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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his study deals with local policies and field’s cases that show the meaning and value
of Autonomy community activities in the age of population decrease and low-growth. It
shows how the policies related to the residents' autonomy and community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have changed. The story is developed in two aspects. It introduces the
process of change of local government’s community policy and actual case of community
policy. Gwangju Metropolitan City has been promoting community activities since the 1990s
based on civil society, and now it is time to explore the Sustainable system and various
areas of self-governing community. There are many examples of activities of community
resources that experience local autonomy and collaboration system and make the youth’s
job, childbirth and child care programs. Changing the way of citizen’s life through the
community and developing new active power and resources in the region will be an
important premise for revitalizing the sustainabl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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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활단위 커뮤니티가 갖는 의미

최근 생활밀착형 마을공동체를 통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회복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만일 원
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양적 확장
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지원사업이 과연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요구와 결합되고 있으며, 궁극적
으로 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새로운 실험이 수반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공동체 정책이란, 일정한 생활 공간을 함께하는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자치적인 조직과
방식에 의해, 공동의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고 실천하는 일련의 활동을 제도적, 재정적으로 정
부가 지원하거나 제도적으로 보장해해 주는 정부활동을 포괄한다.
공동체 지원에 대한 정책적 효능에 대한 욕구가 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성과의 궁
극적인 지점은 도시에서 경험하는 시민의 공동체적 삶, 생활문화로 자리 잡은 공동체에 있다.
시민의 공동체적 삶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는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반
한 공적 참여활동과 조직구성 등을 통해 추측. 그 양상과 활동의 유형, 지속성은 다양하고, 체
감도를 측정하기도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시민들로 하여금 생활단위에서 여러 유형의 사회참
여를 경험케 하고, 이를 통해 마을 안 공동체 “자원”이 형성되고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 공동체의 개념
공동체(共同體) 또는 커뮤니티는 같은 관심과 의식으로 환경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으로 사람
들이 모여 하나의 유기체적 조직을 이루고, 목표나 삶을 공유하면서 공존하는 것을 말함. 또는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나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으로 정의된다.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공통의 생활공간에서 상호작용하며, 유대감을 공유하는 집단이며, 지
역공동체의 개념은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상호간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
소에 대해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다.
지역공동체란 지역사회라는 생활의 장에서 시민으로서 자주성과 주체성, 책임감을 갖는 주
민에 의해 공통의 지역에서 귀속의식과 공통의 목표, 역할의식을 갖고 공통의 행동을 하도록
하는 생활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는 지역성(locality), 사회적 상호작용(interaction), 공동의 유대(commontie, common
bonds)를 바탕으로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그 구성원들이 상호 안면성이 높은 상태에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신들이 같은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는 일체감을 갖는 상태를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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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로 인해 사람들의 경제활동이 주거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교통 및 통신수단의 발달로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도 교제할 수 있게 되면서 현대사회의 공동체는 전통적인 공동체보다
물리적인 경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지리적 근접성에 대한 중요성은 약화되었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보다는 개인적 친밀감･사회적 응집력･정신적 관여･감정적 깊이 등이 공
동체 구성요소 중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
지역공동체는 1990년대 중반의 전통적 촌락공동체와 마을만들기에서 비롯되었으며, 현대에
는 마을만들기라는 개념보다는 마을공동체 혹은 지역공동체라는 용어를 사용. 마을만들기라
는 용어는 일본의 마찌츠구리에서 유래되어 1990년대 중반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마을은 갑자기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 등에 따라 ‘만들기’가 아니라 복
원, 가꾸기 등의 용어를 선호하기도 하였으며, 또는 마을은 기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본주의 사회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마을을 파괴하고 등장, 확장되어 온 것이기에 도시에서의
마을은 새롭게 만들어져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마을’을 다시 고찰하고, 마을의 의미를
‘공동체’로 인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는 마을 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이 아니라, 마을이 공동체를 이루고 문화를 만들
어 가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의미까지 포괄, 즉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역공동체를 만들
어 간다는 적극적 의미를 내포하고, 이것은 현재 도시재생이나 복지, 사회적경제와도 연결되
는 지점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공동체는 지역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의 구성요소를 갖는
생활기반이 되는 범위이다. 마을 만들기가 ‘지역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디자인해 나가는 과
정이라고 하며, ‘지역공간을 중심으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활
동하는 다양한 활동’, ‘지역 소규모 생활공간에서 지역민 스스로 자립을 위해 협동적, 공동
체적 경제를 구조화하고,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대면접촉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행위와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지역공동체 활동과 정책의 형성과 발전
1990년대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던 마을만들기(지역공동체)의 전개과정은 맹아기(’90년대

