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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안적 대항력 형성 동학 :
서울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30

김도형 이나경 김지호 임기홍 이원동 김의영*ㆍ ㆍ ㆍ ㆍ ㆍ

논문요약

협력적 거버넌스에 한 관심이 부상하면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인 시민사회에 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관 에 집중된 권력적 이점을 상쇄하는 항력 을 키우는. ( ) ‘ ’官

것은 권력균형과 이를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민주성 제고에 기여한다 거버넌스에서의 항력을.

논의한 펑과 라이트 는 적 적 항력과 협력적 항력을 이분법적으로 구(Fung and Wright 2003)

분하고 협력적 항력만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협력적 성격만을 지닌.

항력은 민 이 관에 포섭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보여주기식 협력으로 변질될 위험이( )民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두 항력 사이에 형성되는 적절한 균형점인 안적 항력 이 협력적. ‘ ’

거버넌스에서의 진정한 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를 사례로 제시하여 협력.

과 견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안적 항력으로의 발전과정을 역사적 맥락 속에서 모색하였고 공론,

장 풀뿌리 네트워크 재정적 기반을 바탕으로 구축되어 기존 시민사회 조직과는 구분되는 지속가능, ,

한 연 로서 조직이 지니는 함의를 분석하였다 이 사례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예시적 사례로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제어: 협력적 거버넌스 안적 항력 연 시민 역량 지역 민주주의, , , ,

교신저자*
본 논문은 년 학기에 개설된 정치외교학부 전공과목인 시민정치론 수업을 들은 학부생 명 김도형 이나경 김지호** 2016 2 ‘ ’ 3 ( , , )

그리고 학원생 조교 명 임기홍과 이원동 과 함께 수행한 참여관찰 및 심층사례 연구 결과다 이 사례 외에도 명의 학생들은2 ( ) . 33
필자와 함께 지역참여학습 방법을 통하여 총 개의 관악구 시민정치 사례를 분석하였고(CBL: Community-Based Learning) 6 ,
지금까지 총 편의 학술논문을 출판하였다 관악구 시민정치에 한 사례 분석과 지표 분석 그리고 관악구 주민과 구청공무원들5 .
의 글과 코멘트를 묶어 관악 의 시민정치 서울 생과 주민이 참여 관찰한 관악구의 시민정치 가제 로 출판될 예정이다( ) : ( ) .冠岳 

초고에 하여 귀한 코멘트를 제공해 준 익명의 심사자 분들께 감사한다 이러한 방법에 기초한 시민정치 교육 연구 실*** . CBL ㆍ ㆍ

천 프로젝트에 뜻을 같이하는 정치학자들의 모임 일명 진진 모임 의 동지 여러분들의 격려와 지원에 해서도 감사한, ‘ ( ) ’津津

다 이 수업 프로젝트는 서울 학교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서울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로부터 일부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 .
https://doi.org/10.18854/kpsr.2017.5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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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Ⅰ

본 논문은 협력적 거버넌스 의 실현에 있어 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collaborative governance) ( ) ,官

노력보다 민간 부문의 항력 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고 서울시 관악구의‘ (countervailing power)’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통해 항력이 지역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제고시키는 데 긍정적인“ ”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관악구는 서울시 자치구 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을 수상할.

정도로 민관협치 부문의 성과에 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 이면에는 민 과 관 사이에 갈, ( ) ( )民 官

등이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온 역사적 배경이 있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어. ,

려운 역사적 맥락과 조건들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 시민사회의 노력과 전략에 주목할 필요

가 있는 것이다.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는 관악구 시민사회가 년 정도의 화와 토론을 거쳐 내놓은 안으로서 준10 ,

비위원회의 설립 과정은 지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접한 연계를 맺고 있는데 후술하듯이 관 위주, ( )官

의 거버넌스에 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역량 강화 를(capacity building)

통한 항력 확보를 강조한다.1 본 연구는 기존 거버넌스 논의에서 크게 주목되지 않았던 항력 을‘ ’

재조명함으로써 민관 협치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관악구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시민사회 내부의 연합방식의 차이 즉 단순한 연계 신 연 를 통한 조, ‘ (network)’ ‘ (solidarity)’

직화 과정이 지역시민사회 항력 신장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공공 행위자가 민간의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공식적 합“ ,

의 지향적 심의적인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공공 정책을 결정 집행하고 공적 자산을, ,

관리하는 체제 로 정의된다 그런데 협력적 거버넌스에 한 부분의 기존” (Ansell and Gash 2008).

연구는 협력의 두 행위자 중 주로 관의 역할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2 가령 시리아니, (Sirianni 2009)

는 시민적 지원자 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정부가 설정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civic enabler)

초기 정책 디자인에 한 핵심 원칙들을 제시한다.3 펑과 라이트 는 협력적(Fung and Wright 2003)

거버넌스의 일종인 모델을 제시하여 시민의 실질적인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참여 증 를 위한 정부의 조정 및 감독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4 한편 에이버스 는 브(Abers 1998)

1 현재 준비위원회는 관악구의 주요 개 단체 관악주민연 관악사회복지 난곡사랑의집 봉천동나눔의집 관악청소년자활지원12 ( , , , (
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지부 초등 중등 사립지회 평등학부모회 푸른공동체 살터 관악사회적경제협의회난곡주민), ( , , ), , ,
도서관 새숲 삼성고등학교사회적협동조합 관악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관악참여예산네트워크 가 이끌고 있다, , , ) . http://m.cafe.daum.net

참고 검색일/gwanakwith/dmfq/1? ( : 2017. 10. 17).
2 이는 하향식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진 기존 관료제에 한 문제의식에 한 일종의 반동이자 해결책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통보하는 방식. , (Decide-
에서 문제로 제기된 아래로부터의 참여 부족 지역 지식 의 결여 등에 한 일종의 개혁방Announce-Defense) , (local knowledge)

안이다 따라서 처음에 문제로 지적되었던 관 측 행위자에 해서 연구가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3 시리아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지 핵심 원칙으로 공공재 공동 생산 공동체 자산 동원 전문 지식 공유 공공 심의 지속적8 , , , ,

파트너쉽 구축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전략적 활용 참여 문화 확산 상호 책임성 확보를 제시한다, , , .
4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과 함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감시 감독의 역할을 강조한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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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참여예산제의 성공 요인으로 혁신적인 제도를 고안하고 그 실현(Porto Alegre)

을 주도한 국가의 역할 국가 주도 시민사회 조직화 에 주목한다-“ (state-sponsored civic organizing)” .―

이러한 주요 기존 논의들은 협력적 거버넌스 활성화의 방해 요인이 관 측의 관료제적 성격에 있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관의 제도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간 행위자와의 원활한 협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 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를 분석한 연구. ‘ ’

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가 민관협치 의 당위성을 전제한 후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 ’ ,

조건을 탐색하거나 혹은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안을 규범적으로 내놓는 데 그치는 경향이 있다.5

예컨 금홍섭 의 경우 전지역을 사례로 하여 지역 와 지방정부 간에는 과거 투쟁적, (2013, 40) , “ NGO

인 관행이나 의존적인 동원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토론하고 협력하는 거버넌스형 지방자치를 만드는

데 지 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했고 서울의 상계 동 인천 갈산 동, 8 , 2 ,

광주 첨단 동의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연구 지역에서 드러나는 행위자 간 협력네트워크의 특성과 협력2

요인을 분석한 윤은식 외 는 협력관계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요인들의 고찰 에만 주목하였다(2011) “ ” .

물론 협력적 거버넌스에 한 기존의 문헌에서 민과 관 사이에 존재하는 권력 불균형의 문제에 한

논의가 아예 배제된 것은 아니다 권력 및 자원의 불균형 문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초기 조건으로서 언급되기도 하고 권력과 자원이 풍부한 행위자 측면에서 부족한 행위자에게로,

권능부여 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모델(empowerment) (Ansell and Gash 2008). , EPG

에서도 실질적인 심의를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힘의 균형으로 이르기 위한 세 가지 경로로

의식적인 제도 설계 노력 역사적 사건 민과 관의 심의과정 공동 주관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 , (Fung

and Wright 2003).

그러나 상기한 연구들은 모두 제도적 차원에 편향되었으며 제도적 설계만 바람직하다면 협력적 거버,

넌스에서의 권력 불균형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 하는 다소 순진한 태도를(naive)

견지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권력관계를 온전히 고려하기 위하여. ,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민간 부문의 행위자들은. ,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만 힘을 부여받는 수동적인 수혜자로 묘사되어왔다 그러나 협력적 거버.

