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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체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제도설계의 논리와 과제 -

전준구(전주대학교)
이 연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 논리상 내재적인 문제
를 탐색함으로써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대기
(2015)를 맥락체계와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양 시기 모두 맥락체계(역사성과 정치성)에 대한 인식
정도가 매우 낮았으며, 협의체가 추구해야할 가치와 사명, 개념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하여 협의체의 구
조와 역할이 모호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협의체는 명목적인 운영으로 민간의 실질적인 참여가 매우
제한적임을 살피고 있다. 연구결과가 함축하는 바는 복합체계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맥락체계를 전제로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이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용하다는 점이다.
〔주제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복지거버넌스, 복합체계, 제도설계〕
I. 서론

이 연구는 지방화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1)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아
직까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15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되었고(이현주 외, 2002), 개정된「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2). 본격적
으로 2004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군·구에 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제1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에 지역사
회복지협의체를 둔다([시행 2004.7.31.]. 그 후, 지난 2015년 7월부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
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다 확대·개칭되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역사회보장(복지)협의체, 혹은 협의체로 사용하고자 한다.
2)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 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
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보건복지부.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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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핵심기능인 지역복지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초기 연구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적용방안(이현주, 2003 ; 김
창기, 2007) 등이 있으며, 그 후 제1,2기 경험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 등을 살펴 개선 및 활
성화방안에 대한 연구(류기형 외, 2009 ; 김창기 외, 2009 ; 안혜영, 2010 ; 송재복, 2011), 협의체
에 대한 평가(이재완 외, 2012 ; 이재완・최영, 2011),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채현탁, 2014) 등이
있으며, 제3기 경험을 중심으로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정(윤철수외, 2016 ; 전준구, 2018) 등 많
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읍 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에
관한 연구(이영글 외, 2019 ; 정아원 외, 2020)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행과정에서 나타나는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
거나 관련규정을 제·개정하고, 적용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
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거버넌스 이론에 근거하여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거나 참여자들의 권력자원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연구들(류진석, 2011 ; 김우중, 2013
; 채현탁, 2014 ; 함철호, 2015)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실적 한계점
은 계속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개해 보면, 협의체의 설치목적에 따라 제대로 운영되고 있
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거나(이재완・최영, 2011), 대표협의체의 위원들의 긍정적 태도와
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활성화되지 않거나(이성로, 2009),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민관 모
두 실질적 참여가 결여되어 형식적 참여에 머무르고 있으며, 협의체의 기대수준과는 달리 현실
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김우중, 2013). 특히 선행연구들을 종합한 함철호(2015)에 의하
면 민과 관의 불평등한 권력자원에 근거한 민의 동원적 참여수준이 현실적 특징이라 살피고 있
다. 현실적으로 협의체의 운영수준은 낮은 반면에, 협의체에 대한 열망(기대)만은 높다는 것이
다. 그 후 제3기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정 연구(윤철수외, 2016 ; 전준구, 2018)에서도 여전히 공
무원들의 낮은 참여, 미래지향적이지 않은 지역복지계획 등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
다. 최근 들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연구
역시 지역복지거버넌스로는 많은 한계점이 있는 것으로 살피고 있다(최항순, 2020).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기대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아직도 협의체의 민관협치는 형식적인
참여로 인하여 실효성보다는 단순한 기대나 열망의 수준에 마무르고 있거나 다분히 명목적일
뿐이며, 지역성과 참여성이 확보된 미래지향적인 지역복지계획을 기대하기에는 크게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파악된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복
지거버넌스로서의 역할을 정립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제안들은 어떤 한계점을 지니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여전히 지
금까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혹여, 다른 잠재적인 원인이나 그동안 소홀히 다뤄지고 있는 부
문과 관련되거나, 제도설계 자체의 내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등의 궁금증
이 발생한다.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안고 있는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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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복합체계(complex system)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논리
를 분석하여 내재적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론 및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과정에서 맥락상황(역사·정치·법체계)은 제대로 고려하고 있는
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사명은 정립되어 있는가? 그리고 구성과 운영은 적합한가?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하여 제도설계과정에서 내재된 잠재적 문제점을 발견하고, 정책적 함의를 살펴
보는 일은 협의체의 실효적 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며,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제도설계과정에 내재된 문제를 발견하는데 초점을 두어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
어 질 것이다. 복합체계인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계논리를 분석하는
데는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거치는 동안, 그 당시의 제도형성이나 변화과정을 다룬 관
련 선행연구, 관련 법규나 규정,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지침
이나 안내서 등을 검토・분석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제도설계과정에서 지역의 고유한 맥락체계(contextual system : 역사·정치·
법체계)는 반영하고 있는가? 이러한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은 도입기(2003)와 확대기(2015)를 거
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선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 제도설계과정에서 협의체가 지향해야할 목적·수단체계(purposive
·mechanism system : 사명·구조)는 상응하는가? 즉, 목적체계(purposive system : 사명)는 정립되
었으며, 수단체계(mechanism : 구조)는 목적과 상응하고 있는가?, 이러한 목적・수단체계는 도입
기(2003)와 확대기(2015)를 거치는 동안, 어떤 변화가 있으며 개선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1. 복합체계로서 제도설계의 논리
제도설계(institutional design)에 대한 이해는 제도를 인식하는 접근방법에 따라 다양한 견해
를 보이고 있다.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3) 입장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historical
institutionalism), 합리선택적 제도주의(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사회학적 제도주의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등으로 대별하여 이해되고 있다(정용덕 외, 1999 : 하연섭, 2011).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중층구조(multi-level framework)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사실적이고
3)신제도주의는 국가기관의 공식적 법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구제도주의(old institutionalism)와는 구별
되지만, 신제도주의,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와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라고 살피고 있다. 첫
째, 제도가 개인의지를 설정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한다. 둘째, 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셋째, 국가를 자율적 행위자로서 상정하고 강제력을 지닌 존재라 상정하고 있다(Robertson,
1993 ; 정용덕 외, 1999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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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 측면이 있는가 하면 가치적이고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체계(complex
system)로 살핀다(G. Majone, 1989 ; 전준구, 2000 : 156 ; 하연섭, 2007 ; Lowndes &
Lemprière, 2018). 제도는 단편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이 상호 의존
되어 있고,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tightly coupling) 한쪽 측면만을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복합체계라는 것이다.