중반 이전), 도입기(’96~’05), 도약기(’06-’08) 및 확산기(’08~현재)로 구분한다.
맹아기에는 본격적인 마을만들기(지역공동체 활동 및 사업) 이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도시빈민운동으로써 사회운동의 한 부분으로 진행. 특히 주민자치운동차원에서 저소득층 밀
집지역 중심 주민공동체 사업추진되었다.
1996년부터 2005년은 마을만들기 사례의 형성과 전파가 시작된 도입기로써 ‘걷고싶은 도

시만들기 시민연대’ 등 창립, 이 시기에는 마을만들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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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골목 만들기, 쌈지공원 만들기, 어린이 통학로 확보운동, 담장 허물기 사업, 아파트 공동
체 운동, 도서관, 사랑방 만들기 등이 전개되었다.
2006년부터 2008년은 마을만들기와 관련하여 정부사업 및 주민자치센터가 결합하는 도약

기. ‘06년부터 정부가 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마을만들기를 벤치마킹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결합되어 도약의 시기에 도입. 건설부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농림부의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등으로 전부처로 확산되었고 행자부는 중앙부처 뿐 아니라 지자체에

도 관련사업 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하는 지침을 시달하는 등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99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이 시기부터 마을만들기 사업과 결합하면서 2000년
대 후반부터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성
확보”로 분화･발전하면서 소득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커뮤니티 비즈니스
와 마을기업 등을 추진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민간차원에서 정부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를 결성(’06년)하여 마을활동가 모임과 토론회, 워크숍 개최하기 시작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는 지역공동체의 확산기로써 체계적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만들

기 지원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지역공동체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주민의 중간에서 지역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는 가교역활을 담당하였
으며, 지원조례는 지역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데 법적 근거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주민자치기반의 생활밀착형 공동체기반 활동을 다양하게
연계시켜 지역공동체 정책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도 지역공동체와 관
련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Ⅱ. 광주광역시 공동체 관련 정책현황
1. 광주시 공동체 정책의 확장
마을만들기를 시작으로 정책적 지형이 본격화된 2000년대 들어 광주 지역에서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확대되었고, 광주광역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선구자로서 지자
체 차원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해 오고 있다.
<표 Ⅱ-1> 광주광역시 마을공동체 활동 확장과정

초기단계
(199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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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부터 광주시 북구를 시작으로 마을만들기 사업 시작
․ 2000년부터 ‘시화가 있는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격적인 마을만들기 실천. 같은 해에
마을만들기 학습공동체 ‘좋은 동네를 만드는 사람들’ 구성되고, 시민교육 시스템 시도
․ 2004년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
․ 2006년 마을만들기와 주민교육, 활동가 네트워크 ‘살기좋은광주만들기네트워크’ 설립 및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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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정책지원단계
(2006∼2013)

․ 2006년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만들기’ 사업 시작
․ 2011년 행복한 창조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행정동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방식의 마을 지원사
업이 본격화
․ 2013년과 2014년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를 통해 마을공동체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 마련

확장과
협업단계
(2013∼현재)

․ 2014년, 광주시는 마을현장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광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 2015년부터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으로 실천하기 시작. 마을 공동체 단계별 지원과 마을 코디네이
터 지원, 자치구 역량강화지원 등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에서 주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약 300여개 사업현장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과 커뮤니티시설 조성, 마을환경 정비 등의 사업을 진행해왔다.
다른 사업과 비교해 사업내용이나 참여범위에 제한이 적어 주민조직을 비롯한 지역사회 단
체들의 참여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2004년부터 市차원에서 추진해온 마을공동체사업은 2013년부터 「아이디어 컨퍼런스」로

명칭을 바꾸면서 주민주도의 제안과 사업으로 추진되었고,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 공동주택
중심의 공동체 사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이 나서 작은도서관, 마을카페나 마을쉼터, 인문학당 등 커
뮤니티 거점 공간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마을의 자원과 인력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
업을 운영하는 등 그 영역과 주체도 다양화되고 있다.
각 자치구에서도 시설 및 환경정비 위주의 하드웨어사업에서부터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마
을학교 운영 등 활동가 양성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을 결성하는 한편 조례 제정을 통해 행정지원에 힘을
싣고 있다.