넌스 과정을 전체적으로 포착하기 위해서는 권력적 우위를 점한 정부에 한 시민사회 내부로부터의

능동적인 투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행위자 중심의 제도주의. , (actor-centered institutionalism)

관점에서 양측의 행위자 모두 제도 자체를 재생산하거나 변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

것이다 둘째 제도적 디자인이 적용되는 맥락 과 역사성 에 한 고(Scharpf 1997). , (context) (historicity)

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에서 제시된 제도적 설계의 개념과 명제들만으로.

5 한국학술정보 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를 제목에 명기하거나 논문 주제어로 제시한 학술지 논문은 총 건이 검색되었다(KISS) ‘ ’ 194 .
이중 주민자치조직 혹은 지역 를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항 논문은 건 금홍섭 김도희 하상근 윤은식 외NGO 4 ( 2013; 2013; 2011;･
최민경 외 이었다 예외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항력과 같이 다룬 논문으로 이 있었으나 펑과 라이트의2014) . Kim(2014) ,

항력 논의를 그 로 받아들이며 본고 장에서 제시될 기존 항력 논의의 한계점을 여전히 지니고 있었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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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든 현실 사례들을 온전히 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오히려 해석주의 적 입장에서. , (interpretivism)

협력적 거버넌스가 도입되기 전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해 민과 관의 행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파악하려는 시도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Bevir 2009; 2013).

이어지는 장은 기존 항력 논의 중 가장 표적인 펑과 라이트 의 연구를2 (Fung and Wright 2003)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협력적 성격과 적 적 성격을 포괄하는 안적 항력 과 연 를 통한. , ‘ ’

조직화 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두 가지 주요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관악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기술한 장은 현지 인터뷰를 바탕으로 지난 년 동안의 과정이 지역시민사회 구성원들에3 20

게 미친 영향을 담아내고자 노력한다 장에서는 공동조직준비위원회 사례를 통해 드러난 구체적인 시. 4

민사회의 노력을 분석적으로 설명하여 본 논문의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본. ,

논문이 갖는 정치학적 함의와 함께 향후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의 도전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Ⅱ

펑과 라이트의 대항력 논의1. ‘ ’

기존 거버넌스 논의 중 항력에 주목하고 있는 표적인 연구로 펑과 라이트(Fung and Wright

를 들 수 있다 펑과 라이트는 민관협력의 구도를 단지 협력이라는 관점 아래 단순하게 보지 않고2003) .

권력균형의 측면을 고려하여 표 과 같이 유형화한다 여기서 거버넌스< 1> . (EPG: Empowerd Participatory

는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하에서 의사결정과정이 민관 협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Governance) ㆍ

경우다 이는 정부주도의 구도 하에서 나타나는 적 적 이익집단정치나 전문가 엘리트 중심의 문제해결. /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한편 타운미팅은 비록 아래로부터의 참여에 기반하고 있으나 의사결정과.

정에서 정부와 적 적인 관계를 노정한다는 점에서 와 성격이 다르다EPG .6

표 1┃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구분

의사결정과정의 성격

적대적 협력적

거버넌스구조
하향식

전통적인 이익집단 정치

(interest group politics)
소수의 전문가 엘리트 중심의 문제 해결방식/

상향식 일부 마을 회의(town meetings) EPG

출처: Fung and Wright(2003), 262.

6 이들은 미국 시카고 시의 공교육 및 경찰 행정 개혁 사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 의 참여예산제도(Chicago) , (Porto Alegre) ( )市 ,
인도 케랄라 주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 사례 등을 의 경험적 사례로 제시한다(Kerala) E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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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들은 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 으로 항력EPG (enabling condition) (countervailing pow-

의 개념을 도입한다 항력이란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기존 행위자의 권력적 이점을 상쇄시키고 나er) . “ ,

아가 중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메커니즘 으로서 민주적 거버넌스”(Fung and Wright 2003, 260)

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개혁에 앞서 민간 행위자의 능력을 신장시켜 항력

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표 에서 볼 수 있듯이 상향식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라 할지라. < 2> ,

도 민의 항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보여주기식 거버넌스에 그칠 수 있다, .

표 2┃ ┃ 대항력의 정도 에 따른 거버넌스 구조 구분(degree)

대항력의 정도

약함 강함

거버넌스제도

하향식
포획된 하위정부1.

(captured sub-government)
적대적 다원주의2.

상향식
포섭3. (cooption),

보여주기식(window dressing)
4. EPG

출처: Fung and Wright(2003), 265.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펑과 라이트가 적 적 항력과 협력적 항력을(adversarial) (collaborative)

구분하면서 에 가장 적절한 항력은 협력적 항력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즉 협력적 상향식EPG . -

거버넌스 구조가 나타나는 에 있어 항력 또한 협력적 항력 이 가장 적절한 형태라는 주장이EPG ‘ ’

다 반면 적 적 항력은 참여적 거버넌스가 부재할 때 빈번히 일어나는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자주 등장하며 노동운동 환경운동 등 조직화된 시민사회의 저항으로 표출된다 적 적 항력, , .

에 해당하는 민간 행위자들은 관과의 세력 다툼 속에서 정부를 압박해 자신의 정책적 목표를 관철시키

고자 노력한다 이와 반 로 협력적 항력은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아래서 정부와 공동으로 문제해결. ,

을 추구하는 세력을 의미하며 이때 협력적 항력은 깊은 지역적 지식 분석적 능력(problem-solving) , ,

등 문제 상황에 한 실제적 해결책을 내는 것에 적합한 역량에 기초한다.

정리하자면 펑과 라이트는 의 가능 조건으로서의 항력 논의에 하여 다음의 가지 주장을EPG 4

전개한다 첫째 를 포함한 협력적 거버넌스는 항력이 부재할 경우 거버넌스의 민주주의적 이상. , EPG

을 구현하는 데 일반적으로 실패한다 참여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권력적 경제적 지식적 자원의 불균. , ,

형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기득 세력 이 정책 형성 과정에서 고려되는 이슈 자체를 제한, (vested interests)

하거나 일부 행위자의 참여의 폭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협치 과정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협력적 제도의 구체적인 설계는 사실 기존 정치 체제의 내생적 산물인 경우가 많으므로 규칙의 공정성

이 훼손되기 쉽다 둘째 협력적 항력의 원천과 형태는 적 적 항력과 매우 상이하다 관의 정책에. , .

적 적인 이익 집단들은 갈등 상황에서의 승리를 위한 조직 운영 방법이나 동원 전략 등을 사용하지만,

협력적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항력은 다른 전략들을 요구한다 셋째 협력적 항력이 적 적 항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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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혹은 적 적 항력이 협력적 항력으로 이행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 간의 전략의, .

상이함과 해당 전략을 통해 기존에 취했던 이점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성 때문이다 넷째 협력적 거버. ,

넌스에 적합한 항력은 공공 정책이나 제도적 설계를 통하여 만들어내기 어렵다 협력적 항력의 원.

천에는 지역기반의 기존 적 적 집단 정당 및 정치 지도자 거 사회운동단체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 ,

정책이나 제도를 통하여 항력을 결집시킬 가능성은 낮다.

분석틀2.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시민사회가 실질적인 힘을 지닌 항력으로 성장

해야 한다는 펑과 라이트의 문제의식을 수용한다 그러나 협력적 항력만이 이 기능을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는 전제 하에 펼친 그들의 주장은 관악구 시민사회에서 관찰된 능동적인 항력 형성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항력과 적 적 항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두 번째. ,

주장과 두 유형의 항력 사이 변환이 어렵다는 세 번째 주장은 적 적 성격과 협력적 성격이 공존하, ,

는 관악구 공동조직 의 항력 구성 사례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을 지닌다 물론‘ ’ .

펑과 라이트도 적 적 성격과 협력적 성격이 공존하는 안적 프레임 의 항력이‘ (alternative frame)’

등장할 가능성을 인정했지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로만 언급된다 그러나 이 두 성격의 공존은 더, .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펑과 라이트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함에 있어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

거버넌스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의 성격에 한 펑과 라이트의 이분법적 구분은 현실성이 낮다 실제로는.

참여식과 하향식 협력과 적 의 양 극단으로 명확히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상 적 비중의 차이만 있, ,

을 뿐 양 쪽의 성격이 모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하향식 거버넌스에서 제도적으로 참여식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것은 완전한 전환 이 아닌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는 연속적 인 이행과정 으로 설‘ ’ (continuous) ‘ ’

명된다 몇몇 사안에 해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시행하는 것이 관의 권위적 문화와 관료제적 성격.

의 완전한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해 협력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오히려 기존 하향식 거버,

넌스의 적 적 의사결정과정과 공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사회의 항력 역시 적 적인 성격을.

완전히 배제하고 협력적으로 전환될 수 없다 정부에 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부재하다면 정부와의. ,

관계에서 준 정부조직으로 포획 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항력이- ‘ (capture)’ . ,

상 의 권력 이점에 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거버넌스 하에서도 협

력적 성격과 더불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적 적 성격 또한 공존해야 한다.