복합체계로서 제도설계를 강조하는 연구들은 이러한 신제도의자들의 연구 성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신제도주의자들은 행위자의 선택을 규정하는 게임규칙에 초점을 둔 합리적 제도주
의 입장과 상황적 맥락과 경로의존성 등을 강조하는 역사적 제도주의자 사이의 상호 통합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Lowndes & Lemprière, 2018 : 227). 한편으로 합리적 제도주의자들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되는 상호 작용의 효과와 문화적 규범의 역할을 통해 상황적 요인의 영
향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Ostrom, 2005 : 27), 다른 한편에서 역사적 제도주의자들
은 구체적 상황 하에서 행위자들의 규칙에 대한 해석과 선택에 관심을 가지면서 ‘행위자를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고 주장한다(Steinmo, 2008 ; Mahoney and Thelen, 2010).
합리적인 제도설계의 논리를 강조하는 신제도주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아무리 합리적으로 잘 설계된 제도라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제도설계란 것이 도구적이고 기능주의적 시각으
로만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부언하면 신제도주의에서는 지나치게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성적
인 노력을 강조한 나머지, 역사적 과정과 맥락상황(context) 등을 등한시하거나, 상호작용과정에
서 권력관계(political relationship)를 소홀히 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원래 기대한 효과가 나타나
지 않을 수 있다(Moe, 2006 ; 하연섭, 2011)는 것이다.
이처럼 신제도주의이론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상호작용의 관력관계, 그리고 합리적 선택 등의
측면 이 함께 고려되는 복합체계로서 제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신제도주의 관점은 지역사
회보장협의체가 갖는 내재적 문제를 탐색하려는 본 연구에서 보다 큰 의미를 갖는다. 복합체계
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
부터 중층적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제도설계는 지역사회의 역사적 맥락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뤄져야 할 것
이다. 둘째, 협의체의 실질적 참여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다양한 주체(민-관, 민-민, 중앙-지
방 등)간 정치적 상황과 권력관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
성적인 노력으로써 합리적인 선택에서는 목적-수단체계가 상응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복합체
계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역사적·정치
적인 맥락체계에 대한 전제하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결국, 복합체계로서 제도설계란 역사적·정치적인 맥락체계(역사, 법, 정치) 하에서 지향해야
할 목적체계(사명)와 구체적 실현을 위한 메카니즘인 수단체계(구조) 사이의 상호 대응성(상응
성)을 확보하는 의식적인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제도설계란 역사적, 정치적 상
황 하에서 달성하려는 목적체계와 조작 가능한 수단체계를 적합하게 상응시켜나가는 일련의 의
식적인 노력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란 특정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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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의 맥락체계 속에서 지역복지증진이라는 목적(사명)과 적합한 기제(mechanism:수
단)를 상호 대응시켜 나가는 일련의 의식적인 노력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제도가 맥락상황 하에서 ‘목적·수단의 합리적 연결체계’임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과정
에서는 제도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체계 역시 중요하다. 애매하거나 혼란스러운 목적규정은 합
리적으로 수단을 연결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복잡한 제도 상황에서 명확한 목적규
정이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제도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불필요
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지향하려는 목적체계에 상응하는 수단체계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목적체계를 보다 통합적으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상황과 함께 목적체계에 대한 노력은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한국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이해되어 왔다. 대별해 보면, 협의체를
지역복지 ‘전달체계(delivery system)’로 살피는 연구(지은구, 2006 ; 정지웅외, 2015), 이해관계
자들의 의사소통과 연계에 초점을 두어 ‘네트워크(net work)’로서 살피는 연구(초의수, 2008 ;
류기형 외, 2009; 최균 외, 2013 ; 김진 외, 2015), 그리고 지역복지문제의 해결방식인 협력과 협
치를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로 살피는 연구(김창기, 2007 ; 채현탁, 2014 ; 김대중,
2013)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엄격하지 않아서, 다른 연구에서는 네
트워크와 거버넌스의 의미가 혼용4)된 의미(강창현, 2002 ; 류진석, 2011 ; 안혜영, 2013 ; 함철
호, 2015)로 사용하거나, 전달체계와 거버넌스 로 결합한 의미(김보영, 2013)로 살피는 등 다양
한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에서 거버넌스의 개념5)은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흐름에 따라 대두된
것(김보영, 2013)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었다. 주로 과거 정부실패에 관심을 두고 작은 정부와
정부의 역할축소, 그에 따른 상대적인 민간 및 시장의 참여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
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정부주도가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독점적이고 전담적인 역할에
서 벗어나 민간부문이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거나 기능의 분담을 통하여 복지문제를 해결하
는 민관-협력적 구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오래 동안 진
4) 안혜영(2013)은 협의체를 거버넌스(governance)기능과 네트워크(network)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피
고 있다. 거버넌스는 민간과 공공이 협의적 의사결정(협치)의 개념 하에서 의사결정 및 심의하는 기능인
데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 되며, 네트워크는 주체별, 지역별 연계와 네트워크기능으로 협의체 내의 사
업과 관련하여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을 하는 기능으로 주로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수행한다는 것
이다.
