마을계획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분석한 결과
생활/안전 분야가 총 65건으로 전체에서 27.7%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
을 나타내고, 인프라/미화 분야가 총 44건으로 18.7%, 소통/미디어 분야가
총 35건 14.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상위로 나타난 3개 주제의 경우 특히 특정지역의 주민이나 구역을
넘어 동 전체와 관련된 보편적인 이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마
을계획이 높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음이 시사되는 대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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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마을계획 의제주제 현황>
구분

생활
안전

건강
복지

문화
역사

교육
돌봄

공유
경제

자연
생태

소통 인프라
미디어 미화

합계
건)

65

15

24

25

18

6

35

비율
(%)

27.7

6.4

10.2

10.6

7.7

2.6

14.9

기타

합계

44

3

235

18.7

1.3

100

2) 의제실행

마을총회 이후 동에 따라 내부논의에 따라 필요 의제를 추가한 경우가 있어
동별 마을계획 의제 수는 총 241건으로 마을총회 때보다 6건의 의제가 늘
어난 바 있음
– 아래 표를 살펴보면, 이 같은 전체 마을계획 의제 중 36건(14.9%)이 이미
추진완료가 되었고, 124건(51.5%)이 추진 중인 바, 향후 추진예정인 35건
(14.5%)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0% 이상이 추진되었거나 추진예정으로 매
우 높은 실행률을 보이고 있음
– 미추진 건의 경우, 총 46건(19.1%)인데, 대다수의 경우 예산확보가 되지 않
았거나 행정적으로 제약이 있어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파악됨
<1단계 마을계획 의제실행 현황>
구분
합계(%)
전체 평균

의제 수(건)
241(100%)
17.2

추진중(건)
124(51.5%)
8.9

추진완료(건)

미추진(건)

향후 추진(건)

36(14.9%)

46(19.1%)

35(14.5%)

2.6

3.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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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 실행방식

1단계 마을계획 의제를 실행방식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 주민주도형이 123
건으로 전체의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형
은 68건으로 28%, 주민제안형은 51건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이는 마을계획 의제가 주민요구를 행정계획과 사업에 반영하고 모니터링하
는 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해결하려는 욕구와 의지
가 담겨 있음이 일정부분 시사되는 대목임. 이와 더불어 마을계획을 실행하
기 위한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도 추정
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함
<1단계 마을계획 의제 실행방식 현황>
구분

주민주도(건/%)

민관협력(건/%)

주민제안(건/%)

합계(건/%)

합계(%)

123건(51%)

68건(28%)

51건(21%)

241건(100%)

전체 평균

8.8건

4.9건

3.6건

17.2건

4) 의제 실행재원

의제 실행재원 현황을 살펴보면 마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재원이 서울
시 지원금, 자치구 지원금, 주민참여예산, 자부담 등 다양한 재원임을 알 수
있음
전체 241건 의제 중 167건에 대한 실행재원이 확보되었으며, 그 비율은
69.3%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음
– 재원별 비율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약 14.5억(52.9%)으로 가장 높고,
서울시 지원금이 약 10.8억(39.4%)로 두 번째로 높으며, 자치구 지원금은
약 2.1억(7.7%), 자부담은 약 60만원(0.02%)을 차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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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을 포함한 의제 건수를 살펴보면 서울시 지원금이 64건으로 가장 높
고, 주민참여예산이 56건, 자치구 지원금이 50건, 자부담이 12건으로 그 뒤
를 잇고 있음

서울시 지원금의 경우 실행비로 마련되어 일괄적으로 교부된 동별 750만원
외에 마을활력소나 다른 지원금을 활용하여 의제 실행비를 마련한 경우가
존재하며, 자치구 지원금의 경우, 금천구가 3개동에 일괄적으로 2,500만원
을 지원한 가운데, 다른 3개 자치구가 동별 마을계획 의제에 따라 차등 지
원한 바 있음

주민 자부담의 경우 일부 동에서 자체 예산을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의제
수와 규모 면에서는 미약한 편인 바, 마을계획의 실행계획이 주민주도형이
50% 이상 차지하는 만큼 당사자들이 필요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추
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행정의 지원을 통해 보충하는 형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주민참여예산은 서울시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자치구 주민참여예산, 동 주
민참여예산이 골고루 활용되었음. 예컨대, 11개동에서 서울시 동지역회의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동별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배정받았고, 8개
동에서는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을 배정받기도 하였음. 또한 성북구의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동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여 약 2,000 ~ 3,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배정받아 실행비로 확보한 바 있음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그 취지상, 예산 편성과 결정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마을계획의 취지와 부합하므로 앞으로도 마을계
획을 실행하는 주요한 재원으로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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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마을계획 의제 실행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자부담
구분

합계(%)

서울시 지원금 자치구 지원금 주민참여예산

금액

의제
(건)

금액

의제

금액

의제

0.6
(0.02)

12

1,080.8
(39.4)

64

210.5
(7.7)

50

금액

의제

합계
금액

확보율
의제 (%)

1,450.5
2,742.1
56
167 69.3%
(52.9)
(100)