더 나아가 협력적 항력만이 협력적 거버넌스에 적합하다는 펑과 라이트의 주장은 도구주의적 시각

아래 항력을 왜곡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시각은 민간행위자들이 항력을 구성한 동기에 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닌다 항력을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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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시민사회가 마치 정부와의 협력 그 자체를 목적으로 협력적 항력을 형성한 것처럼 규정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협력적 거버넌스에의 참여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라 시민운동의 이념과 목소리,

를 문제해결 과정에 반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정부에 한 감시 및 견제와 같은 성격을 지닌 또 하나

의 실천적 방법이다 따라서 역사적 맥락 아래 정부의 권력 이점을 상쇄하고자 항력을 구성한 민간. -

행위자들은 협력적 거버넌스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적 적 성격에 협력적 성격을 포함하는 형태,

로 항력을 구성할 것이다 이에 현실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에서는 안적 항력이 형성될 것이다. .

이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주요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로 협력적 거버넌스. ,

에서 권력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적합한 항력의 유형은 안적 항력이어야 함을 아래 그림 과, < 1>

같이 항력의 성격을 변수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유형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실제 형성되는 항력은 현실적으로 또한 규범적으로 두 상이한 성격 사이의 혼종성,

을 지녀야만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 아래에서 협력적 성격 없이 적 적인 성격만 지닌 항(hybridity) .

력은 의사결정과정을 교착상태에 빠트릴 가능성이 높으며 반 로 협력적 성격만을 지닌 항력은 관에,

포섭되어 보여주기식 의사결정과정만을 보여줄 경향성이 높다 이러한 안적 항력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사회 또한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관의 태도에 능동적,

으로 반응할 수 있다 협력적 성격과 적 적 성격 사이의 스펙트럼 위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두 성격.

사이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나가고 이러한 과정들의 역사적 반복을 통해서야 비로소 관에 한 진정

한 항력으로 기능할 것이다.7

그림 1┃ ┃ 대항력의 성격에 따른 협력적 거버넌스 유형화

두 번째로 안적 프레임 을 구성해낸 항력은 구체적인 연 의 조직화 방식을 통해 이미 체계적, ‘ ’

으로 형성된 지배 권력에 맞서 실질적인 세력화를 이룰 수 있다 안적 항력이 단지 활동가들의 상.

상적 차원이나 행동양식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권력으로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

7 물론 항력의 성격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유형화했다고 해서 펑과 라이트가 변수화했던 항력의 정도를 변수로서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 적 적 흐름에서부터 벗어나 협력적 성격만을 지니고 있는 항력의 정도가 논리적으로 나아가. ,
현실적으로 강할 수 있는지의 문제까지는 이 논문이 포괄하고 있지 못하므로 우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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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시민사회에게 가장 접근 가능하면서도 효과적인 세력화 방식이 바로 연합이다 연합의 조직.

화 방식에는 관계의 양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 연계 와 관계의 질적 측면을 강조한 연 가 있다 보다‘ ’ ‘ ’ .

구체적으로 연 란 결국 불균등한 관계의 재생산 및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유기적 위기에 처한 개별, “

행위자들이 기존의 관계를 재구성하기 위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실천 이다 이승원 또한 연” ( 2009). ,

는 공동행동과 상호의존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공통적인 이상과 신념 및 제도화의 총“

체 로 정의되기도 한다 은수미 반면 연계는 가치체계의 공유 없이 관계의 빈도나 도 참여” ( 2004). , ,

조직의 수와 다양성 등에 의해서만 측정되는 개념이므로 안적 항력의 조직화 양식은 연계 가 아닌‘ ’

연 의 형태가 더 적합하다 안적 항력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표성을 가진 다양한 분야의 시민‘ ’ .

조직들이 지역 거버넌스의 권력 지형도에 해 공동으로 인지하는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될 것이기 때

문이다 물론 연 의 조직화 방식을 취한다고 해서 언제나 실질적인 권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하. .

디와 필립스 는 조직들 간의 역학관계 협력 복종 등 를(Hardy and Philiphs 1998) (interorganizational) ( , )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권력의 원천을 제시한다 이는 공식적인 권위 담론적 정당성. (formal authority),

자원의 통제 이다 공식적인 권위는 의사결(discursive legitimacy), (the control of critical resources) .

정을 내림에 있어 타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지된 권위를 의미한다 담론적.

정당성은 공적 영역에서의 이슈에 하여 해당 조직이 담론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직들,

은 보통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해당하여 행동할 때 담론적 정당성을 지닌다 자원들의 통제는 조직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원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단지 재정적 자원만이,

아니라 인적 기술적 자원들까지도 포괄한다 이에 항력이 관과 권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

세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위의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시키며 연 의 조직화 방식을 구체화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 장에서 제시한 두 가지 가설은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 힘의 불균형을 체감한 관악구 시민운동가들

이 역량 강화를 위해 보인 노력을 통해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 특히 관악구 시민사회가 형성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는 정부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관악구 시민운동의 역사적 맥락‘ ’

을 고려하며 협력의 증 와 동시에 효과적인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안적 항력의 형태를 지닌다.8

나아가 이들이 연 를 구체화함에 있어서 초점을 두고 있는 세 가지 지점 풀뿌리 네트워크 공론장( , ,

재정적 기반 은 앞서 살펴본 하디와 필립스의 권력의 세 가지 원천을 상호중첩적으로 만족시킨다 따라) .

서 앞선 두 가설과 이를 입증하는 공동조직 준비위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아래 그림 와 같은 협력< 2>

적 거버넌스에서의 항력 형성 모델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관이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우세를.

바탕으로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을 강요했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항력이 형성된다면 이는 적 적인 성

8 홍선 활동가분과의 인터뷰 에 따르면 여타 지역구에도 해당 문제의식을 지닌 활동가가 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2017.04.19) ,
공식적인 조직을 구성하자는 집단적 의식 아래 수면 위로 떠오른 경우는 관악구가 처음이었다 나아가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민과 관 사이의 중간지원조직 논의에서 통합체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과의 세력 균형을 목표로 하는 항력 으로서의‘ ’
통합체에 관한 논의는 전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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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지닐 것이다 이러한 항력이 안적 성격으로 변모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은 아니며 관의 정. ,

책 변화 등과 같은 외부의 우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행위자들의 의식변화를 통해 일어난다.9 이러

한 의식변화가 단순히 관념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권력 균형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 를 통해

구체적으로 권력이 형성되는 원천을 만족하는 조직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역사적 맥락에. ,

따라 상기한 단계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물론 관악구의 사례라는 특정한 예시적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모형의 일반화

가능 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공동조직 준비위원회의 사례를 통해 일반화한 위의 모델은.

세 가지 맥락의 상황적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른 지역의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 자.

리잡아온 정부의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의 맥락이 있고 이에 한 반응으로서 적 적 흐름의 시민사회가,

구성되었던 경험이 있으며 나아가 현재 협력적 거버넌스가 관의 제도화를 통해 적용되고 있는지의 조,

건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안적 항력의 형성 가능성을 보여준 관악구 사례는 위 세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지역에 있어서 안적 항력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학술적인 징검다리 역할

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0 이 세 가지 조건이 관악구 사례에서 가지는 중요성은 이후 장에서, 3

위의 모형에 따른 안적 항력의 순차적인 형성과정을 서술함에 있어서 구체화될 것이다.

그림 2┃ ┃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대항력 형성 모델

9 이는 곧 관이 상향식 의사결정과정의 형식적 도입이라도 철회하고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으로 회귀한다면 안적 항력

또한 적 적 항력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민간 행위자의 의식변화는 안적 항력과 적 적.
항력 사이에서 쌍방향적으로 일어난다.

10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계량적 연구의 통계학적 일반화 즉 현상의 모든 모집단에 해당되는(statistical generalization), ‘
인관관계에 한 일반적 설명 과 달리 사례연구 특유의 분석적 일반화 즉 현상이 놓여 있는 특정’ (analytical generalization), ‘
조건과 맥락 하의 인과관계에 한 일반적 설명 을 추구한다 이에 해서는 참고’ . Yin(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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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거버넌스의 형성과정 적대적 대항력과 연대의 잠재력. :Ⅲ

관악구 거버넌스의 역사적 맥락은 관악구 시민운동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관악구의 시민운.