5) 국내 거버넌스 연구 동향을 분석한 장지호·홍정화(2010)는 서구에서 출현한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에 기반
을 둔 새로운 국정운영으로서 거버넌스”와 우리나라에서의 “참여적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를 구분하기도 하면서 기
본 연구들을 국가중심, 시장중심, 시민사회중심의 거버넌스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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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온 관주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독점적인 정부 관료제 중심에서 벗어나 민관 간의 권
한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복지거버넌스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피고 있는 류진석(
2011)은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사회복지기관, 민간업체, 지역사회단체, 이용자집
단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삶의 변화를
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김보영, 2013 : 124 ; 최현탁, 2014 : 179)에
서는 지방정부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진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또 민
주적 위임을 받은 공적 주체로서 지역사회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트워크의 협의·조정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다.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인 참여가 중요한 요건이 된다. 학자들 간에 다소 상이한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여기서 실질
적 참여6)란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행,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다양성, 대표성, 포
괄성 등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참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관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김우중(2013 : 3)은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거버넌스
는 ‘실패’라고 까지 단언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참여를 보장하는 보다 구체적인 장치가 없을 경
우에는 자칫 실질적인 참여보다는 수사적인 구호에 그칠 수 있으며 이는 필연적인 “거버넌스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성공하기 위한 우선
적 조건으로 실질적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의미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이해되고 있
7)
다 . 보다 광의의 거버넌스로서 협의체는 전달체계나 네트워크8) 등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이 아
6) 실질적 참여의 중요성을 다음의 (예)에서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다. 딜레마가 예견되어 새로운
문제해결기구를 설계해야 하는 경우, 제도설계가 단일한가, 다수인가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
이다. 만일 제도설계자가 단일하다면 제도설계과정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만, 그 제도로 손해가 예상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제도설계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제도설계가 다수인 경
우, 문제해결기구의 설계과정은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문제해결기구 구성에 성공한다면, 이해당사자들
의 수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소영진외, 2009: 19)
7)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념은 다양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를 협의체 구성대상이나 역할의 범주
면에서 협의와 광의로 구분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관련 이해 당사자들
의 모임인 ‘직능단체’ 간의 상호협력과 연계체계로 이해되는 경우로 이는 서비스공급자 중심의 이익집단
적 성격으로 폐쇄적인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또한 중범위한 의미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포괄적인 운영주
체에 초점을 두어 중앙과 지방,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네트워크 조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살피기
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사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체계로 살핀다는 점에서 정치적·권력적
상황을 소홀히 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복지거버넌스’로 파
악하고자 한다. 여기서 ‘지역복지거버넌스’는 지역복지계획의 운영주체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복지의 수혜자와 비용부담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에게로의 개방성과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한 정치·사회적인 통합성을 포괄하는 광의의 의미로 확장가능하기 때문이다.
8)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기본개념으로 네트워크(network)를 공식적 비공식적인 사회적 결속
의 결합으로 이해하고, 그 구조적 성격을 그물망의 형태와 느슨한 연결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는 데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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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협력적-동반자적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한다. 협의체의 핵심적 기능을 미래지향적인 지역복
지계획에 초점을 둔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욕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민간과 관간
의 상호·협력체계에 주목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협의·조정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협
치와 동반자적 파트너십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의의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
협치적 의사결정구조’를 강조하는 의미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민관) 간의 연계체계, 전달
체계, 그리고 파트너십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파악할 것이다. 이를 지방자치의 이념인 주민자치
와 결부시키게 되면,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치나 협력적 동반자 역할은 더욱 중요해 질 수 있다.
이성로(2009)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시민사회 내에 존재하는 자발적·자율적·자기 조
절적 성격을 지닌 기구’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민관의 협력적 동반자 역할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지역복지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실질적 참여’는 성공요건이자 필수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특히 복합체계로서 협의체는 실질적 참여가 보다 중요한데, 실질적 참
여가 확보되지 않은 협의체는 복잡한 맥락체계 하에서 휘둘림의 대상이 되거나, 참여를 가장한
채 관주도형의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가 성공
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협의체의 목적(mission), 역할(role)부여, 위상
(position)정립, 구조(structure) 등이 실질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여
기서 위상과 역할은 협의체의 목적 실현을 위한 기반이자, 협의체가 ‘할 수 없는 일’과 ‘꼭 해야
만 하는 일’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9) 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성공적으
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과거 관주
도적인 복합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특히 만간부문 참여자들)이 실질적인 참여기능이 수
행될 수 있는, 그런 제도설계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3. 연구의 분석틀
이 연구에서는 앞서 살핀 연구문제에 따라, 역사적·정치적인 맥락체계(역사, 법체계) 하에서,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향해야 할 목적체계(사명), 그리고 실행해 나가
는 수단체계(구조) 등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의 상호 대응성(상응성)10)을 살피게 될 것이다. 이
통적이라 볼 때, 느슨한 사회적 결합으로서 네트워크(연결망 조직)만으로는 전통적인 관료제의 역기능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 참여를 통한 관주도적인 관행을 벗어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여기서 역할(role)이란 제도설계과정에서 ‘의식적으로 부여한 기대되는 행위’, 혹은 ‘목적달성을 위
하여 정립된 위상에 따라 꼭 수행해야할 기능이나 행위’라고 정의한다. 또한 위상(position)이란 ‘복잡체계
안에서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행해야할 기대되는 행위(역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법적 공식적
권한이나 지위 ’라고 정의한다. 위상과 역할은 위로는 목표체계를 아래로는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위계성
을 갖게 되며, 동시에 목적, 위상, 역할, 구조 간에는 상호관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제도설계과정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려할 때, 이들 간의 상응성은 의식적인 설계과정에서 중요한 설계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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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맥락체계(contextual system) : 역사·정치·법체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맥락체계는 목적·수단체계의 외생변수이자 이를
구속하는 상황변수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도설계과정에서 인간의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노력을
강조하는 합리적 선택은 중요하다. 하지만, 또 다른 신제도주의자들은 역사적 맥락(context)과
정치적 관계(political relationship)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협의체 설계과정에서 목적·수단체계의 구성에 앞서 관련법의 역사와 체
계성, 그리고 정치적 관계성 등을 살피는 일은 중요하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협의체의 맥락체계로서 복잡한 법적 구성체는 협의체의 위상을 결정할
것이고, 그 위상에 따라 정치적 권한과 역할 등이 부여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맥락체계의 상황
조건 속에서 목적·수단체계는 작동될 것이기에 제도설계과정에서 선행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
요한 요인이 된다.