5. 1단계 마을계획의 문제점: 주민단체 및 주민리더간 갈등

실제 1단계 찾동 마을계획단 운영을 주요하게 견인하는 지원주체에게 마을
계획 운영의 가장 큰 어려움은 기존 주민단체에 소속된 주민과 마을계획단
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주민 간의 갈등이라 할 수 있음
– 서울시에서는 찾동 마을계획을 특정 단체가 주도하거나 유력 단체 대표들
의 협상장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주민은 개인자격으로
마을계획단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동 단위에서 마을계획단
이라는 새로운 주민모임이 구성될 경우 기존에 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주
민자치위원회나 직능단체 등의 주민단체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갈등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내외부적으로 제기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민단체와 주민리더의 경험은 존중되어야 하고,
주민의 지속적인 마을활동을 위해 마을계획단과 기존 주민리더 간의 관계
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서울시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있는 기존의 주민단체 참여 주민이나 지역활동가들이 마
을계획단 구성을 위한 협력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 하지만, 마을계획단과 기존 주민단체 및 주민리더 간의 갈등이 마을계획에
서 풀어야 하는 우선 과제로 여전히 손꼽힌 바 있는데, 이는 동 단위 마을
활동이 진행되는데 있어 마을계획단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주민주체
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마을계획 실행과 주민활동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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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파악됨
– 특히, 마을계획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회와의 관계형성과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주민단체 간 관계의 변화를 살펴
보고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마을계획의 실행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주민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리더 간 협력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다양한 주민리더 간의
갈등과 마을계획단 내부갈등은 적절한 시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원만한 해결이 어렵고 마을계획 실행에도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깊은 고
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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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시사점


앞서 언급된 新(신)개념 생활자치 적용가능 국내외 사례를 살펴보면, 생활자
치의 기본단위로 간주될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이 생활자치 구현에 우선적으
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인 가운데, 이 같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이 촉진되
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행정의 적절한 지원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음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법, 이에 기반을 둔 재단설립 및 기금설치, 공동체 활동에 도움을 줄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보완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 관
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체와 관련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앞서 살펴본 대부분의 지역공동체 경우, 주체 특히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은 지속가능
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 중앙정부 각각이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전담조직, 협의체, 자문단 등을 구성할 필요
도 있을 것으로 보임

단, 행정이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활동에 지원을 하되, 어느 정도로 개입을
하고 얼마만큼의 지원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됨
– 앞서 살펴본 사례의 경우, 지역공동체와 행정의 협력의 패턴이 다른데 이는
도시에 비해 농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체나 주체의 역량이나 지
식 등 공유자원이 빈약하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행정지원이 상황에 따라
상이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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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개요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생
활자치 기반 조성,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
이라는 3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하며, 각 목표들은 아래와 같은 관련 중
점과제 및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첫째, 탄탄한 생활자치 기반 조성은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 주민
자치회 제도개선, 주민센터 제도개선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재단 설립 및 기금 설치 검토, 읍면동 유사중복단체 통폐합 검토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경우, 생활밀착형 기능권한 확대 및 강화, 지역공동
체와의 협업체계 강화, 이･통장의 기능･업무와의 연계성 검토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센터 제도개선 경우, 고용, 안전, 인허가 등 주민접점기능 확대 및 강
화, 고용+복지센터와의 기능 연계 내지 통합 검토, 주민자치회 생활지치 기
능간의 일치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은 생활자치 참여 제고, 생활자치 실현 강
화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
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참여제고 경우, 생활자치 전 과정 온라인 참여플랫폼 마련, 생활
자치 관련 시민배심제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연계된 자원봉사 범위확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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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실현강화 경우,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보급, 생활자치 관
련 실천인재풀 마련, 생활자치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
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은 생활자치 역량강화, 생활자치 문
화확산, 생활자치 협력증진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
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역량강화의 경우, 생활자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상
근인력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
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문화확산의 경우, 생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생활자치 포
털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협력증진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생활자치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광역 지자체의 생활자치 실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앙정부의 생활자치 자
문단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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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추진과제별 실천방안

1.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
1)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기본법 제정 등으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함
–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
로써, 지역 내 다양한 목표를 갖는 많은 공동체들이 스스로 발전하여 성장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7개 정부부처12)에서 연 1조 2천여억원 규모로 20여개 유사사업
이 추진됨에 따라 발생되는 정책의 비효율성 역시 기본법 제정 등으로 인
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시 현황>
(2015년 기준)

부처
행자부
(5개/304억)

근거법령
접경지역지원특별법/전자정부법

주요사업
도서･접경지역 지원사업, 마을기업,
마을공방, 정보화마을, 희망마을

일반농산어촌개발, 체험휴양마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신규마을 조성, 농어촌 취약지역
(4개/9,055억)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생활여건 개조 사업
국토부
(3개/1,042억)
고용노동부
(944억)

도시재생특별법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사회적기업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법
(220억)
환경부
(196억)
해양수산부
(3억)

생활문화 공동체 만들기,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생활문화센터 지원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우수마을