2. 제1차 광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계획 (2014~2017) 개요
□ 마을공동체 영역별 활성화 방안
‧ 마을자치 : 주민자치조직과 활동, 주민교육, 마을공동체사업, 타운미팅과 주민워크숍, 마을

규약 등
‧ 마을복지 : 돌봄과 보육, 교육, 사회서비스, 평생교육, 나눔과 봉사 등
‧ 마을문화 : 여가와 취미, 축제, 기초질서 등 문화마을운동
‧ 마을환경 : 거주지환경정비, 경관조성, 녹지조성, 공원조성 및 관리, 보행환경, 교통환경 등
‧ 마을경제 : 마을기업, 로컬푸드, 지역경제순환, 마을일자리, 공동작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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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공동체 철학과 원칙
○ 광주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바로세우고,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철학과 원칙, 기본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철

학

사람중심, 평등과 연대의 광주정신의 실천으로서 마을공동체 지향
· 원

칙

첫째,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주도의 원칙
둘째, 공동의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스스로 참여하는 자치와 참여의 원칙
셋째, 내일을 살아갈 자손에게 살기좋은 환경을 물려줄 미래세대우선의 원칙
넷째, 배우고, 공유하고, 실천하여 갈등은 풀고, 경험을 키우는 계속 학습의 원칙
다섯째, 우리가 가진 것을 가치있게 지키고 활용하는 자원발굴의 원칙
여섯째, 역량있는 주민과 활동가를 키우는 주민교육의 원칙
일곱째, 행정이 주도하지 않는 자율과 자립의 마을을 위한 행정 간접지원의 원칙

□ 비젼과 추진전략, 정책목표
[ 비 젼 ] “참여와 자치로 함께 사는 광주마을공동체”
[가치]

자치성 ․ 주민성 ․ 공공성 ․ 민주성

○ 자치성 : 공동체 구성원인 주민들이 마을의 필요한 일과 활동을 공유하고,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기 위해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일을 결정하고 추진코자 참여하는 실천
하는 주체성
○ 주민성 : 주민이 공동의 생활공간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인식하고, 참여의 의무를 실천하

고,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깨어있는 동력
○ 공공성 : 개인과 소수의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공감을 기반으로 한 공동의 문제와 이해

나아가서는 지역의 문제, 공적 서비스 등을 실천
○ 민주성 : 소외와 차별없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마을일에 참여하고, 토론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개방성

[ 정책목표 ] “신뢰와 소통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 실천과제 : 광주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기-중장기 사업
- 단기 실천과제(2015~ 계속)
① 마을교육, 현장형 인재양성과 자치교육의 생활화
② 마을공동체사업, 광주정신을 실천하는 좋은사례 만들기와 풀뿌리자치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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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역중간지원조직 설립, 안정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지속적 활성화
④ 자치구와 동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강화
⑤ 정책역량을 모아 광주시 마을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 중장기 실천과제
① 광주 마을공동체 자원조사와 데이터 구축 및 연계활용
② 광주 대표 마을공동체 사례 확산(복지, 문화, 인권, 아파트, 재생 등)
③ 광역중간지원조직 네트워킹 강화와 독립적 운영
④ 마을자치기반 확립과 커뮤니티센터 보급
⑤ 마을일자리와 순환경제 구축

3. 마을공동체 최근의 변화
2014년, 광주에서도 참여혁신단을 구성해 여러 부서 및 자치구에서 개별 추진하던 마을만들

기 사업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하였으며, 특히 「마을정책 조정회의」를 구성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칸막이 없는 마을정책의 실천을 의도했다.
마을정책 조정회의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사업을 총괄・조정하는 한편 정보공유와
기능의 나눔, 학습과 협력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는데, 마을정책 조정회의의 구성을 보면 분산
되어 있던 마을의 역량들이 다양하게 결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주광역시의 마을사업 관련부서 7곳(지역공동체 추진단, 인권평화협력관실, 여성청소년가
족정책관실, 사회복지과, 환경정책과, 도시재생과, 농업기술센터)과 市의 마을자원 관련부서 3
곳(청년인재육성과, 문화도시정책관, 일자리정책관실), 자치구의 마을사업 부서(주민자치과
등), 관련 단체 6곳(푸른광주21협의회, 자원봉사센터, 교육청, 광주문화재단, 광주평생교육진
흥원, 광주디자인센터)이 참여하고, 지역공동체 추진단이 총괄했다.
2018년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7개부서 10개 사업이 추