지역복지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정치
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 낼 수 있을 때 그 존재의미가 높아질 것이다. 협의
체의 의사결정권한은 협의체의 위상에 따라 행위자들의 다양한 참여형태와 정도에 영향을 미치
고, 참여자와 협의체 역량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맥락체계 하에서 협의체 위상은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형태를 결정하는 선행변수가 될 것이다. 맥락체계 하에서 지역사
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개념화(conceptualization) 역시 제도설계과정에서 중요하다. 협의체가 지
역사회(community)를 배경으로 역할수행이 이뤄짐을 고려할 때, 지역사회의 역사성과 정치적
상황 등은 협의체의 성격규정과 개념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목적·수단체계(purposive·mechanism system) : 사명·구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와 사명은 지역주민들의 변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복지증진)에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협의체의 핵심역할이자 존
재 의의(미션)가 된다. 이러한 가치실현은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integration)11)을 통하여 구현
10) 여기서 목표-수단 간의 상응성이라 함은 논리적 인과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인과성은 시간적
선행성을 전제하지만, 상응성에서는 상호적이라 살핀다. 물론, 목표-수단체계에서 규범적(소망성)으로 목
표가 시간적으로 우선이지만, 실현가능한 현실성을 고려할 때, 이들 관계를 상호적이라 살피는 것이 보다
타당해 보인다. 예컨대 우선적으로는 목표지향적인 수단을 고려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절한 수단이
개발되지 않거나 현실적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목표수준을 변경함으로써 목표-수단의 상응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 물론,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접근과 논의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의 중요 역할을 통합적인 지역복지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여기서 통
합성(integration)은 위계적 통합성만이 아니라, 정치적, 논리적 통합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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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다양성과 이질성을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전략적으로 통합하
고, 이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낼 수 있을 때, 그 존재가치가 높아진다(전준구, 2018).
여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체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협의체 구성과 운영방
식이 달라질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복지계획의 통합성 정도는 달라질 것이다. 협의체의 위
상과 역할, 구조, 그리고 구성 및 운영원칙 등에 관한 설계는 협의체가 구현해야 할 성과
(performance: 지역복지증진)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기제(mechanism)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협의체가 추구해야 할 가치실현(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역할과 위상을 부
여할 것인지,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등은 협의체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 될 것이다. 협의체의 위상은 협의체의 개념정립과도 관련이 있다. 위로는 목적체계(이념·가
치)와 아래로는 수단체계(구조)와 상응해야 한다. 협의체의 목적체계에 의하여 위상은 정립되어
야 하고, 위상은 역할(role)을 부여하며, 이러한 역할에 상응하도록 구조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
이다12).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단위에서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구조
(structure)가 설계되어야 한다. 조직에서 구조는 목적체계를 달성하는 수단(mechanism)이 되기
도 한다13). 조직의 구조는 조직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권력, 권한, 책임, 체계의
실질적인 배열과 위상을 의미한다(최성재외, 2016 : 171). 이런 의미에서 구조는 집권성, 복잡성,
분업화 등을 포함한다. 협의체의 구조설계는 맥락체계가 고려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되, 앞서 논
의한 목적체계, 위상정립, 그리고 역할부여 등과 상응하도록 이뤄져야 할 것이다.
Ⅲ. 제도설계의 분석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 맥락체계(contextual system) : 역사·정치·법체계
2000년대 이후,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방화에 따른 급속한 환경변화
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새로운 매카니즘으로 지역복지거버넌스에 주목하게 되었고(최현탁,
2014), 지역복지의 실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역복지거버넌스는 인식되었
다(류진석, 2011). 그렇다면, 지역복지거버넌스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과정에서 역사
12) 물론 ‘구조와 행위’에 대한 논의는 사회학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다. 여기서는 구조와 행위간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하여 상응성이라 표현하고자 한다. 하지만, 제도설계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의식적인
제도가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는 구조주의적 입장을 취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는 의도적이며 의식적으
로 설계된 구조에 의해서 행위가 부여된다고 가정한다.
13) 목적과 수단 사이의 상응정도를 결정해 주는 것은 그것을 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부여라
볼 수 있다≪목표 ↔ (위상·역할) ↔ 구조≫. 예컨대 맥락체계 하에서 협의체가 지향해야 할 목표체계는
수단체계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볼 때, 수단체계인 구조설정은 구조와 목표 사이를 중재하는 위상과 역할
을 통하여 목적체계와의 상응정도를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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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맥락체계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특히, 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논의되기 시작되는 도입
기(2003)와 확장기(2015)에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2000년대 들어 정치・사회적으로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지게 된
다. 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기본단위이자 실시 주체로서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였고, 이러한
일환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논의는 급부상하게 된다(이
현주 외, 2003). 그리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단위 중심의 복지행정이
추진되는 것도 같은 시기의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기존의 역사적 맥락(경로의존) 속
에서 체계적인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부언하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새로운 매
카니즘이나 파라다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오래 전부터 지역사회단위에서는 나름대로 기존
체계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역할을 수행해 왔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지역복지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관주도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관행화된 기존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매카니즘이나
파라다임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협의체에 대한 제도
설계가 이뤄지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관련법에 근거하여 어떤 형태로든 지역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14). 이러한 기존의 법적-맥락
체계(경로의존 상황) 하에서 새로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것이다. 당시 지역사회복지협
의체라는 새로운 제도설계는 과거에 지속되어 온 관주도적인 관행과 기존 법체계 속에 위치하
여 논의가 시작된 것이며,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살펴보면, 협의체는 논의 시작단계인 시
범사업단계에서부터 협의체에 대한 성격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갑론을박이 이뤄질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당시,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되게 된 사회적 배경을 문헌검토를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05 ; 2015 ; 2017). 첫째, 지방분권
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관련 제공기관과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다. 셋째, 지역사회 공동체 기능의 회
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필요성이다. 넷째로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에 대한
조직화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는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 환
경변화를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포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상황변화에 대한 맥락 측면에서 살필 때, 전체를 종합하여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부족했
14) 당시 2000년대 초의 상황에서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헌법