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어촌특화발전역량강화

12) 행정자치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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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수행의 체계성 부족 등의 문제도 상당
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됨13)
<그림 21>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13) 중앙정부 개별 부처에서는 부처 차원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원을 지자체에 지
원함. 이 경우, 지자체에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 중앙정부
개별 부처의 업무 파트너인 지자체 내 주무 부서에서 재원을 수령하여 집행하는데 이 과정에
서 지자체 각 부서가 중앙정부에서 받은 사업 간의 연계성･차별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없이
사업지원금을 집행하여 유사한 사업이 인근마을에 밀집되어 비효율을 초래한 사례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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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재단 설립 및 기금 설치 검토

지역재단을 설립하고 이 같은 지역재단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활성화와 이
와 관련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예컨대, 민간주도 지역재단을 통해 공동체 활동재원을 마련하여 지역 내 공동
체 단체 및 활동가를 지원하고 지역현안의 자발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실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업무를 일정부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한
국지역진흥재단으로 하여금 지역재단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일견 가
장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편 지역기금의 경우, 지역공동체의 주민 또는 지역공동체 조직이 적립한
기금, 지역재단의 수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등과 같은 재원으
로 조성될 필요가 있음

3) 읍면동 유사중복단체 통폐합 유도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받음에도 불구하고, 시대변화와 함께 기능은 상실한 채, 단순히 친목모
임수준에 머물고 있는 읍면동 단위에서의 유사중복단체들로 하여금 통폐합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 내 실제로 활동하는 공동체들에게 실질적인 지
원이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음(곽현근, 2015, 2016)
– 이들 단체 대부분은 각종 관주도 행사에 동원되는 등 정부필요에 의해 도
입된 바, 주민참여가 저조한 현실에서 행정과 협조하여 지역의 힘든 일들을
수행해왔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을 갖고 있음(곽현근, 2015, 2016)
– 하지만, 이들 단체 상당수가 시대변화와 함께 기능을 상실한 채 친목모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재정지원을 받거나 정치적 동원의
대상이 되는 등 부정적 측면 역시 일정부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임(곽현근,
20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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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민주적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의 불합리성을 시정
하기 위해 이 같은 단체들에 대한 적실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함
– 결국, 이들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내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유사 공동체에
흡수통합토록 유도하거나, 본 연구의 생활자치 핵심모형으로 간주되는 지
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 하위분과위원회에 통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곽현근, 2015, 2016)

2.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1) 생활밀착형 기능권한 확대 및 강화

현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경우, 일부 위탁기능을 제외하면 주민자치 사
업 중 일부를 의결･집행하는 주민자치 기능과 읍면동 사업 중 주민화합 및
발전 관련 일부사업에 대한 협의･심의(자문) 기능 등을 갖고 있음
– 구체적으로 의결･집행하는 주민자치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마을강좌-인문학
강의, 마을사업-마을만들기, 마을행사-마을축제 등이고, 협의･심의(자문) 대
상사업을 살펴보면 읍면동 발전계획, 지역발전계획 수립, 지역공동체 특성
화 사업 등임을 알 수 있음(김필두･류영아, 2015)

한편 이 같은 주민자치회 기능권한에 대한 제한성으로 실상 주민자치회가
생활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시키는데 그 제도적 한계를 일정부분 보이는
바, 본 연구가 도출한 생활자치 적용분야, 예컨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기능권한을 확대하고 강화시키는 방향
으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2) 지역공동체와의 협업체계 강화

지자체의 소위, 공식적인 근린조직으로 간주되는 주민자치회와 생활자치의
자생적 기초단위로 간주될 지역공동체간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생활자치
의 실질적인 구현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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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공동체만으로 생활자치를 적실성 있게 구현하기에는 한국지방자치의
현실상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어려움들이 수반됨
∙ 지역 내 공동체가 다양한 만큼 공동체 목표 또한 다양한 가운데, 이 같은
공동체들이 지역 내 생활자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어떤 구심점 없이
함께 해결해 내기가 용이하지는 않음
∙ 게다가, 설령 특정 공동체가 생활자치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구심점 없
이 해결하려고 하더라도, 지역공동체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충분한 인력과
재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바, 정부지원 없이 독자적으로는 그 같은 여
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임

<그림 22> 주민자치회와 지역공동체간의 관계

– 이 같은 맥락에서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함께 의사결정과 서비스전달을 논
의하는 것이 용이한 접점인 주민자치회에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협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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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를 작동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 결국, 지역공동체 주민대표를 통한 참여가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는 의미에
서 다양한 지역공동체 주민대표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하위분과위원회의 주
민대표로 참여토록 하는 것임