진 중이며, 마을교육공동체․커뮤니티공간조성․공유촉진사업․마을미디어지원사업(지역공동체추
진단), 인권마을(인권평화협력관실), 여성가족친화마을(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순환복지마
을 공동체(사회복지과), 광주형 도시정원(공원녹지과), 생태문화마을(환경정책과), 마을기업(일
자리정책관실) 등이다. (부서명은 민선 7기 조직개편 이전 명칭)
<표 Ⅱ-2> 2018년 광주시 지원사업 현황
사업명(부서)

사업비(천원)

접수

선정

마을별
지원금액(천원)

마을교육공동체
(자치행정과 마을팀)

547,000

45

37

8,000~25,000

커뮤니티 공간조성
(자치행정과 마을팀)

423,000

20

8

30,000~7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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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천원)

접수

선정

마을별
지원금액(천원)

50,000

23

5

6,000~13,000

80,000

16

9

5,000~15,000

120,000

16

15

5,000~10,000

150,000

42

15

10,000

100,000

62

16

4,000~10,000

861,000

62

33

5,000~25,000

생태문화마을
(환경정책과/지속가능발전협의회)

87,000

33

22

3,000~4,500

마을기업
(사회적경제과)

250,000

6

5

50,000

사업명(부서)
마을미디어지원사업
(자치행정과 마을팀)
공유촉진사업
(자치행정과 마을팀)
인권마을
(인권평화협력관실)
여성가족친화마을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순환복지마을공동체
(사회복지과)
광주형 도시정원
(공원녹지과)

Ⅲ. 생활단위 커뮤니티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마을거버넌스
1. 자치시스템의 일상화와 마을협업(協業)
개인화된 주민들의 공공영역에서의 활동을 촉진하는데 역점을 두던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
정규모로 성장한 마을자원과 주민수요가 다양해지면서 하나의 자치시스템으로 계속성을 갖고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지향하며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나 주민자치 기반의 공공서비스 창출 등이 이와 연계된 국정과제에 해당한다.
광주의 마을공동체 영역에서는 2018년부터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실천형 아젠다를 도출하
고, 각 영역에서 시스템과 실천, 주체가 구체적인 형태로 작동하고자 협업 중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역적 특성과 보다 원활한 주민활동을 지향하며,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
범사업과 광주협치마을 모델사업을 2016년부터 본격화하여 진행 중이다.
광주다운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갖는 형식성과 자문기능에 국한된 역할을
넘어 마을 민주주의와 협치를 실천하는 주민대표기구이자 플랫폼의 기능을 지향하며 기획된
것이다. 주민의 일상적 참여와 의견수렴이 가능한 주민총회와 아파트 주거율이 높은 지역특성
을 고려해 아파트분과를 두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국을 배치하여 마을활동가와 매칭하는
등의 디자인을 행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진행했다.
이와 동시에 마을의 다양한 자원이 공동의 목표를 함께하는 협치를 익숙하게 하는 광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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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을 모델사업도 진행 중이다. 다양한 마을조직이 마을주차나 쓰레기, 교육과 돌봄 등 공동
의 목표를 함께 역할분담하여 수행하는 마을거버넌스 모델인 것이다.
<표 Ⅲ-1> 광주마을공동체 6대 아젠다와 실천과제

공동체성 회복

자치의 일상화

숙의와 협동의 실천

살고 싶은
마을 재생

민관협치 강화
(광역/ 기초/
광역-기초)

➨

①
②
③
④

의지가 되는 이웃 만들기
마을모임 참여활성화
마을축제 (유무, 시기, 참여규모, 프로그램, 추진단체)
신뢰 높이기 (이웃, 지역사회, 지방정부 등)

➨

①
②
③
④

마을총회 확산 (유무, 시기, 횟수, 안건, 규모 등)
마을규약 제정 (유무, 활용정도, 자료확보할 것)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생활시간

➨

① 마을학교 활성화 (유무, 운영시기(개월), 학생규모,
프로그램운영, 예산규모
② 마을연구회 운영 (유무, 시기(횟수), 연구주제, 참여인원 등)
③ 마을비젼 수립과 실천 (유무, 수립시기, 활용정도(참고정도))
④ 마을협치 활성화 (마을협의체 유무, 참여단체, 협업사업 등)