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헌법 제117조)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역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제5조 제1항)고 규정하면서,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예시하면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을 예시하고 있다(제8조 제2항). 이처럼 기존의 다양한 법체계 속에서 지역복
지증진과 관련된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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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언하면 협의체의 추진배경을 이해함에 있어 당시 상황을 통합적으로 체
계화하기 보다는 당시 상황들을 나열하고 있어, 협의체의 존재의의나 성격과 개념 등을 정립하
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통합적으로 체계화 되지 않은 채,
단순한 나열은 자칫 특정 세력에 의하여 자의적인 해석이나 어떤 편향적 관점을 관철시키려는
다른 의도를 방치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15). 특히 협의체가 기존 관주도형의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여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추진배경을 협의체의 성격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부분은 협의체의 성격
을 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둘째부분은 공급기관 간의 연계·협력의 일환으로, 셋째부분은 사
회자본 형성 등 네트워크로서, 그리고 넷째는 통합정보망 구축 등으로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살필 수 있다. 제도형성과정에서 추진배경에 대한 인식이 그 제도의 필요성과 성격을 규
정하는 배경이자 전제요건임을 고려할 때, 제도설계과정에서 배경설정은 포괄적인 하나의 틀 속
에서 통합적으로 제시될수록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협의체의 추진배경에 대
한 인식은 체계적인 노력에 의하여 통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결과는 협
의체에 대한 혼란한 성격(개념)규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살필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전달체
계의 개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트워크와 정보망 구축 등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이 도입기(2003)부터 줄곧 관찰되고 있는 상황이다16). 이는 협의체에 대한 성격규정이 통합
적 관점에서 이루어지거나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규정되지 않은 채, 목적규정이나 조직의 구조
를 설계할 수밖에 없는 제도설계상의 한계를 노정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도입기의 제도설계과정을 살피고 있는 선행연구(이현주 외, 2003 : 71)에서
도 관찰되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체계적인 개념도 완성되지 않았
고, 실체도 존재하지 않은 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안에 하나의 조항으로만 명목적으로 있
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당시 시범사업 평가 결과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의 논거가 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17). 이는 제도설계
과정에서 협의체가 지향해야 할 가치 등을 중심으로 그 성격과 개념이 통일적으로 재구성되어
15)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뤄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시범사업이 관련법(사회복지사업
법)의 개정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항에 민감했던 특정단체들(이해관계집단)은 시범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에 초점을 두거나 자의적 평가로 자신들의 이익투입을 강
조한 나머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정상의 함의를 도출하는 데는 소극적이었으며, 협의체에
대한 통합된 개념정립이나 성격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평가된다(이현주 외, 2002 참조).
16) 당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성격과 위상을 복지전달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규정하려는 경향은 많은 자료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예로 보건복지부 안내서의 추진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전달체계 관련사항을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다거나 ‘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등으
로 기술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는 점 등이다. 물론 전달체계로서 협의체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하
지만 협의체는 전달체계를 포함한 광의로 살펴야 하되, 거버넌스로서 협의체는 ‘실질적 참여가 보장된 협
치적 의사결정구조’에 중점을 두어야 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17) 당시, 협의체의 법적 토대가 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제7조 2항)은 2001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이뤄진 일련의 모형개발, 시범운영,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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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이후로도 협의체에 대한 통
합된 성격규명이나 개념정립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고, 확대기(2015)에서도 별다른 변화
가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복지부, 2015 ; 2017 참조).
특히, 확대기(2015)의 두드러진 특징은 민관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이다. 하지만 여전히 협의체에 대한 통일된 개념이나 거버넌
스로서 협의체에 대한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노력은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역사적 맥
락상황에서 살피고 있는 박태영(2012 : 643)의 연구에서도 지역복지가 정체된 중요한 이유로 지
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의 미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학계나 실천현장에서 지
역사회복지에 대한 ‘최소한의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 매우 혼란스럽게 진행되어 온 상황을 성찰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18). 확대기(2015)에 추가된 읍면동 단위의 주민 네트워크 조직 역시 협
의체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최항순,
2020). 당시 상황적 인식을 전제한 체계적인 성격규명을 소홀히 한 채, 덧칠하기식의 제도설계
는 협의체의 정체성 논쟁과 함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2. 목적·수단체계(purposive·mechanism system) : 사명·구조
제도설계과정에서 목적·수단체계는 합리선택적제도주의 중에서도 의식적인 설계(conscious
design)를 강조하는 핵심주장이다(하연섭, 2011 : 89 참조). 그렇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
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가치실현을 위하여 합의된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통합된 목적체계
에 상응하는 수단체계는 마련되어 있는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급변하는
지역사회복지 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지역복지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체의 도입기(2003)와
확장기(2015)에 이르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대응과 변화들이 목표·수단의
상응성이 향상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하여 협의체 운영안내서(보건복
지부, 2005 ; 2013 ; 2015 ; 2017)을 중심으로 목적,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1) 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목적체계
2003년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제7조 2항)은 협의체에 대한 시범사업에 근거하여 진행되었
다. 시범사업의 평가를 근거로 이뤄진 모형설계에서, 협의체의 목적은 복지관련 서비스제공자를
중심으로 연계와 협력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이현주・강혜규 외, 2002). 이러한 목적 진술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제공자
를 중심’으로 ‘연계 협력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복지자원의 활용과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
함’이라 이해된다(복지부, 2005). 이렇듯 모형설계에서 나타나는 목적의 진술은 서비스공급자들
18) 박태영(2012)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정립을 어렵게 하는 이중성(국가-지역사회-가정)은 고
유특성임을 감안하여 Macro와 Micro 사이에 있는 Mezzo적인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정체성을 주체성,
지역성, 종합성, 양면성 등으로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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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전달체계의 구축에 주안점을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하여, 도입기(2003)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①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고 건의하는 일, ②사회복지
와 보건의료서비스를 연계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자의 경우, 시
범사업 시 모형설계의 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단지 서비스공급자의 범위를 사회복지
제공자에서 보건의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확장기(2015)에도 초기 모형설계의 골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그 영역이 확대되
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보건복지부, 2015 ; 2017 : 11). 다만, 도입기(2003)에 비하여 확대기
(2015)에는 그 영역과 명칭이 확대・개칭되었다19). 이것은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2012)과 사회
보장급여법의 제정(2015)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도입기(2003)에는 복지와 보건의료 간의 연계
와 협력에서, 확대기(2015)에는 사회보장관련 공급주체간의 연계·협력의 강화로 변화된 것이다.