3) 이･통장의 기능･업무와의 연계성 검토

현재 생활자치 구현에 대해 그다지 성과를 못 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민자
치회에 기존 이･통장 기능에 자치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여 연계시킴으로써,
본 연구의 생활자치 핵심모형인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로 하
여금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모함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센터와 병렬적으로 존재하면
서 상호 협의하는 협력형 모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민자치회 모델
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음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협력형 모형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기
능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고 자치기능도 미흡 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생활자치 구현에 대해 성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구성된 주민자치회와 이･통장 제도의 결
합을 통해 이･통장이 자치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행정의 파트너로 역할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현재 시범운영중인 협력형 주민자치회 모형을 절충형 주민자치회 모
형으로 변경하면서 그 모형 하에서 이･통장으로 하여금 읍면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를 매개하는 연계 고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생활자치를 구현하는데 큰 도움을 제공받
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지역여건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의 특성을 고려한 연계모델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농촌지역에서 절충형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무엇보다 지역 대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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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장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 전통적으로 이장의 역할이 지역의 대표로 자리매김하였고, 농촌인구가 줄
어든 오늘날에도 긴급한 재난･재해의 연락업무 등 이장의 마을 대표로서의
역할은 유지되고 있음
– 주민자치회와 이장제도를 연계하는 경우 이장의 대표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주민투표나 주민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이장이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
한 바, 이장은 읍면 주민자치회 당연직 위원이 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위
임받아 각 리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리 대표로서 이장의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
치회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서 리 사무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형태임
<예시> 농촌지역 절충형 제도
자치단체

읍면 주민자치회
보고 ↑
읍면 주민센터

협의
→
←

↓ 위임

이장

행정
보조

3. 주민센터 제도개선
1) 고용･안전･인허가 등 주민접점기능 확대 및 강화

현재 읍면동 주민센터의 경우, 기존 일반행정 중심의 기능에 보건복지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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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중인 복지허브화 사업으로 복지기능이 특히 대폭 강화되어 있는 실정
임. 이 같은 상황 하에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현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
은 주민접점기능 중심으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즉, 복지기능이 강화된 현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용, 안전, 인허가 등 주민접
점기능으로 인식되는 기능들이 추가되면, 주민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의
기능적 역할이 보다 강화되어 생활자치가 구현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으로 판단됨

2) 고용 + 복지센터와의 기능 연계 내지 통합 검토

상기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말미암아 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 인허가
등과 같은 주민접점기능이 확대 및 강화된 읍면동 주민센터 기능에 지역별
로 거의 존재하는 고용･복지센터의 관련된 기능을 또한 연계 내지 통합함
으로써, 주민센터의 생활밀착형 기능이 보다 강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유사중복기능도 제거되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주민자치회 생활자치 기능간의 일치

상기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복지뿐만 아니라, 고용, 안전, 인허가 등과 같은
주민접점기능이 확대 및 강화된 주민센터 기능에 본 연구가 제안한 생활자
치 적용분야 중 교육, 환경, 문화 기능까지를 포함함으로써, 주민센터와 밀
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권한을 생활밀착형 기능권한으로 확대
내지 강화시키는 제도적 보완과 궤를 같이하도록 하여 주민센터로 하여금
보다 생활자치를 구현시키는데 효율적으로 기능토록 할 수 있음
– 앞서 주민자치회 제도개선을 위해 기존 주민자치회 기능에 확대 내지 강화
가 필요할 것으로 본 연구가 제안한 생활자치 적용분야, 즉 복지, 교육, 안
전, 환경, 경제, 문화 중 주민센터의 기존 기능 내지 본 연구가 확대 내지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기능들, 즉 교육,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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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문화 기능들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에 추가된다면, 보다 생활자치
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주민센터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는 주민자치회 기능권한을 본 연구
가 도출한 생활자치 적용분야, 예컨대,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밀착형 기능권한으로 확대 내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과 궤를 같이함

4. 생활자치 참여 제고
1) 생활자치 전과정 온라인 참여플랫폼 마련

기존에 주민참여방식이 오프라인(offline) 형태로 주로 제공되는 바, 주민참
여 제고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음을 감안할 때, 생활자치 전 과정
에 대한 온라인(online) 참여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
안의 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적극적인
풀뿌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함
– 사회구조 변화, 시민의식 향상에 따라 주민참여요구가 실질적으로 증가함
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주민참여방식이 오프라인 형태로 주로 제공되는 바,
주민참여 제고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음
–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히 생활자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참여
플랫폼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결정에 대해 보다 많은 주
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할 수 있음(ex, 행안부･권익위 국민생각함 등)
– 특히, 모바일(mobile)에 기반을 두고 주민의견수렴 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의 결정에 대해 주민들이 스마
트폰(smart phone)을 활용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
안이 제공될 수 있음(ex, 서울시 M-Voting). 즉, 전자주민투표제 도입을 적
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시적 주민참여의 기반
을 조성하는데 매우 유용한 방안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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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자치 관련 시민배심제 도입 검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집단민원 사안에 대해 주민참
여하에 공개 토론･평결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심
제도를 생활자치 관련된 갈등사안에도 도입 및 적용함으로써, 적극적･심층
적 주민참여 욕구의 효율적인 반영기제가 마련될 수 있음
– 현 한국사회의 주민자치는 적극적･심층적 주민참여 욕구의 효율적 반영기
제가 부족한 가운데,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집단민원 사안에 대한 주민갈등
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장기간 미해결 상태인 집단민원 사
안에 대해 주민참여하에 공개 토론･평결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는 배심제도
를 시행 중에 있는 바, 생활자치 관련된 갈등사안에 있어서도 일반주민이
참여하여 공개토론･숙의･평결 등을 거쳐 갈등을 해소하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통해 생활자치에 기반을 둔 풀뿌리 심의(deliberate) 민주주의 기반이 마
련됨으로써, 적극적･심층적 주민참여 욕구의 효율적 반영기제 또한 마련되어
지역･마을의 일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생활자치가 적실히 구현될 수 있음
– 배심제도의 절차순서는 배심신청 → 주민 중 배심원 구성 → 배심회의를 통
해 의견청취･심의 → 판정의 순서임