➨

①
②
③
④

커뮤니티 공간 (국토부 자료 참고)
마을기반 사회적경제
마을녹지 확충
공유자원

➨

①
②
③
④

중간조직
협력사업
네트워크
주민제안

강화 (직원수, 지원액, 사업수)
현황
현황
정책화 현황(참여예산제 연계, 예산반영 등)

2. 마을 거버넌스 사례
1) 광주다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광주다운 근린자치 모델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과 적극적 역할부재라는 한
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고, 마을자원을 활용하는 현실적 주민자치회 보급모델을 만
들어내고자 출발한 것이다.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인 자치역량을 신장시키는 공간활용과 자원연계, 교육 등을 효과적으
로 엮어냄으로서 궁극적으로 공동체성과 자치성을 통한 시민 생활의 자치적 변화를 지향한다.
기존과 다른 형태의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 매뉴얼 마련이 성공적인 근린자치
제도의 전부가 아니며, 지역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근린단위에
서 다양한 시도가 추진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능성을 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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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조직도
주민총회 = 주민

자치구

(주민축제형, 주민토론형 등)

감 사
(위원)

광주형 주민자치회(임원)

고문(자문기구)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감사,
간사)

(동장, 주요기관 근무자
등 행정가)

⇣
⇣
⇓

위촉

⇑선정
위원선정
위원회

사무국
(사무국장, 사무직원 등)

예
시

교육분과

문화체육
분과

복지분과

洞 주민센터
(동 장)

아파트분과

‣ 구성 : 20~50명 범위내(조례 규정) 위원 선정

← 주민
협의체

동장추천
또는
공개모집

시민사회
단체

기타
주민조직

⇅
봉사조직
단체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조직
대표
•각 단체별 협의회(연합회)장을 동장추천 또는 공개모집

공개모집

•여성, 청년 등 봉사정신이 투철한 관내 시민

○ 주요특징
구분

위원
(위원구성 및
운영)

기능
(자치회
수행사무)

주요 특징
❍ 자치위원 구성의 민주성과 대표성, 개방성 확보
▸민관협동 지역 인적자원 조사
▸지역공동체 및 마을활동가·청년·여성 등 추천 또는 공모
❍ 행동하는 자치위원 환경조성으로 현장자치 구현
▸자치위원에게 명확한 역할주기 및 역할의 세분화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분과 설치 및 사무국 설치로 행정 자생력 확보
❍ 주민 자발적 중간조직 역할 수행 및 점진적 자치역량 강화
▸협의사무 : 마을발전계획 수립, 연계 공모사업 협의
▸수탁사무 : 자치센터 운영, 음식물쓰레기 절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자치사무 : 마을신문 발간, 주민총회 개최 등

공간
(주민자치공간
직접 운영)

❍ 주민자치센터의 참여와 소통 공간 제공
▸행정공간(주민센터)과 주민자치공간(주민자치센터)의 분리
▸주민자치공간 주민자치회 직접 운영, 지역 차별성 추구
▸ 야간, 주말 개방으로 다양한 계층 참여 및 주민 욕구 충족

지원

❍ 자생적 재정확충 노력과 운영공개로 투명성 확보
▸시범동 지원 : 자치구별 1개동 지원으로 형평성 유지
▸1차년도 균등지원, 2차년도 평가후 차등지원으로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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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주협치마을 모델사업
일상생활 속 주민공동의 문제와 과제를 주민과 주민조직이 모여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
스로 해결해가는 자치시스템이 작동하는 마을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지원되고 있다. 협치
마을은 다음과 같은 조건의 마을자원 활성화라 할 수 있다.
(where) 주민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얼굴을 마주하는 교류가 가능한 생활단위
* 협치마을의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동 단위로 계획을 수립
(what) 생활 속 공동의 문제나 주민제안 등 마을의제
(how) 다양한 주민조직 발굴, 네트워크체 구성, 주민총회 등 민주적 의사결정
(do) 마을공동체에 중심의 숙의와 협력