확장기의 목적 및 기능에 대한 진술내용을 살펴보면(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①지역의 사회보
장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협력의 강
화, ②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
보장 급여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양 시기의 목적 및 기능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분석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도입기(2003)에 비하여 확대기(2015)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확대기에
이르러서는 협의체의 근거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전환됨과 동시
에 그 범위와 명칭이 확대・개칭되었고, 다루는 대상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변화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
조하고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관점에서 살필 때, 양 시기 모두 공급자간의 연계·
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려웠다. 확대기에도 사회복지법
인・단체 및 시설 등 제공기관에 초점이 맞춰진 상태에서 공급자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확대기 역시 공급자 간 네트워크 성격을 강화하거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거버넌스로서 협의체의 성격보다는 전달체계 개편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 볼 수 있어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인다.
둘째로, 도입기(2003)에는 ‘심의하고 건의’하는 일에서 확대기(2015)에는 ‘심의와 자문’하는 일
로 변화된 목적 및 기능에 대한 변화이다. 부언하면 양 시기 모두 ‘심의’하는 일은 동일하게 유
지되고 있지만, ‘건의’에서 ‘자문’으로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20), 이러한 변화가 제도
설계상 개선된 변화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해보도록 하자. 먼저, 건의와 자문에 대한 사전적 의
19) 도입기(2003)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운영되었고, 그
후, 확대기인 2015년 7월부터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정과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다 확대·개칭되어 적용・운영되고 있다.
20) 2017년도 협의체 운영 안내를 살펴보면, 협의체 목적으로 도입기의 ‘건의/심의’에서 ‘자문/심의’로,
협의체의 성격으로는 도입기의 ‘심의/자문기구’에서 확대기 ‘기능 강화’로 표현되는 등 협의체의 성격 및
기능, 그리고 목적 등이 미분화된 상황에서 혼용・사용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7 : 5). 여기서 심의, 건
의, 자문에 대하여 협의체의 목적 및 기능과 관련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정의를 찾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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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건의란 ‘개인이나 단체가 의견이나 희망을 내어놓음’이라고 정의하면
서 ‘의견과 희망’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자문이란 ‘어떤 일을 보다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
리하기 위하여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 의견을 물음’이라고 정의하면서
‘전문성과 의견의 물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전적 의미가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다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양 개념 모두 의사결정과정에서 누가 누구에 대해
서 어느 정도나 구속력을 지니고 있으며, 내용적으로 어떤 질적인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등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다시 말해 관행적으로 관주도의 형식
적 참여행태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변화가 협의체의 운영과정에서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데
어느 정도나 실효성이 기대될지는 여전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민관의 권력불균형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역할이나 기능으로써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기도 하다21).
셋째, 제도설계과정에서부터 협의체 구조는 다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3층 구조로 설
계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체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다층
구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서열구조가 자칫
조직운영의 비효율성과 비민주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재완 외, 2011)22). 그런가
하면 이를 적절하게 운용만 잘하면 직원들 간 또는 부서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결고리구조(linking pin structure)23)가 될 수 있어 장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지은
구, 2006). 이처럼 다층구조에 대한 이해는 어떻게 적용・운영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이
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협의체의 구조설계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는 앞서 논의
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제
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맥락체계 하에서 보다 면밀히 평가할 사항이라 여겨진다24). 다시 말해
21) 당시 민관의 권력불균형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기능으로써는 매우 제한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추구해
야 할 실질적 참여를 확보하려는 내용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협의체의 목적체계를 구성함에 있어, 당시
의 시대상황을 통합적으로 고찰하여 협의체가 우선적으로 지향해야할 사명이 무엇이고, 달성해야할 목적
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목적들 사이의 선후와 위계성은 어떠하며, 꼭 수행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하여 어떤 조직구조가 설계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논의가 부
족했다고 보여 진다.