동은 년 서울 도심 개발과정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신림동 봉천동 등지에서 달동네 로1960~70 , ‘ ’

불리는 무허가 정착촌을 형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관악구청의 강제 이주 조치에 맞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하는 집단행동을 펼쳤고 이러한 빈민운동은 년 말 민주화운동과 함께 그 세력을 더, 80

욱 키워나가 년 관악주민연 를 결성하였다 관악주민연 는 년 후반 관악사회복지 사단법1995 . 1990

인을 분리 독립시켜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한 관악 빈민운동의 명맥을 계속 이어나갔으며 년, 2000

이후에는 의정감시 주민참여예산 꿈마을도서관 에너지환경활동 등 다양한 관악구 주민활동의 핵심, , ,

거점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민 자치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관악주민연 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바로

관악구 거버넌스의 실패와 갈등의 역사였다는 것이다 년 관의 억압적 폭력적인 재개발 사업. 1990 ,

정책에 한 빈민들의 항 과정은 양측 모두에게 큰 충격 과 상처로 남았고 이로 인해 아직까(trauma) ,

지도 상호 불신의 정치문화가 잔존하게 되었다 관악구청 측에서는 주민 활동가들이 급진적 비타협적. ,

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므로 시민들을 등한 파트너로서 참여를 보장하는 상향적인 의사결정 구조,

를 채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구청과. “

협력적일 수 없는 나아가 적 적이기까지 한 분위기 속에서 역사가 이어져 왔 다고 말하였다 역사적, ” .

으로 구청과 시민사회 사이에서는 관계의 악순환이 반복되었고 관악구 시민사회 내부의 고민 또한 한,

동안 관에 한 견제 비판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었다, , .

이러한 맥락 아래 관악구 시민사회는 펑과 라이트 가 정의하는 적 적 항력의 여러 요소들, (2003)

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은 관의 하향식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폭넓은 중의 지지와 압. “

력을 동원 하여 정책결정자를 흔드는 역량을 구성하는 것에” “ (sway)”(Fung and Wright 2003, 281)

초점을 맞췄다 협력적 항력에서 관찰되는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 을 채택하기에는 관과. ‘ ’

의 적 적 분위기 가 강했던 것이다 이에 관악구 시민사회는 적 적 항력이 흔히 상 관 를 비판할‘ ’ . ( )

때 사용하는 불공평과 비난의 내러티브 부정의의 프레임“ - (injustice frame)”(Fung and Wright 2003,

을 지니고 있었다281) .

우리가 관과 관계했던 방식은 무데뽀였죠 너네 이거 왜 안해 이거 좋은데 이거 해야 하는데 뭐“( ) . , ,

이런거죠 그 점에서 민과 관이 서로 파트너라기보다 민간은 잘못된 것에 해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죠 안을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한테는 아주 공공연하게 오래된 의가. .

있던 거죠 공동체로 함께 살아야 하고 사회적 약자와 같이 가야 한다는 여용옥 관악도시농업네트워. .”(

크 공동 표)11

11 본고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인 중 박승한 여용옥 홍선은 관악 공동조직 차 제안 회에서 명의 제안자 중 인이다5 , , 1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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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후술하고자 하는 관악구의 시민정치사를 돌이켜보는 시도는 관악구 시민사회에서 적 적 항

력의 형성 과정의 맥락과 적 적 항력이 관과의 관계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착상태‘ ’(deadlock)

라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것이다 나아가 과거 실질적인 적 적.

항력이었던 관악주민연 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무력화되었지만 이를 극복하고자 연 의 조직화 방,

식을 시도했던 사례 또한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이후 안적 항력의 조직화에 있어서.

자산으로 작동한다.

지역공동체 형성 시기 년대 초반 년대 초반1. (1970 ~1990 )12

년 는 구내 교회와 성당을 거점으로 한 빈민사역을 통해 지역운동이 시작되었다 특히 국제가1970 .

톨릭형제회 출신인 김혜경(AFI) 13은 년 초반 청계천에서 빈민현장훈련을 하던 중 년 남산1970 1973

부활절 예배 사건14으로 인해 난곡의 산동네로 이사 오면서 가로등 설치 생필품 조달 정기 마을 모임, ,

조직 등 다양한 생활 지역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는 당시 주민운동의 핵심적인 기구로 기능하게 된 난.

곡의료협동조합의 창설로도 이어졌다.

년 의 민주화운동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넘어 정치운동의 관점에서 기존의 지역공동체운동을1980

조망하도록 해주었다 이는 다양한 지역단체들의 출범과 연 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

년 민주항쟁을 통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된 사회변혁 요구에 힘입어 관악구 내의 학생1987 ,

운동 출신 활동가들은 지역을 정치투쟁의 단위로 삼았다 이들의 주된 목표는 공권력의 횡포와 금권.

지배를 막고 주민들의 집단이익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당시 중앙권력의 삼엄한 감시를 피하기 위한 방.

편으로 빈민 문제에 한 인식을 공유했던 종교인들이 설립한 낙골교회 희망교회 성공회 나눔의 집, , ,

등을 근거지로 삼아 년 지역공동체운동을 지속시켜나갔다 이와 함께 낙골어린이공부방 난곡주민80 . , ,

도서실 꽃망울글방 희망한아름공부방 씩씩이놀이방 등 다양한 지역단체들도 설립되었다 위의 단체, , , .

들은 신림 동 민주난곡 건설을 위한 난곡지역협의회 봉천 동 지역발전추진위원회 결성에도 참여하며7 , 9

도시빈민의 정치적 투쟁을 지원하고 지역현안에 공동으로 응하였다.

12 해당 시기의 내용은 조문영 장봄 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2016) .・
13 년 에 빈민 인권을 주창한 관악구의회 선 의원으로 관악사회복지 이사장 민주노동당 표 진보신당 비상 책위원장을1990 3 , , ,

거쳐 년 현재 노동당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2017 .
14 해당 사건은 년 월 일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인도했던 박형규 목사를 포함한 명이 내란예비음모1973 4 22 4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끌려가 구속 기소를 당했던 사건이다 박형규 목사는 기존에 도시 빈민 선교활동을 주도한 바, .
있으며 남산 부활절 예배 사건 이후 유신독재 체제에 한 기독교계의 저항이 거세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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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민운동과 관악주민연대 결성 년대 중반 년 중반2. (1990 ~1998 )15

년 단위 재개발사업에 한 반발로 등장한 세입자 주민조직들은 봉천동주민회 난곡주민회1990 ,

등 기존의 동 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철거반 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선언 이후 실시된 지방( ) . 6.29洞

자치제를 계기로 년 지방의회 부활 년 민선자치단체장 선출 등의 제도적 변화도 실현되면서1991 , 1995

관악주민연 출범에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년 월에 이르러 마침내 관악주민연 라. 1995 3

는 적 적 항력을 형성하게 된 주요 원인은 첫째 재개발 문제라는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

응의 필요성이 두되고 둘째 동 단위의 개별 활동들을 구 단위로 수렴해 지역운동을 활성화시킬, ,

중조직을 형성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관악주민연 는 결성 후 주민들의 지지와 압력을 동원하고자 하는 적 적 항력으로서의 전략을

시행하였다 곧바로 재개발 문제 개선을 위한 주민청원 운동을 벌이고 지역신문 관악주민신문 을 발. , ‘ ’

행하며 센터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일상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관악주민연 는 조직 내부에 재개발소위, .

원회 마을신문소위원회 지방자치소위원회를 설치해 재개발 문제를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며 응하였, ,

다 한편 관악주민연 는 구의원 배출에도 성공했다 년 년 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 , . 1991 , 1995 , 1998

로 선출된 김혜경 의원은 구의회 조례 청원운동과 구립 공부방 위탁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이상의 활동들의 성과에 힘입어 지역주민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게 된 관악주민연 는 지역 사회 내

세력화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관악구청도 더 이상 관악주민연 를 위시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들을 정책적 파트너로도 인식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그러나 당시 관악구청과 관악주민연 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도 있었다 년 지. 1995

방선거에 새로 당선된 구청장이 이전에 협의된 재개발 정책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철거민들은,

년 하반기에 두 차례의 관악구청 점거농성을 감행하였다 또한 년에는 관악구청 내부에 민간1995 . 1996

참여를 허용하는 재개발자문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 관악주민연 의 제안이 설치조례 미비 등의

이유로 거부되었다 결정적으로 년 월 학교외벽 도색사업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 1999 10

발생해 관악주민연 와 관악구청이 민형사상 책임 문제를 두고 오랜 시간 립한 적도 있었다 이후.

관악구에서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등 원활한 양자협력에 불리한 분위

기가 조성되었다 이에 관악구가 주민들을 협력의 파트너로서 하기 어려웠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악주.

민연 또한 항력으로서 같이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자 하는 협력적 성격을 지니기 어려웠으므로 두

행위자들은 서로 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었다.

활동가들도 아주 가까이에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폭력에 노출되는 것을 목격하고 경찰이나 조합에“ ,

서 보낸 철거 용역과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경험을 겪었죠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같이 싸우.