배심 신청

배심원 구성

주민이 신청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에서
주민 중에서
수용 여부 심의 ▶
적정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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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 회의

판정

전문가･관계자의견
평결･공표
청취, 현장점검
행정기관 및
▶ 배심원 회의를
▶ 당사자에 통보
통해 의견교환
행정청은 결정
내용 반영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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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자치와 연계된 자원봉사 범위확대

현 자원봉사의 범위를 읍면동 생활자치와 관련된 범위까지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봉사실적을 인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이 속한 지역
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킬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많은 주민들의 생활
자치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음
– 현 자원봉사의 공간적 범위가 대략 기초 지자체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
인 바, 이를 생활자치의 구현이 용이한 읍면동 수준까지 내림으로써, 자원
봉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기회를
갖도록 함
– 이는 읍면동 생활자치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 청소년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는 경우, 예비 지역리더를 양육한다는 의미도 상당히 있음
– 이를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홈페이지와 지역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연계
하여 생활자치 관련 자원봉사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됨

5. 생활자치 실천 강화
1)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보급

생활자치와 관련된 적실한 실천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전
국 기초 지자체와 읍면동에 보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자치 구현을 도모
하는데 도움을 제공함
– 생활자치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성장기반 지원, 주민자
치회 및 주민센터 제도개선, 중간지원조직 활용,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생활자치 관련 사업이 순차적으로 혹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와 관련된 적실한 실천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를 전국 기초 지자체와 읍면동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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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매년 전국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실천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전국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통보
된 생활자치 사업추진 시 도출되는 다양한 문제점 등을 다음해를 위한 실
천매뉴얼 내지 가이드라인에 보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 같은 환류과정은 보다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전국적으로 구현하는데 커
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2) 생활자치 관련 실천인재풀 마련

생활자치와 관련된 실천인재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읍면
동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필요한 인적자원이 선제적으로 확보되어 생
활자치실천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해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적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특히 도시생활에 기반을 둔 동단위보다 상대적으로 읍면의
인적자원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열약한 실정임
–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앞서 논의한 바 있는 생활자치와 연계된 자원봉사 범
위확대의 경우, 양적인 인적자원의 확충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지만, 질적인 인적자원의 확충, 소위 다양한 생활자치 분야에 전문성을 갖
춘 이들의 참여는 여전히 담보될 수 없음
– 이 같은 질적인 인적자원의 확충을 위해 평상시에 읍면동에서 필요한 인재
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특히, 도시생활에 기반을 둔 동단위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단위에서 이 같은 인재풀이 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 같이 마련된 인재풀 인재의 경우,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각종 생활자치
분과위원회의 직접적인 위원으로 위촉될 수도 있고 혹은 자문위원으로 위
촉될 수도 있는 바, 실질적인 생활자치에 대한 주민참여수준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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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자치 중간지원조직 활용

중간지원조직은 주민자치회를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주민조직화 사업을 측
면지원하고, 사업예산을 제공하는 정부와의 사이에서 사업진행을 모니터링
하고 조율하는 연결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생활자치 구현에 도움을 제공함
– 중간지원조직의 많은 참여인사들은 풀뿌리운동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인 가
운데, 공동체의식수준이 일반적으로 낮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대를 만들
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이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방식의
효율적 업무처리에 익숙한 행정부서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 역시 용이
하지 않음
– 하지만 중간지원조직이 갖는 사회변혁논리와 열정, 경험을 소중한 사회적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관점에서 주민, 행정과 중간지원조직의 견실한 파트
너쉽 형성이야말로 생활자치를 견인하는 주요 전략이 될 수 있음

이 같은 중간지원조직이 효과적으로 제도화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대략 3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민간조직으로서 공공영역의 지원을 받되 운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는 자율성의 원칙, 둘째, 법적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지원을 통해
안정적 활동을 보장하는 지속성의 원칙, 마지막, 특정부서가 아니라 지역공
동체 관련 모든 부서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성의 원칙이 이에 해당
됨(정규호, 2012)

6. 생활자치 역량 강화
1) 생활자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생활자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시
스템의 개발과 학습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지방공무원의
생활자치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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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수준의 주민역량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주민역량 형성 또는 강화수단을 제도설계에 반영해야 함. 특히, 참여공간을
여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과 공무원들이 새로운 공간에서의 의미 있는 상호
작용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정보, 지식을 제공해줄 수 있는 교육･훈련시스
템의 개발과 학습지원시스템이 요구됨
– 우선, 주민 편에서 살펴보면,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시스템이 구
축되어야 함. 주민자치위원들은 지방정부와의 숙의과정에 참여함에 따라
생활자치의 법적 권리, 절차, 역할 및 책임에 대한 지식, 협상과 갈등해결의
기술 등을 필요로 하며,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보고
하는 방법 또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리더십을 실천하는 방법과 같은 리더
십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임
– 이 같은 교육･훈련의 필요성은 주민 편에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관점에서
도 필요함. 이 같은 맥락에서 지방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주민들의 생
활자치 역량형성을 위한 촉진자･촉매자･협력자 역할로 요약될 수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을 관여시키고, 지역공동체 리더를 지원하며, 갈등조정과 네
트워킹을 하는 역할이 이에 해당됨