광주형 협치마을 모델사업은 광주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협치마을지
원사업은 자치공동체 지향의 마을공동체 활동을 목표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마을에서의 주
민자치와 참여가 정착될 수 있는 시스템과 과정, 주체 키우기이다.
협치마을의 핵심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제시된다.
① 다양성 – 다양한 마을주체 발굴과 주민참여 (소외없는 마을자치)
② 자치성 – 주민중심의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주민주도의 해결과정
③ 숙의와 토론 – 공동의 목표와 합의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민주주의
④ 체계성 – 마을활동자원의 연계와 협업 체계 갖추기
(규칙과 원칙, 운영체계와 방식, 공유와 공개, 평가와 개선, 인적구조)
⑤ 혁신성 – 과거와는 다른 변화와 전환의 실천

협치마을 모델사업은 참여대상 마을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공통적으로 거치도록 유도한다.
① 목표 설정
* 왜 협치하는가?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에 대한 마을 안의 목표와 방향 설정
* 마을에서 협치가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예시) 가장 시급한 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해야 할 일, 모두에게

이로운 일
② 주민총회 도입과 운영
* 모든 협치의 시작과 끝에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주민이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장치
③ 마을자원과 의제 발굴
* 다양한 활동자원 조사와 참여 촉진, 민주적 과정을 통한 마을사업 발굴
④ 추진체계 마련
* 협치마을의 주요 추진주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각자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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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역할, 추진 일정, 원칙과 규칙 등 마련
예시) 협치마을추진단 구성과 운영, 협치마을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협치마을연구회 구
성과 운영 등
* 조직구조, 운영원칙과 방식, 주요기능과 역할, 추진로드맵, 내규 등 마련
⑤ 과정의 기록
* 작고 소소한 과정의 기록, 진행되는 모습과 주민인식과 태도, 참여형태 기록
* 영상과 회의록, 녹취록 등 다양한 접근 시도
* 과정과 변화에 주목하는 기록
⑥ 마을협치 인재발굴과 육성

3. 사회적경제 기반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회 양극화가 심해지고, 기존 시장구조가 갖는 한계, 사회적 소외와 차별 등의 문제를 협력
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경제는 제도적 기반을 갖춰
가며 급성장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한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사회적 경제조직을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와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을 통한 삶의 방
식을 실현하려는 지향을 갖는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10년여 동안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우리 사

회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왔다. 해년마다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주요주
체들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급격한 양적 확대를 경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으며, 2018년 6월 현재 인증 사회적기업 1,978개, 예비사회적기업 856개, 협동조합 13,566개,
마을기업 1,514개, 자활기업 1,189개소가 설립되었다.
사회적경제 확장에 따라 경제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자립적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일자리가 창출되며,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로서 공동체성과 자치
성 신장, 사회안전망 구축과 같은 효과들이 기대된다. 성장과 변화 속에서 현장에서는 건강하
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연대와 협력이라는 핵심적 가치가 추상적 지향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공유되고, 실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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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요구와 실천노력이 연대경제와 전략적 활성화 분야 육성, 지역자산화 등의 구체적 형
태로 지자체마다 진행 중이다.

4. 활성화 사례
1)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광주어깨동무”
저출산 극복과 육아인프라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노력으로 다양성과 신뢰성을 갖는
육아환경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보육과 돌봄서비스가 민간영역에 위탁되면
서 이용자 입장에서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적 영역이 모색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광주지역의 공동육아 협동
조합 사례는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보육과 돌봄의 사회적경제 방식의 새로운 모델로
의미가 있다.
어깨동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2002년 한 시민단체 사무실 한켠에서 5명의 아이를
돌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03년 광산구 월곡동에 주택을 매입해 어깨동무
놀이방을 개원하였고, 2006년에는 광산구 송치동에 ‘햇살가득어깨동무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영아보육 놀이방, 유아보육 어린이집의 2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15년

에는 놀이방과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및 ‘광주어깨동무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햇살가득어깨동무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6개 소위원회모임과 방모임을 통해 운영과 보육 관
련 현안을 공유 및 논의하고 있으며, 소위원회모임은 각 가정당 하나 이상의 소속 의무를 가
지며, 조합의 경영을 위해 기획, 재정, 시설, 교육, 홍보, 장학 등 기능별로 구성된 회의체를
최소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방모임은 원아들의 반 단위로 결성된 회의체로, 월 1회 교사와 부모가 의무적으로 참석하여
보육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핵심은 타 보육시설과 달리 부모가 직접 보육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
으로 햇살가득어깨동무 어린이집의 경우, 방모임이나 소위원회모임과 같은 운영과 관련된 활
동 이외에도 1일교사, 야간보육, 주말청소, 대청소, 김장 등 각종 대소사에 부모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다. 또한 조합의 정기행사인 총회, 조합원 교육, 운동회, 동지제, 교육설명회 및 신입조
합원 유치 활동, 각종 재정사업 등에도 참여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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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광주 햇살가득어깨동무 부모협동 어린이집 운영 체계도