기도 했어요 아마 구청과 관악구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이 협력적이지 않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15 해당 시기의 내용은 한국도시연구소 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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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역사가 년 초중반으로 올라갈만큼 아주 오래됐다는 거죠 그리고 년도쯤으로 기억하90 .(...) 95

는데 철거지역의 여러 세입자들이 구청을 며칠간 점거 농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일이 구청 공무원, .

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일 수 있는 거죠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

재개발 지역 해체 이후 관악구의 주민운동 년 중반 년대 이전3. (1998 ~2000 )

년 말 재개발 사업이 종료되자 철거민 관련 이슈는 자연스럽게 소강되었지만 빈민 운동은1990 ,

금융위기로 인해 실업극복운동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표출되었다 당시 관 차원에서도 실업문제IMF .

에 한 위기의식이 있었고 관악주민 연 도 지역 내에서 세력이 공고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전,

시기보다 협력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 도 있었다.

그러나 실업극복운동은 역설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을 위한 민관 행위자들의 본질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다 관은 여전히 정부의 재정적 지원 민간단체의 복지서비스 공급이라는 명확한. ,

역할분담으로 형식적인 업무협력만을 시도하였고 지방의제 추진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주민자치, 21 ,

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한하였다 한편 관악주민연 도 재개발 지. ,

역 해체 이후 빈민들이 흩어지면서 결집력 있는 지지 세력을 잃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

의 정치적 동원과 압력을 행사하는 적 적 항력으로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 김 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 실시된 주민참여형 정책들 역시 참여예산 의정감시 교육 환경 등 주민운동의 활동범위를 넓, , ,

히기도 했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이 다양한 이슈에 걸쳐 분산되는 역효과를 낳기도 했다, .16 이러한 관악

시민사회 내부의 역량 약화는 향후 관악구 내의 만성적인 민관 간 권력불균형을 야기하였으며 이는,

과거의 적 적 분위기로부터의 탈피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관악구 시민사회 내부의 연대노력과 한계 년대 초반 년대4. (2000 ~2010 )

년 에 접어든 이후 관악구 시민사회는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시민단체들 간의 연2000

를 시도하였지만 실질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에는 부족했었다 년 초반에 관악주민연 를 중심. 2000

으로 관악구 내부의 다양한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 관악연석회의‘ ’17가 그 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참여자치 관악연석회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는데 이는 주민단체 활동 분야와 성격의

다양화의 문제와 재정적 문제였다.

년 전후까지는 조금 단체들의 연 가 정기적으로 잘 되어오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년“2007 . 2008

16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장 이명애 난곡주민도서관 관장과의 면 인터뷰 내용 참고(2017.04.27.)
17 당시 참여자치 관악연석회의에는 전교조 관동지회 민노당관악갑 을지구당 관악사회복지 관악시민회 관악주민연 전국공무, / , , , ,

원노조관악구지부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관악산 골프연습장건설반 책위원회 등이 참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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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나면서 단체들이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어요 환경 참여예산 등 주제를 가지고 하는 작은 네트워. ,

크만 생기고 포괄적으로 이를 함께 하는 큰 네트워크는 좀 없는 시기가 있었죠 단체들도 한정되, . (...)

어 있고 실무자들도 한정되어 있는데 여러 작은 네트워크에 중복적으로 속하다 보면 네트워크가 자꾸,

많아질수록 부담이 되는 거에요 재정적 독립성도 문제였는데 정기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결국은. (...) ( )

중심이 되는 단체가 시간과 노력을 손해보면서까지 기꺼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연석회의에.

모인 단체들의 회비를 걷고 활동비를 보조해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니까 한

단체가 오롯이 모든 부담을 다 안고 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년에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특정 사회. 2008

적 현안에 연서명한 이후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경향성이 커졌기 때문에 단체 재정이 매우 어려워졌

죠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 ’ )

이후에 년 하반기에 관악의 긴급한 현안에 응하고자 기한을 두고 만들어졌던 관악시민사회“2015 ‘

단체연 회의’”18가 있었지만 해당 단체에는 지속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

지역의 특정 단체가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슈 응해서 성공해야 되는 지역의“ ,

여러 가지 투쟁이나 현안들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공동 책위원회 형태로 조직을 만드는 게 너무,

소모적이니까 현안을 중심으로 응할 수 있는 조직을 한시적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현안이 딱, . (...)

터지고 응하자고 모였을 때 갖출 수 있는 내용이나 실제로 힘을 결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했

죠 홍선 관악사회복지 운영위원.”( )

이에 관악구 시민사회에서 이전까지의 두 가지 연 의 노력들은 앞서 제시하였던 하디와 필립스의

세 가지 권력의 원천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 를 통한 조직화에 있어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관악참여자치연석회의는 이슈의 다양화로 인해 생겨난 다양한 네트워크들로 인해 조직적인 문제.

를 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위 가 분산되었고 부분 사업을 통한 관의 지원에 재정적으로 의존하‘ ’

면서 자원 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관악시민사회단체연 회의는 사안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 ’ .

활동을 수행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불가하게 하여 권력 원천들이 강화되는 것에 장애물로 작동

하였다 이에 년 까지의 관악구 시민사회의 연 활동은 단체들의 조직적인 결합보다 특정 이슈에. 2010

한 관심을 공유하는 개개인이 느슨하게 연계된 인적 네트워크로서의 성격에 머물게 된 것이다.

관악구 거버넌스 역사의 교훈 대항력으로서의 잠재력5. :

관악구의 시민운동 역사를 통해서 살펴본 관과의 거버넌스에서의 갈등과 실패의 경험에서 몇 가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적 적 항력이 관과의 거버넌스에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음에도. ,

18 관악공동조직 준 그것이 알고 싶다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에서 형식으로 관악공동조직을 알리기 위해 지면으“ ( ), Q&A” Q&A
로 작성한 자료이다 년 월 일에 홍선 활동가분께 전달받았다 관악시민사회단체연 회의에는 관악사회복지 관악주민. 2017 4 19 . ,
연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난곡사랑의 집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악동작지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관악지, , , ,
부 푸른공동체 살터 한성공회 봉천동 나눔의 집 난곡주민도서관 새숲 등이 참여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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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항력 자체의 필요성은 부정되기 어렵다 막강한 행정 권력과 재정 자원을 지닌 지방정부는.

지역 내 의사결정구조에서 민간 참여의 수준을 임의 로 결정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존 관악구에서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관찰할 수 있었다 만일 관악주민연 라는 적 적 항력이.

구성되지 않았다면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지지와 인적 물적 자원을 공급받지 못한 시민사회 내 단체들, ,

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들에 힘없이 동원되는 데 그치게 됐을 것이다 무의사결정론. (non-deci-

이 시사하듯이 관에게 유리한 정책 의제들만 선택된 이후의sion theory) (Bachrach and Baratz 1962),

심의 과정에서 민간 행위자는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힘들기에 그 이전의 정책결정과정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함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 적 항력은 어떤 문제도. ,

해결되지 않는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관악구는 구청과 시민사회 사이의 적 적.

분위기 속에서는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시민운동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이에 항력이 다시금 구성된다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항력은 안적 성격을,

지닌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존까지 시민사회가 지니고 있던 관에 배타적인 부정의의. ‘

프레임 에서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함의는 이후에 새롭게 구성될 항력을 조’ . ,

직화하는 과정에서 이전의 연 시도들이 교훈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의 뒷부분을. 4

통해 보다 구체화해나갈 것이다.

연대에 기반을 둔 대안적 대항력의 등장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 ‘ ’Ⅳ

대안적 대항력으로서의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1. ‘ ’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악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시민단체가 오랜 지역 운동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존,

재하고 있다 이런 관악구에서 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관악공동조직. 2016 ‘

준 을 설립하기 위해 관악 공동조직 준비위원회 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해나가는 움직임( )’ ‘ ’

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런 준비위원회의 구성 나아가 앞으로 설립될 관악공동조직의 활동은 관악구. ,

시민사회 내부에서 능동적으로 항력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준비위원회를 통해.

관악의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공동조직의 필요성이 정부라는 강력한 행위자의 권력 이점을 상쇄 시키“ - ”

는 메커니즘인 항력의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준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지면. 19을 통해 제시하는

세 가지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활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1)

공론의 장 유의미한 변화와 결과를 만들어내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는 토 를 만들어 시민권력을, 2)

만들어내는 실행기구 상호충돌하지 않는 감시견제의 기능과 협치 거버넌스 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3) ( )

19 관악공동조직 준 그것이 알고 싶다“ (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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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제시된 공동조직의 필요성은 결국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여”.