22) 대표협의체의 민간위원으로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로,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은 이용시
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자 및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본래적 기능
인 실무협의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자칫 위계적 계층구조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3) 일반적으로 연결고리구조(linking pin structure)는 부서와 부서 사이에서 그리고 직원과 직원사이
에서 매일 매일의 의사소통이 최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상황에 가장 적합한 조직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Kettner, 2002 ; 지은구, 2011). 다층구조의 문제점인 권위주의, 업무의 경직성, 닫힌 의사소통, 상명하달
식의 결정구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고려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조는 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권력, 권한, 책임, 체계
의 실질적인 배열과 위상을 의미(최성재외, 2016 : 171)하며, 집권성, 복잡성, 분업화 등의 의미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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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도설계과정에서 다층구조의 단순한 배열이나, 이들의 장단점에 대한 비교를 넘어서, 거버
넌스인 협의체가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실질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다층구조간 유기적 통
합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2) 협의체의 적용과 운영규칙
설계된 제도는 실천현장에서 협의체가 구성되고 적절히 운영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
되는 것이다. 협의체 구성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 구성할 것이며, 이를
구체적인 지역사회의 고유성을 고려하면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등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도
입기(2003) 협의체의 구성·운영 안내(보건복지부, 2005. 5)를 통하여 지역특성에 따라 적용모형
을 3가지로 제시하거나 단계적 적용을 제시하는 점, 그리고 시군구 조례제정을 통하여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는 등 지역적 탄력성을 보장하려는 유연한 모습들이 관찰된다.25)
확대기(2015)에는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시행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문제들을 해결
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 개선되는 점들이 발견되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컨대 현실 적용상에서
상근간사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상근간사의 처우 및 업무역할에 대하여 규정하려는 사례들
이 발견된다(보건복지부, 2007). 또한 대표협의체와 관련하여 협의적 의사결정, 민관의 협치적
의사결정이나 지역의 대표성 등이 협의체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2007)에 반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이후 확대기(201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 대표적인 내용들
이다(보건복지부, 2017). 주로 이러한 내용들은 구체적 실천상황을 전제로 한 표준화된 운영매뉴
얼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은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문제들
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해결대안을 모색하는 등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성
결과적으로, 협의체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진술은 도입기(2003)에서 확대기(2015)에 이르기까
지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목적・수단체계의 상응성은 낮은 상황으로 관찰된다. 시범사업 당
시의 골격인 공급자간 연결구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대상과 범위의 확대에 주안점을
둔 변화라고 살펴진다. 이는 여전히 거버넌스로서 협의체에 대한 목적 진술은 명목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이해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도입기에서부터 협의체에 대한
성격과 개념규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목적체계에 대한 진술은 모호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러한 현상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 협의체의 목적체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 이러한 구조는 목적달성을 위한 중요한 기제(mechanism)가 된다. 따라서 협의체 구조를 설계함에 있
어, 우선적으로 목적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요구되는 역할수행에 부합하는 협의체의
위상정립과 함께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25)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적용모형으로는 자원이 부족한 지역, 자원이 풍부한 지역, 그리고 중간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구분의 기준은 사회복지이용시설이 3개 이상 ~ 10개미만을 중간지역
으로 하여 2개 이하는 부족지역, 그리고 10개 이상은 풍부한 지역으로 하고 있어,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수
가 모형구분의 중요 기준이 된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준비단」 구성, 운영조례 제정, 협의체의 구성에
이르는 단계별 추진을 제안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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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수단체계를 개발하거나 상응시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목적의 불명확성은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구조 등의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Ⅳ. 제도설계의 분석결과: 의미와 해석

1.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는 반영되고 있는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무엇보다도 실질적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협의체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요소들을 정치적으로 통합하고, 이를 재
구성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협의체에 대한 개념(성격)규정 역시 불명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입기(2003)에서 부터 확대기(2015)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며, 크게 개선될 조짐이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협의체의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내재적인 문제들을 살펴보
기로 한다.
첫째,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후속적으로 협의체의 목적·수단체계
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맥락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후속적으
로 진행되는 논의 역시 실현가능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협의체에 대한 기대치(바람)
와 지역사회의 현실 사이에서 높은 격차만을 재차 확인하는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질 수 있
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26). 역사성이나 정치적 맥락을 소홀히 다룸으로써 비현실
적으로 설계된 목적·수단체계는 실현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부터 도
입기(2003), 그리고 확대기(2015)에 이르기까지 협의체의 성격규정에 대한 노력 역시 여전히 부
족했다고 관찰되는데, 협의체에 대한 개념과 성격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설계된 제도
는 적용과정에서 행위자들에게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부언하면, 기존의 복잡한
맥락체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협의체는 자칫 힘없는 낯선 이방인이거나 복잡체계 속에서 휘
둘림의 대상일 수 있다. 맥락상황이 전제된 치밀하지 못한 제도설계는 협의체의 명분을 내세워
형식적인 참여를 조장하거나, 합리적인 의사결정구조 자체를 왜곡할 수 있어, 자칫 협의체가 지
방화시대의 지역복지 발전에도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존 지역사회의 부정적 관행은 기득권층에게 잘못된 선택을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복합체계 속에서, 과거 관주도적인 관행으로 인하여 다자간의 행위자
26) 앞서 살핀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당위적으로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벽을 재확인하거나, 특수 성공사례를 소개하는 등 전반적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는 실패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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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의적 해석과 편향적 적용의 여지가 있다. 오랜 관행이었던 관주도적인 역사적 상황을 감
안해 볼 때, 복합체이자 거버넌스인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협의체가 할 수 있
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실질적 참여가 확실히 확보될 수 있도록
마땅히 꼭 수행해야만 할 일(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부여, 그
리고 구조설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의 관행적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단계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파악된다. 특히, 민관협의체가 민간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치밀하고 획기적인 조치가 없이는 성공적인 실효적 정착은 기대
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과정에서 나타나는 메타
오류(meta error)의 가능성을 지적할 수 있다.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해결하려는 문제진단 자체를 잘못하거나 단편적인 접근으로 인하여, 그 이후 후속적으로 나타나
는 모든 과정이 잘 못될 수 있다. 즉 첫 단추를 잘 못 꿰면 후속적로 다른 단추 역시 잘 못 꿰어
지듯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은 제도설계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이자 문제 상황을 진단하는 개념
적 틀을 제공해 준다. 이러한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도설계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오
류의 가능성이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신제도주의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이론적인 측
면과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 선택은 맥락체계 하에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설계는 복합체계(complex system)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하연섭, 2007). 신제도주의에서 제도설계는 단순한 부분이나 단편적 측면만을 가
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이 상호 의존되어 있어, 맥락체계 속에서 합리적 선택이 이
뤄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설계과정에서 협의체가 지향해야할 목적·수단체계(사명·구조)는
상응하는가?
목적·수단체계는 원활한 역할수행을 위한 위상과 이에 상응하는 구조(structure)를 선택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체계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목적·수단의 상응정도는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도입기(2003)에
서 확대기(2015)에 이르기 까지 개선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결
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협의체의 제도설계과정에서 목적·수단의 상응정도가 매우 낮은 상
황이 야기할 수밖에 없는 내재적인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목적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수단체계와의 상응정도를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물론, 목적체계는 다양한 가치들의 통합된 집합체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가
치들은 목표체계 내에서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고 위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협의체가 지향
하려는 것이 협력적 지원연계인지, 전달체계의 구축인지, 통합정보망 구축인지, 지역복지증진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모두인지 등에 대한 재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복지증진을 위
하여 협력적 연계체계인 네트워크(network)나 공급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달체계(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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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와 통합정보망 구축 등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어느 하나의 정책수단이 지역복지를 담
보해 줄 수 없듯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정책수단은 분명히 필요하다27).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하나의 기제(mechanism)이자 정책수단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
은 지향하려는 상위의 정책목표에 상응해야 하고, 정책수단들은 합목적적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를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파악한다면, 협의체의 통합된 목
표체계와 그에 상응하는 위상과 역할규정 등은 우선적으로 실질적 참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재
구성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28).