2) 청년들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공(利共)”
2015년 공동주거공간인 쉐어하우스에 살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어 조합원들과 함께

마을살이(일터와 삶터, 놀이터)를 함께 이뤄가는 협동조합 “이공”이 만들어졌다.
청년들의 공간 “이공”은 공간의 공유로 시작하여 마을과 지역, 타지역 청년들의
교류와 네트워크 거점으로 활성화되었다. 2016년 2월에는 8명의 기획단을 꾸려 마을살
이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주거공간 2호를 만들기로 하고, 원도심지역의 30년이 넘은,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공항아파트 17평 공간을 10개월의 셀프인테리어 과정
을 거쳐 조성하였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SNS에 자재비 마련 기부형 소셜 펀딩
을 통해 80% 마련하는 등 공유와 연대, 나눔의 가치를 실천방식으로 연계시키는 새로
운 시도가 있었다.
청년들의 마을살이는 마을문화재로 이어지면서 1달에 한번씩 지역주민들과 함께하
는 문화행사와 참여프로그램으로 이어졌고, 마을의 어르신과 기관들이 후원과 공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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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주체로 확대되면서 세대간 소통과 주체 다양화로 진화하였다.
청년들의 일터인 송정마을카페 이공은 청년들의 온전한 마을살이를 위한 마을 안에
서의 일자리이다. 아름다운 송정씨라는 마을기업의 위탁주체로 “이공”이 선정되면서
2017년 3월부터 청년 4명이 일하는 마을기업이자 일터로 활성화되었다. 이들은 찾아가

는 마을카페와 교육, 여행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 청년들이 사회적기업가로 성장하도
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문화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을과 마을주민을
연결시키고, 청년들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은 “이공 TV"미디어와 컨텐츠로 확장되어 더
많은 청년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Ⅳ. 생활단위 공동체 활성화 조건
1. 지역자원발굴과 활용을 근간으로 한 주민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지역주민의 특성과 수요가 반영된 비즈니스
모델찾기와 주민의 역량과 자존에 바탕을 둔 커뮤니티 활성화가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가 공
급과 수요의 주체가 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가장 강한 자긍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
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델과 커뮤니티 활동의 주요 소재를 찾는 접근이 필요하다.

2. 지속가능한 선순환적 공간과 자원의 연계
주거환경과 커뮤니티 공간에 기능적 프로그램과 비즈니스적 요소를 결합하는 시도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커뮤니티센터 등 근린거점에 지역 대학 재학생과 졸업생이 활동하는 스타트
업 조직이 상주하거나, 사회복지관련 사회적기업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상적 기능을
수행할 주체와 인적자원이 공간에 머물러야 한다. 그 자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면 더욱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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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양한 계층과 세대를 아우르는 변화와 수용, 유입과 조화
커뮤니티 활동은 주체의 다양성, 상상력의 확장, 변화에 대한 수용성, 자원의 유입을 위한
개방성, 자치와 공유를 통한 조화 등 주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작동방식을 제안한다. 주민학습
과 참여활동을 촉진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젊은 세대의 일터이자 거주지로의 변화
를 통해 다양한 세대와 직업군을 가진 새로운 유입인구를 확장해 가야 한다.

4. 다양한 영역을 발굴, 선택지 확장의 실험적 도전
정부에 의해 양적 확장을 경험한 사회적경제 영역이나 도시재생이 더 많은 일자리, 수익을
내는 것이 가능한 분야로의 개척을 권장한다. 지금의 환경은 자기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다
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저해한다. 공공성이 담보되고, 사람중심의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비영
리영역, 시장에 위탁된 공공서비스 영역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수요를 제공할 현실과 가치를
아우르는 실험적 활동이 필요하다.

5.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인프라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과 다양화를 위해서는 도시재생영역, 마을공동체 영역,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주민활동과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마을공동체 생
태계 조성이 관건이다. 이러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시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에 묶인
제한적 분야가 아닌 다양한 영역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과 지원조직과 주민조직이 필요하다.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마을기금확보나 지방정부 차원의 중간조직의 적극적 활동이 보다 현실
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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