2) 주민자치회 상근인력 도입 검토

현재 생활자치 구현에 대해 그다지 성과를 못 내는 것으로 생각되는 주민자
치회에 소수의 상근인력(1-2명)을 투입함으로써, 본 연구의 생활자치 핵심
모형인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로 하여금 실질적인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모함
– 현재 시범운영 중인 주민자치회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바,
이에 대한 원인들 중의 하나로 종종 논의되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업
무만을 신속히 그리고 원만히 담당할 상근인력의 부족임
– 상기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주민자치회에 관한 업무만을 신속히 그리고
원만히 담당할 상근인력의 도입은 생활자치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간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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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상근인력의 도입이 인건비를 수반하기에, 현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이에 앞서 논의하였듯이 현 자원봉사의 범위를 읍면동 생활자치와 관련된
범위까지 확대함으로써, 본인이 속한 지역에 봉사하게 될 자원봉사자들이
이 같은 주민자치회 상근인력으로 가능한 기간 동안 봉사하도록 유도하거
나 현 지자체 공무직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속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상근인력으로 투입되도록 허용된다면 상근인력
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비용에 대한 염려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기대됨

3) 생활자치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생활자치 역량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생활자치수준을 진단함으
로써,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적실한 정책방향의 수립 및 추진이 가능한 바,
이는 지역의 생활자치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의 수립 및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별 생
활자치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생활자치의 제반
여건의 현황과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른 정책대안을 수립
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생활자치 역량지표의 개발과 진단은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발굴
형 지표의 성격도 겸비하고 있는 바, 생활자치 역량지표가 지역별 생활자치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과제도출을 통한 생활자치의 구현이라는 추상
적 목표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음
– 이 같은 생활자치 역량지표가 마련되면, 매년 전국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한편 향후
전국 기초 지자체 담당자들로부터 제기된 지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 등
을 다음해를 위해 지표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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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자치 문화 확산
1) 생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가칭 생활자치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해 우수한 생활자치 사례들을 발굴 및
전파하는 가운데, 현장 활동가의 경험공유가 가능한 다양한 주제토론을 통
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생활자치에 대한 현실적인 대
안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된다면, 생활자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
로 기대됨
– 많은 이들이 행사에 참여토록 하고 이들에게 생활자치에 관련된 다양하고
적실한 의견을 펼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등 생활자치에 대해 관심이 높거
나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이들간의 상호 교류를 활성화시킨다면, 생활자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예컨대, 가칭 생활자치 한마당 축제 등을 통해 우수한 생활자치 사례들을
발굴하고 전국으로 전파함으로써, 생활자치 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우수한 생활자치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생
활자치 구현의 성공요인을 향후 생활자치 정책의 기본방향에 반영함으로
써, 바람직한 생활자치 정책의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예시> 주민자치위원회 화합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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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자치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향후 생활자치의 중심에 있을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를 생활자치라는 큰 틀
에서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고 한 곳으로 상호 연계하는 포털사이트 및 모바
일을 구축하는 경우, 생활자치정보에 대한 시민접근성이 크게 제고되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자치 전반에 대한 홍보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생
활자치 문화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 특정주제에 대한 기존 홍보방식이 오프라인 형태로 주로 제공되는 가운데,
기껏해야 관련 사이트에 한정하여 홍보내용을 공지하는 수준인 바, 홍보효
과에 있어서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음
– 이를 감안할 때, 생활자치의 중심에 있을 전국 읍면동 홈페이지를 생활자치
라는 큰 틀에서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고 한 곳으로 상호 연계하는 포털사
이트 및 모바일을 구축하는 것은 상기와 같은 한정된 홍보효과를 뛰어 넘
는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앞서 생활자치 참여제고와 관련하여 생활자치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참여플랫폼(모바일 형태 포함)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 읍면동 홈페
이지를 생활자치라는 큰 틀에서 내용과 형식을 개편하고 한 곳으로 상호
연계하는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과도 통합 내지 연계시키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8. 생활자치 협력 증진
1) (기초) 생활자치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기초 지자체 조직에 권역별 생활자치 전담조직이 신설되는 경우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적실한 생활자치 관련 정책집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활자
치의 중심에 있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읍면동과의 협력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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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생활자치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할 것으로 파악되는 기초 지자체의 주
민자치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가 갖고 있는 예산과 인력의 한
계로 말미암아 고유한 자치관련 업무는 전체사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임
– 생활자치가 지방의 민주화와 혁신을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면, 그 위상에 맞
게 생활자치에 대한 사안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이에 관한 기초 지자체의 전담조직이 자연스럽게 신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생활자치 관련 업무가 특정사업에 국한되는 단일한 성격의 업무가
아닌,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소위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이 같은 업무특성으로 말미암아 현 기초 지자체의 기능별 조직으로는 생활
자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판
단되는 가운데, 지역에 대응하는 권역별 전담조직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이
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됨
<예시> 구청행정의 미래상(서초구청)