관악구의 현안 문제와 사회 문제에 응할 때 혹은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때 시민들의 목소리,

를 키워 정부와의 권력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유된 의견을 드러내준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펑과 라이트가 거버넌스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항력의 성격을 적 적,

혹은 협력적으로 이분화한 것과 다르게 준비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성격 모두를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

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가지 필요성 중 세 번째에서 준비위원회는 상호충돌하지 않는 감시견제의. “

기능과 협치 거버넌스 의 기능 을 모두 포괄하는 단체로서 공동조직을 제시한다 즉 이들이 구상하고( ) ” .

있는 공동조직에서는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적 적 성격과 거버넌스에 참여하여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

결해나가는 협력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준비위원회가 설립하고자 하는 관악공동조직이 이렇게 안적 성격을 지니게 된 요인에는 기존 관악

구 시민사회에 흐르던 역사적 맥락과 박원순 시장의 부임 이후 변화된 서울시의 정책이 있다 첫 번째.

는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년 부터 이어진 도시빈민지역운동의 역사를 통해 구축되어온 적 적 흐, 3 , 70

름과 연 를 통한 항력 구성의 필요성이다 상설적인 연 기구의 부재 속에서 사안별 연 활동만 산.

발적으로 진행되어왔기에 지역사회에서 상설적인 연 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논의의,

진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흐름 위에 준비위원회가 놓여있는 것인데 이 흐름은 기본적으로. ,

시민사회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 지방행정 의정에 한 감시와 견제“ ( ,

강화 지역 및 중앙의 현안 응 강화, )”,20 즉 펑과 라이트가 적 적 흐름으로 정의한 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나아가 현재까지도 관악구를 포함한 공무원 조직에서 하향식 의사. ,

결정과정을 유지해왔기에 민간 행위자의 입장에서 협력적 참여적 흐름이 형성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

이와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인 서울광역시의 정책 방향이 박원순 시장의 부임 이후 민관협력을 강조하

는 방향으로 바뀌었는데 기초자치단체인 관악구청이 이를 수용하면서 관악구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관의 정책 변화가 기존 적 적 흐름에 불과했던 항력 형성 시도를 협력적.

성격까지도 포괄하도록 민간 행위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한 외부의 우연적인 요인이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아래 공무원과 협력하는 민간행위자로 기존에 관악구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던,

활동가와 단체들이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현실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흐름 아래 시민,

사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집회하고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시민운동이라고 생각하죠 그럼 그걸로 끝이“( ) .

냐는 문제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국가라는 제도 바깥에서 목소리를 내는 걸로 끝이 아니라 조금 바꿔.

스스로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공무원의 신분 안에서는 아니지만 시민들이. (...)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목소리를 직접 내는 것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가 되어 세상을 바꾸는,

20 관악 공동기구 공동조직 논의에 생각해보기 년 월 일 공동조직을 위한 월 위크샵 에서 내부 논의를 위해 이명애“ ( ) .” 2016 8 20 ‘ 8 ’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작성한 문건이다 년 월 일 이명애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 2017 4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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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없는 건가 직접 출마해서 행정 권력을 갖는 것 말고 시민의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 그런 방법을 협치라고 부르는 거죠 행정 권력을 갖고 있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테이블에. .

앉아서 서로 회의해서 이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정하는 것 단지 여론 수렴 차원이( ). (...)

아니라 권한을 주고 권력을 나눠 갖는 박승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 )

그렇게 시민사회에서 직접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민간 행위자로 참여하던 중 마을만들기 사업과,

사회적 경제 사업을 통합하여 진행하자는 논의가 활성화되었고 논의의 당사자들이 기존에 관악구에서,

풀뿌리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기존의 시민사회단체들까지 포함하는 통합체를

형성하자는 논의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연 를 통해 항력을 구성하고자 했던 기존 관악 시민사회의.

흐름에 단지 적 적 성격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버넌스의 영역 마을 만들기 사회적“ ( ,

경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치 등 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는 입장, , 2.0 )

협치를 통해 시민사회의 영향력 강화( )”21이라는 협력적 성격의 흐름까지 포함된 것이다 준비위원회.

내부에서의 지속적인 제안 회와 워크샵 진행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이런 공동조직 내부의 두 가지 입

장이 다른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일 수 없으며 상호충돌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유하였다.

준비위원회에서 관악공동조직을 구성함에 있어 어느 한 성격으로 치우치지 않고 항력으로서의 적

적 성격과 협력적 성격 모두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급격한 정책변.

화를 통해 도입된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가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 적 성격을 유지해

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관악구도 서울시로부터 돈 받고 하라. “ ( )

는 일을 하는 것 이기에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네트워크나 거버넌스를 이해하고 수행 한다고 말한다( ) ” .

이에 관과의 협력을 진행하는 중에도 제도가 왜곡된다면 비판과 견제를 통해서 이를 바로잡을 역량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역사적으로 지니고 있던 기존의 적 적 흐름을 배제하고.

협력적 흐름만으로 항력을 구성하게 될 경우 잘못하면 행정의 일부분화 되어 버려서 시민운동의, “

사전적 정의가 없어질 수 박승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있다는 문제의식을 관악구 시민사”( )

회는 지니고 있었다 즉 앞서 살펴보았던 펑과 라이트의 네 가지 거버넌스 체제 구분에서 포획 보여. , “ ,

주기에 불과한 참여 에 머무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었다(Co-option, participatory window dressing)” .

실제로 관악구에서는 기존 시민사회의 적 적 흐름 위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로 정부와의 협력을 진행

하던 단체가 준 공무원 조직처럼 종속된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고 관악시민사회 내부에서 이에 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2

두 번째 이유가 보다 중요한데 관악공동조직이 적 적 흐름과 협력적 흐름을 모두 포괄하고자 노력,

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애초에 기존 관악구 시민사회 역사로부터의 적 적 흐름에 더 우선적인 방점을

21 관악 공동기구 공동조직 논의에 생각해보기“ ( ) .”
22 년 월 차 시범사업을 거쳐 시작된 관악산 숲길돌봄 사업은 관악구의 표적인 민관협치 사례로 홍보되지만 관악구청2015 12 1 ,

녹색환경과의 주도 하에 민간 환경단체들은 자율성을 결여한 채 사업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몇몇.
시민 활동가들은 이러한 환경단체들을 사업에 동원된 직능단체 로 구분하기도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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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고 있다 전통적인 적 적 흐름 위에 협력적 흐름을 보태려는 이유는 관과의 협치를 거부할 수 없는. ,

사회적 흐름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현재 서울시 내에서 정책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협력적. ,

거버넌스 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시민사회의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협력적 움직임을

포용하고자 하지만 이런 민관협치의 움직임 말고도 시민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다양하며 여기에,

는 주로 적 적 움직임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행정과의 협력은 메인일 수는 없고 수단일 뿐이에요 이를 수단으로 삼아서 시민력의 향상이라는 목“ , .

표를 바라보는 거죠 어디든지 민관협력 자체가 목적인 자치구 지역활동은 없다고 생각해요 민관. . (...)

협치도 시민사회단체 입장에서 투자하는 역량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뿐이죠 이명애 관악 공동조직.” (

준비위원회 위원장)

이에 펑과 라이트의 기존 이론과 다르게 기존의 역사적 맥락 위에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가 더해진,

상태에서 항력이 구성될 때에는 적 적 흐름과 협력적 흐름이 공존하는 안적 항력의 형태로 구

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지 활동가들의 관념적인 구상으로 남지 않기 위해 남은 문제는 어떤 조직.

화 방식을 통해 구성되는지에 있다 아래 표 은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관악공동조직. < 3>

을 설립하고자 하는 현재까지의 움직임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표 3┃ ┃ 공동조직 관련 논의 과정 및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의 형성

일자 활동명 과정 및 내용

년2015

하반기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 통합

추진회의23

∙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회적 경제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추진에 발맞추어 민간조직

들이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지원사업단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던 중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를 통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됨, .

∙ 중간지원조직들과 다른 관악구 시민사회조직들의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통합조직을 법

인으로 결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여 활동재편 및 역량결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

2016.03.18. 제 차 제안대회1 24

사안의 분야별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관악 시민사회의 문제점이 다음과∙
같이 지적됨:

관악지역 전체를 조망하는 것의 어려움①

시민사회의 역량과 대표성이 확장되지 못해 협치 과정에서 행정의 실무적인 파②

트너에 머무는 한계

③ 협치 파트너와 시민사회라는 이중정체성으로 인해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조직의 성격을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할 연∙
대 조직으로 규정하고 활동내용으로 관악구 지역의제 설정 활동가와 주민 교육, , ,

민관협치 사업 발전과 모니터링 등을 논의함.

2016.05.20. 제 차 제안대회2 25

차 제안대회 후속모임에서 즉시 팀이 결성되어 설립을 추진한 시민협력플랫폼1 TF∙
에 대해 논의함.