출처: 김찬동(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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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권역별 생활자치 전담조직(서초구청)

출처: 김찬동(2015)

2) (광역) 생활자치 실천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초 지자체가 권역별 생활자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생활자치의 중심에
있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읍면동과의 생활자치 협력증진에 기여한다면,
광역 지자체는 생활자치 실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기초 지자체와
의 생활자치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음
–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의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협력을 위하여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와 함께 생활자치 실천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함
– 이 같은 생활자치 실천협의체 통해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
진 및 공동 노력, 생활밀착형 생활자치 사업 및 정책 발굴, 생활자치 사업
의 실질적 지원, 생활자치 확산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공청회, 토론회
추진 등의 기능이 수행됨으로써, 기초 지자체와의 생활자치 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실천협의체는 연간 정례적으로 몇 번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규정화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도 가능토록 하며, 실천협의회 운영지원
을 위한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협의회 안건 사전 조정 및 검토, 협
의회 운영 지원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여 실천협의체가 효율적으로 운영
되도록 조력토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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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 생활자치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기초 지자체가 권역별 생활자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그리고 광역 지자체
는 생활자치 실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적실한 생활자치 구현에 기
여하려고 한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자치 기본정책 수립,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생활자치 포털사이트 및 모바
일 구축, 생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생활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조
성하는데 우선적인 지원을 하고, 이후 살아 숨 쉬는 지속가능한 생활자치를
구축하는데 또한 전력을 다해 지원하여야 할 것임
– 앞서 기초 지자체가 권역별 생활자치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그리고 광역
지자체는 생활자치 실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적실한 생활자치 구
현에 기여할 것으로 논의됨
–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활자치 기본정책 수립,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생활자치 포털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생
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등 우선 생활자치 기반을 탄탄하게 조성하
고 난 뒤, 살아 숨 쉬고 지속가능한 생활자치가 구현되도록 인적 및 물적으
로 지원하여야 할 것임
– 하지만, 이 같은 일련의 사업은 생활자치의 본래 취지인 자생 및 자발의 가
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정책추진단의 성격이 아닌 자문단의 형태로 적실한 생활자치 구
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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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결론

연구요약


본 연구는 주민행복을 위해 제시된 지방자치의 새로운 paradigm, 즉 생활자
치를 적실히 구현하기 위해 관련 추진과제와 각 추진과제별 실천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분석틀>
생활자치 전반
이론적･제도적 고찰

사례 고찰

‣ 선행연구 고찰
‣ 유사개념 고찰
‣ 관련정책 고찰

▷

‣ 국내사례 고찰
‣ 국외사례 고찰

생활자치 기본구상

▷

‣ 문헌고찰 토대
‣ 사례고찰 토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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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우선, 생활자치에 대해 사전적인 개념정의, 선행연구 검토, 유사
개념과의 비교 등 이론적인 고찰을 수행하는 가운데, 기존 관련 정책들을
검토하는 제도적 고찰도 수행한 바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전적인 개념정의 및 대부분의 선행연구 개념을 살펴보면, 소위, 주민자
치, 근린자치, 주민참여, 지역공동체, 협력적 거버넌스 등과 같은 기존 유사
개념과 그리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이론적 측면에서의 생활자치의 경우
소위, 개념적 모호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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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생활자치에 대해 관련 제도(정책)을 살펴보면, 직관적으로도 생활자치
에 기반을 둔 제도(정책)라기보다 실상 기존 지방자치에 대한 일반적인 제
도(정책)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제도적 측면에서의 생활자치의 경우 소위,
정책적 비정합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생활자치와 유사개념간의 관계>


한편 상기에서 생활자치에 대해 개념적으로 모호하며, 정책적으로도 부합되
지 않는 것으로 고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한국사회가 직면한 시대적 변
화들(저출산 및 고령화, 이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등 인구구조변화, 4차 산업
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 세대, 지역, 외국인 및 탈북 이주민 등과 관련된
사회갈등심화)에 대해 국가적 운영원리의 큰 틀인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은 이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新(신)개념 생활자
치의 구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 지역경제의 쇠퇴, 생활취약
지역의 증가, 생활안정성의 저하 등에 대해서 주민주도의 민관 거버넌스 공
급방식의 생활자치는 지자체 행정비용의 급증을 완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생활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 생활자치 복지기능의 활성화, 시설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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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자율방범 등과 같은 생활자치 안전기능의 활성화 각각이 지역경제
쇠퇴, 생활취약지역증가, 생활안정성저하 등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산업구조변화로 말미암아 전통적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는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
을기업, 지역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
자치 경제기능의 활성화가 이에 대해 매우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 게다가, 사회갈등심화에 대해서도 지역공동체간의 교류 활성화 및 갈등관
리위원회 역할수행의 경우에도 본 연구가 생활자치 핵심모형으로 제시하는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를 통해 적절히 대처될 수 있다는 것임

<생활자치에 관한 정책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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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개념적 모호성과 정책적 비정합성으로 특징짓는 기존 생활
자치가 주민행복이 적실하게 구현되도록 하기 위해 기존 생활자치 개념을
새롭게 개념화한 소위, 新(신)개념 생활자치에 대한 기본구상을 다음과 같
은 3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음
– 첫째, 규모･공간적 측면에서 한국지방자치 현실상 생활자치 규모는 생활자
치의 자생적 기초단위인 다양한 지역공동체가 읍면동 행정구역에 기반을
둔 주민자치회와 연계되어 협업기제가 작동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읍면동 규모 정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임
– 둘째, 행정･기능적 측면에서는 대략 복지, 교육, 안전, 환경, 경제, 문화 등
6개 분야 정도가 생활자치의 적절한 행정･기능분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임
<행정･기능별 분야 정리>
분야

지방자치법 제9조

미국식 주민자치

한국의 아파트 공동체

복지

∙ 주민의 복지증진

∙ 보육, 구제

교육

∙ 교육의 진흥

∙ 교육

∙ 교육

안전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 경찰, 소방

∙ 방범

환경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 설치･관리

∙ 상하수도, 도로와 공원,
토지이용

∙ 청소, 단지의 가로
정비와 조경

경제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

문화

∙ 체육･문화･예술의 진흥

∙ 레크레이션(오락)

∙ 체육･문화･교양

– 마지막, 정치･혁신적 측면에서는 생활자치를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조직화
를 통해 의제를 발굴 및 해결해나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정부가 마련한 공
식제도에 지역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가 참여하면서 지신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제들에 대해 집합적인 의사결정과 서비스생산행위에 관여
하는 개념으로 구상한다는 것임. 이는 생활자치를 단순히 일상생활의 불편
한 점을 해소하거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사회
적 연대와 행위주체성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구상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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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에 관한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회와의 관계>

출처: 곽현근(2015)


한편, 이 같은 新(신)개념 생활자치 구상의 관점에서 적용가능 사례들을 통
해 도출된 시사점은 생활자치의 기본단위로 간주될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이
생활자치 구현에 우선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공요인인 가운데, 이 같은 지역
공동체의 자발성이 촉진되는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행정의 적절한 지원
역시 중요한 성공요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임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밑거름으로 지역공동체 관련
기본법, 이에 기반을 둔 재단설립 및 기금설치, 공동체 활동에 도움을 줄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실질적인 중간지원조직 지원 등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 또한 보완적으로 생활자치 구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체 관
련된 전반적인 교육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 공동체와 관련된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초, 광역, 중앙 각각이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
구현에 대한 지원협력을 위해 전담조직, 협의체, 자문단 등이 구성될 필요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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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新(신)개념 생활자치 기본구상과 관련 적용가능 사례들을 통해 도출된
시사점 모두를 고려하여, 생활자치에 정책적으로 부합되는 추진과제 및 실
천방안을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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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제언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의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생
활자치 기반 조성,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
이라는 3가지 목표들이 달성되어야 하며, 각 목표들은 아래와 같은 관련 중
점과제 및 실천방안을 통해 구체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첫째, 탄탄한 생활자치 기반 조성은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 주민
자치회 제도개선, 주민센터 제도개선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
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지역공동체 내발전 성장기반 지원의 경우,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추진, 지역재단 설립 및 기금 설치 검토, 읍면동 유사중복단체 통폐합 검토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자치회 제도개선 경우, 생활밀착형 기능권한 확대 및 강화, 지역공동
체와의 협업체계 강화, 이･통장의 기능･업무와의 연계성 검토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주민센터 제도개선 경우, 고용, 안전, 인허가 등 주민접점기능 확대 및 강화,
고용+복지센터와의 기능 연계 내지 통합 검토, 주민자치회 생활지치 기능간
의 일치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둘째, 살아 숨 쉬는 생활자치 구축은 생활자치 참여 제고, 생활자치 실현 강
화 등과 같은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제
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참여제고 경우, 생활자치 전 과정 온라인 참여플랫폼 마련, 생활
자치 관련 시민배심제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연계된 자원봉사 범위확대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실현강화 경우, 생활자치 실천매뉴얼 마련 및 보급, 생활자치 관
련 실천인재풀 마련, 생활자치 중간지원조직 활용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
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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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비전, 목표, 추진과제 및 실천방안>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자치 구현은 생활자치 역량강화, 생활자치 문
화확산, 생활자치 협력증진 등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각 중점과
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음
– 생활자치 역량강화의 경우, 생활자치 교육훈련시스템 구축, 주민자치회 상
근인력 도입 검토, 생활자치 역량지표 개발 및 진단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
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 생활자치 문화확산의 경우, 생활자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생활자치 포
털사이트 및 모바일 구축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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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자치 협력증진의 경우, 기초 지자체의 생활자치 권역별 전담조직 신설,
광역 지자체의 생활자치 실천협의체 구성 및 운영, 중앙정부의 생활자치 자
문단 구성 및 운영 등과 같은 실천방안 추진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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