시민협력플랫폼의 기능을 조직 구성과정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의견공유 및 수렴∙
의 장으로 정함.

2016.08.20.
공동조직을 위한

월 워크샵8

두 차례의 제안대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여 더욱 다양,∙
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기존 회의 참여자들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활동가들이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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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공동조직과 연대2.

관악공동조직은 기본적으로 연 를 통한 조직화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들의 연합방식이 연계가 아닌.

연 인 이유는 이들이 관악구 시민사회의 표성을 바탕으로 가치체계를 지니고 있고 나아가 실질적으,

로 권력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인 실천이기 때문이다 공동조직은 그 논의의 시작에서부터 직접적.

으로 연 를 내세우며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연 를 지향한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관악구 내 통합적‘ ’ ‘ ’ .

인 조직의 역할에 한 논의를 시작했던 차 제안 회에서 단체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기존의 관행1

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폭넓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행정과의 관계에서 시민사회의 표성을 저해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다 복잡해진 지역사회의 사안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

이 결집하는 것이 필요했고 행정 권력에 한 견제와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도 연 를,

통해 시민사회의 표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시민 활동가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차 제안. 1

회에서부터 공동비전을 수립하고 공동의제를 설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통합적인 조직의 목표 및 기능으

로 제시되었고 공동조직 의 이름이 정착한 월 워크샵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유지되면서 공동조직이, ‘ ’ 8

연 의 형태로 조직화될 것을 공고히 하였다.

연 를 통해 공동조직이 표하게 될 상징성으로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는 두 가지를 의도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관악 시민사회 자체를 표한다는 상징성이다 이 상징성을 바탕으로 개인 및 개별 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공동으로 심의하고 해결하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길러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러 있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의 질 향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두 번째.

로 이들은 동시에 시민운동가로서의 통일된 정체성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표하고자 하는 연 조직,

이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도입 아래 일부 시민활동가들이 협치 파트너로서 행정 일을 담당하게 되자. ,

시민 세력이 파편화되어 시민운동이 행정에 귀속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기존 시민운동가들과 협치

파트너로서 공무원이 된 활동가들이 모두 주민의 표자로서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

23 관악사회복지 홍선 운영위원과의 면 인터뷰 내용 참고(2017.04.19.) .
24 관악 시민사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제안서 차 제안 회 제안서 실제 차 제안 회에서 논의를 위해 쓰였던 문건으로“ (1 ).” 1

년 월 일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2017 4 27 .
25 관악시민사회공동기구 추진을 위한 차 제안 회 차 제안 회 제안서“ 2 (2 ).” 실제 차 제안 회에서 논의를 위해 쓰였던 문건으로2

년 월 일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2017 4 27 .

일자 활동명 과정 및 내용

곡사랑의 집에 모여 워크샵을 진행함.

공동조직이라는 명칭이 창안됨‘ ’ .∙
공동비전 형성을 위한 공론장 시민사회 대표성 그리고 협치과정에서 권력에 대한, ,∙
감시와 비판이 필요함을 근거로 공동조직의 필요성을 입증함.

이후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한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를“ ”∙
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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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필요가 있었다 이를 위해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는 두 가지 양식으로 발현되는 관악시민사회 구성.

원으로서의 정체성을 공동조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는 것을 지향한다.

시민운동의 기능이 비판과 견제라는 데모에서 시작해서 이러한 기능도 충실히 수행해야겠지만 행정“ ,

의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의 주체로서 우리의 주장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누구는 비판과.

견제를 하고 누구는 협치의 파트너로 들어가서 일을 할 때 하나는 시민운동 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운1

동 인 것이냐 우리는 큰 틀 안에서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하는데 서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일 뿐이라2 .

는 거죠 둘의 비전은 똑같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시민운동이 협치로. . (...)

들어가는 논쟁이 심각한 위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우리 시민의 힘이 분화되고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한 시민운동의 카테고리 속에 담아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우리는 비판과 견제에. (...)

서 일을 하든 협치에 들어가든 이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관악의 시민운동 역량을 잘 결집해

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박승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 )

이렇게 비전을 공유하며 견고하게 조직화된 연 는 기존 단체들이 모인 집합체로서의 연계와 달리

그 조직 자체로서 하나의 거버넌스를 이룬다는 의의가 있다 연계 형태의 조직에서는 민과 관의 거버넌.

스 구조만이 형성된다면 연 조직에서는 이중의 거버넌스가 도출되는데 민관 거버넌스와 더불어 연, ,

조직 내에서 민과 민 사이 차적인 거버넌스 구조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 속에서 먼저1 .

체화한 심의와 문제해결의 경험은 시민 연 조직으로 하여금 시민조직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표

성을 기르게 할 뿐 아니라 그들과 행정권력 사이 형성된 확 된 거버넌스 구조에서 협력 및 공동 활동,

을 더욱 원활히 수행하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함의를 지닌다.

문제는 과연 이렇게 연 를 통해 조직화된 항력이 관과의 권력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세력,

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이다 이 지점에 있어서 관악 시민사회에서 이전에 시도했던 연 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공동조직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부분 공동조직 이전의 관.

악구 연 조직들 관악시민사회단체연 회의와 참여자치 관악연석회의 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이전( )

연 시도의 한계를 활동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다.26 이에 이들이 현재 공동조직의 구성에서 이전

연 시도들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 지점들은 앞서 하디와 필립스의 권력의 세,

원천들을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물론 이 세 가지 지점들.

은 각 권력의 원천들과 일 일로 응하지는 않으며 상호중첩적으로 이 원천들을 만족하고 있다.

공론장1)

우선 관악공동조직은 구성과정에서 제안 회나 워크샵의 형태로서 끊임없이 공론장을 구성해왔으며,

26 인터뷰 과정 속에서 이들은 기존 연 조직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에서 최소한 공동조직은 를 하는 것을 목표로“ ~
하고 있어요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와 같은 내러티브 방식을 통해 공동조직을 기존 연 시도로부터 차별화.”( )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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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의 구성을 공동조직 자체의 목적으로 바라본다 공론장 이란 지위의 차이 없이 모. (public sphere)

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허락된 공간으로 공공의 보편적 이익 을 추구하려는 목, (general interest)

적으로 공론 이 오가는 합리적인 공간이다 일반적인 의견과 달리 공(public opinion) (Habermas 1996).

론은 개인 집단 또는 국가기관 등의 공익에 위배되는 권력 행사에 한 유효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격을 띤다 개인들의 의견은 사적 영역에서 공론장이라는 공적 영역으로 옮겨가 논.

의되고 동의를 얻음으로써 특정 개인의 견해로부터 탈피하여 공적 권력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권력은.

의사소통적 권력 으로 기능함과 더불어 그 공론의 내용이 제도나 규범으로 정(communicative power)

착될 경우 규범적 권력 으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연 에서 중시되는 질적 특성으로(normative power) . ‘ ’

서의 공통적인 신념과 가치 및 제도들은 공론장에서의 논의를 통해 형성되고 구체화된다 이에 공론장.

의 존재는 그 자체로 관악공동조직이 공동의 비전을 도출하여 담론적 정당성 을 지닐 수 있게 하는‘ ’

원천이 되고 또한 개방적인 공론장에서의 논의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인지된 공식적인 권위 가 형성, ‘ ’

된다는 점에서 공동조직이 실질적 권력을 지닌 세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관악공동조직의 경우 먼저 중간지원조직의 참여자들과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여러 차례 워크샵

을 통해 사회적 경제와 마을만들기의 통합 이라는 목표를 공유한 후 공론장으로서 두 차례의 제안‘ ’ ,

회와 워크샵을 통해 공동조직준비위원회가 꾸려졌다 관악구의 개 단체들이 공동조직 준비위원회에. 12

참여하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활동경험을 지닌 활동가들이 제안한 공동조직의 상은 모두

상이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 의 필요성에 한 합의점을 찾아가.

면서 공동조직이 강력한 연 조직의 형태를 띨 것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관악공동조직이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에게서 공존하는 협력적 성격과 적 적 성격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는 점 또한 공론장이 있었

기에 합의할 수 있었다.

공동조직을 바라보는 각 활동가들의 생각도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지금 그래도 몇 달 지나면서 격“ ,

주에 회씩은 계속 회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 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한3 1

이해도 조금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얼마 전 모임에서 생각하는 모양이 많이 비슷해진.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바로 당장 굉장히 강한 연 로 가기는 힘들겠지만 공동조직이 독자적인 의결권. ,

도 갖는 더 강한 연합과 같은 조직체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에 한 합의는 많이 이루어진 편이죠,

이명애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장( ).”

풀뿌리 네트워크2)

관악공동조직은 기존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운동 경험과 네트워크 구성 경험에서 비롯된 조직화

역량을 중시하기에 기존 풀뿌리 네트워크들의 역량을 활용하면서 관악공동조직 스스로도 풀뿌리 네트,

워크의 형태로 구성되고자 한다 기존 시민운동들을 통해 활동가들이 느꼈던 한계들은 활동가들 스스. ,

로 향후 활동에 있어 지녀야 할 구체적인 목표 및 원칙에 해 확신을 얻게 해주었다 즉 기존 관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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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조직들이 쌓아온 행정과의 상호작용 경험은 시민 활동가들로 하여금 민과 관의 의사결정 체계

가 같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그들 사이 존재하는 자원과 힘의 불균형을 완화할 만한 연 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게 한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다양한 풀뿌리 네트워크들로.

분화되어 다양한 이슈에서 얻은 경험들을 자양분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연정을 해야 하는데 연정이라는 것은 이여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탄탄히“ , 1 1 .

준비해서 리지 말자 공동조직으로 똘똘히 뭉쳐서 우리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 .”

박승한 관악공동조직준비위원회 위원장( )

나아가 관악시민단체연 회의와 참여자치 관악연석회의를 통한 연 운영의 경험은 하나의 단체를

통해 중앙적으로 연 체가 구성될 경우 재정적 시간적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ㆍ

지하게 해주었다 이에 이들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의 역량에 크게 의존했던 기존 활동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이 아닌 단체를 기본단위로 조직화하여 기존 단체들의 역량을 보존할 수

있는 풀뿌리 네트워크를 관악공동조직의 형태로 상정하고 있다 이처럼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차.

례의 관악구 빈민운동과 연계 및 연 로 요약될 수 있는 기존 관악구 풀뿌리 네트워크의 여러 경험들은

공동조직이라는 연 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자원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풀뿌리.

네트워크의 구성은 기존 시민단체들이 지니고 있는 인적 자산과 지역기반적 지식을 활용하여 자원의‘

통제 를 실현하고 기본 단위로 단체를 조직화해 공식적인 권위 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 ‘ ’

세력으로의 발전을 보증한다.

재정적 기반3)

연 에 기반을 둔 안적 항력이 실질적인 권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통제 에 해당하는‘ ’

조직의 독립적인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든 자금을 직접 조달하기는 어.

렵지만 시민조직의 자립성과 활동의 자율성 그리고 연 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점진적으로 재정적인,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동조직 준비위원회는 기존 시민사회 단체들이 사업 진행에 있어.

서 재정적으로 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과 연 기구인 참여자치관악 연석회의가 겪었던 재

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재정적인 기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재정독립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

여태까지 받은 관의 지원 중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이죠 난곡 도서관의 경우에도 천만“ .

원을 지원받으면 절반은 인건비 절반은 사업비인데 저희처럼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

사업을 진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략적인 상황은 단체마다 비슷하죠 이명애 관악공동. (

조직 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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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는 서울시 시민협력플랫폼 사업에 신청하여 년 월 일 관악시민협력플랫폼을 출범시2016 11 21

켰다 시민협력플랫폼은 년 월 서울시가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시한 사업으로 지역 협. 2016 6 ,

치의 주체인 민간이 행정보다 상 적으로 인력과 예산 부문이 취약하기에 별도의 역량 강화 플랫폼이

필요하고 자치구의 민간위탁 사업이 중복 또는 분산되어 시행되는 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시작되었다 년 총 개의 공모 접수가 있었으며 그중 관악구를 포함한 개의 자치구. 2016 10 , 9

은평 강북 동 문 광진 관악 성동 서 문 마포 강동구 가 최종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 , , , , , , , , ) (

혁신기획관 관악구 활동가들은 플랫폼 사업을 진행할 경우 오히려 자금과 인적 자원이 공동조2017).

직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를 했지만 플랫폼을 공동조직 추진과정에 전략적으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의했다 또한 공동조직과 시민협력플랫폼의 비전을 동일시하여 플랫폼의 목표.

역시 시민사회의 역량을 확 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은 예상되는 우려의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다.

플랫폼은 역량 강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주주의학교와 정책포럼 및 활동가 회를 개최하고,

소통의 장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인적 지적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공동조직에 부여한다 특히 서울시로부터 년을 단위로 가장 길게는 년까지 예산을 지원. 1 3

받을 수 있는데 지원이 중단된 후에도 공동조직이 자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악시민협력플랫폼은,

공익 기금 조성 사업들을 추진하여 기금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모인 기금은 활동가들의 성장.

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과 독립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플랫폼의 기금 조성 활동 역시 자원의 통제 를 통한 실질적인 권력 형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요‘ ’

원천이 될 것이다.

결론.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악구 공동조직 준비위원회 사례를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에서의 항력 의‘ ’ ‘ ’

중요성에 해 이해당사자들의 인터뷰 및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기존의 거버넌스 논의에.

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측면 즉 행위자들의 행정에 한 인식과 시민운동의 실패의 교훈이,

어떻게 안적 항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하였다 나아가 관악공동조직이 협력적 거버넌스.

안에서 관과의 권력균형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였다 비록 본 연구가.

일개 자치구의 사례에 기초하고 있으나 관악구의 경험은 다른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 사례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예시적 사례로서의 의미가 있(exemplary)

다 또한 논문의 모두에 지적했듯이 다른 지역 사례의 현실과 관련하여 분석적 일반화. (analytical gen-

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eralization) (Yin 2009).27 특히 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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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으로 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도화하고 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권력불균형을 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도구주의적 권력 수단에 기반을 둔 행정의 목표 달성이라는 행태주의적 인과론, (Weber 1947)

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과 구성원들의 사건에 한 인식 및 집단적 서사 공동(narrative),

의 기억 등이 거버넌스의 성패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collective memory) .

이는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 행태주의와 제도주의의 시각과 함께 구성주의적 해석주의적 접근 또한 필ㆍ

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Bevir 2009; 2013).

둘째 행정 권력의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순히 공청회 혹은 자치구 위원회와 같은 여론수,

렴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에 최종적 의사결정권한까지도 어느 정도 부여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들의 지역지식 과 집단 지성을 활용한 시민력의 강화 마을활동가들의. (local knowledge) ,

연 를 통한 풀뿌리 네트워크의 구축 재정적 기반의 확보 등을 통한 항력의 강화는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민관 이해당사자들의 세력균형,

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의견개진을 가능케 한다.

셋째 자발적 결사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의 의사소통권력 을 강화하고 다양, (Harbemas 1996)

한 시민정치의 기제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관악구의 공동조직위원회 사례에서 보이는 것.

처럼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공공정책에 한 안적 담론을 형성하고 생활의제를 발굴해내는

것은 시민사회가 행정 권력으로부터 포섭되는 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주민들로 하여금 기존.

에는 등한시했던 지역의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촉진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시민사회 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시민 없는 시민운동 공공성 및 전문성의‘ ’, ‘

결여 미성숙한 의사결정구조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동네 단위의 공적 의제를 직접 다루는’, ‘ ’

관악구 공동조직위원회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가 순기능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에.

도 구성원들 간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성적 토론과정을 통한 합의의 문화를 정착

시키고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공동의 정치경험 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골목단위로까지 공식적 비공식, ‘ ’ ㆍ

적 공론장과 시민정치의 채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27 각주 참고 서울시 곳곳의 동네 안의 시민정치 에 한 사례 연구로 김의영 외 참고10) . ‘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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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Dynamics of Altern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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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
A Case Study of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in Seoul

Dohyung KimㆍNakyung LeeㆍJiho KimㆍKihong Limㆍ
Wondong Lee Euiyoung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ㆍ

Abstract

As collaborative governance gained its academic recognition, careful re-evaluation of civil

society could lead to a more accurate understanding of governance in reality. To tackle

the problem of domination in collaborative governance, strengthening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could be an effective strategy for building civic capacity and thus

canceling out the existent power imbalance. Heretofore, Fung and Wright focused on the

dichotomy of adversarial and cooperative countervailing power and argued that only the

latter is qualified for truly collaborative governance. However, cooperative countervailing

power in civil society faces a potential risk of being 'captured' by public authorities,

degenerating into 'window-dressing' governance. Therefore, 'alternative countervailing power'

has the potential of promoting the democratic nature of collaborative governance since it

eclectically embraces both adversarial and cooperative properties of countervailing power.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in Seoul has been proffered as an exemplary case of

such and explicated in detailed historical narratives of local community. Moreover, 'Gwanak

Community Organization' could be considered as a distinctive institution which enables

sustainable solidarity among participants on the basis of public sphere, grass-root networks,

and financial resources. This case study is expected to shed a new light on the dynamic

inner workings of local democracy.

Key words: Collaborative Governance, Alternative Countervailing Force, Solidarity,

Civic Capacity, Loc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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