둘째, 제도설계과정에서 목표·수단체계는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 보다 강조되는 과정이
기도 하다. 특히, 합리적 선택에서 정책목표와 수단 간에 논리적 상응을 갖추는 일은 매우 중요
하다. 목표・수단 간에 합리적인 상응이 고려되지 않은 채, 다양한 정책수단의 난립은 자칫 중
복과 비효율성을 낳는 근본 요인이 될 수 있다. 목적·수단체계의 낮은 상응성은 혼란한 수단체
계의 난립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수단체계의 혼란은 운영현장에서 보다 큰 난맥상으
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적용되는 현장에서 협의체는 명목적으로만 존재하며, 하나의 규범
적인 바람(기대치)일 뿐이지 현실로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재차 확인해 주는 대목이기
도 하다. 더구나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려는 연구
자들조차도 협의체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들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
역복지증진을 위해서 다각적인 논의는 분명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은 지역사회보
장협의체가 추구하려는 가치체계와 그에 상응하는 수단체계상 논리적인 연계성과 위계성이 고
려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협의체와 관련된 수많은 논의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대안
(내용)들은 때로는 같은 방향을 지향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반되기도 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
된 내용들을 목적·수단체계 하에서 재분석・정리하여 수평적·수직적으로 재배열하고, 이를 논리
적으로 재구성하려는 성찰적 노력이 매우 중요해 보인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지침이나 안내서, 그리고 매뉴얼
등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도입기(2003)와 비교할
때, 확대기(2015)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오랜 관행
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주도형의 방식을 협의체에 대한 성격규정과 위상정립이 뒤따르지 않은
채, 상근간사의 처우개선이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민관의 협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것이 실천현장에서 상근간사의 기능
보강을 통하여 행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기대하는 것은 신제도의적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려
운 일이다.
27) 앞서 살핀, 공급자간의 연결체계의 틀(frame) 내(內)에서는 실질적 참여를 담보하는 거버넌
스로서 협의체를 담아낼 수 없을 것이다.
28)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목표
제시 보다는 면밀히 맥락체계를 검토하여 보다 우선적이고 마땅히 꼭 수행해야만 할 일(역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그에 상
응하는 위상과 구조, 그리고 역할부여가 상황에 적합하도록 재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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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지역복지거버넌
스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협의체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내재
적인 요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두 가지 기준(맥락체계, 목적·수단체계)에 따라, 도입기(2003)와
확장기(2015)로 나누어 타당한 제도설계의 논리를 갖추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결
과가 갖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제도설계과정에서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매우 낮았다.
도입기(2003)에서부터 확장기(2015)에 이르기까지 맥락체계에 대한 인식정도는 크게 개선될 조
짐이 보이지 않고 있었다. 제도설계과정은 분명 합리적 선택과정이다. 하지만, 지역복지거버넌
스로서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체계 하에서 목적·수단체계의 상응
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살피고 있다. 이는 ‘역사적 맥락상황(context)을 등한시하거나, 정치적 권
력관계(political relationship) 등을 소홀히 한 제도설계는 원래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는 신제도주의 주장과도 합치하는 결과이며, 특히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지역사회보장협
의체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대안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신제도주의가 갖는 유용성
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함축하는 것이다.
둘째, 제도설계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개념(성격)규정이 불명확한 상황이다.
이러한 개념의 불명확성은 도입기(2003)에서부터 확장기(2015)에 이르기까지 개선될 조짐이 보
이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목적・수단체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과 혼란
을 초래할 수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예컨대, 오랜 관주도형의 관행 속에서 ‘과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하는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하는지, 그 위상과 역할, 그리고
구조설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등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협
의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거나 제도변화과정에서 협의체에 대한 개념규정이 보다 우선
적으로 이뤄져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향후, 협의체에 대한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서, 보다 분
명한 것은 시범사업 당시부터 줄곧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공급자간의 연결체계 틀(frame)에서
벗어나 지역복지거버넌스로서 협의체가 재정립될 때, 지역사회에서 명실상부한 민・관협치의
기틀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적용과정이나 운영 측면에서 볼 때, 도입기(2003)보다는 확대기
(2015)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었다. 이는 적용・운영과정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매뉴얼 개발이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일부 개선된
사례들은 다소 긍정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관주도형의 오랜 관행을 상근간사의 처우
개선이나 기능보강 등을 통하여 민관의 협치 기능을 기대할 수는 없다. 더구나 지역사회의 맥락
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협의체의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실질적 참여나 합리적 선택을 기대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는 협의체의 적용・운영 측면의 긍정적인 노력도 물론 중요하
지만, 협의체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선행적 조건들이 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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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함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이론적·정책적 논의과정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보다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야 선행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합리적 선택과정에서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할
것이 무엇인지 등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보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하기 보다는 문헌연구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특히
맥락체계나 적용과정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구체적 정황이나 자료들을 보다 실증적으로 파악하
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후속연구
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후속연구들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지역복지증진을 위해서 보다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일을 찾아, 제대
로 수행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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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 as Complex System: Logic and
Tasks of Institutional Design
Jeon, Joon-Goo

This study begin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the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CSSC) is not properly performing its function as the Regional Welfare
Gover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by exploring problems
inherent in the logic of institutional design of the Council(CSSC), which is a complex
system. In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a contextual system and a purposive/mechanism
system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Council(CSSC)'s introduction period (2003) and
expansion period (2015).
The analysis results ; First, the degree of awareness of the context system (historical
and politics) was very low in both periods in the design process of the Council(CSSC).
Second, the structure and role of the Council(CSSC) are ambiguous due to the uncertainty
of the concept of the Council(CSSC). The third, the Council(CSSC) is operated nominally
and the actual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s very limited.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is that it is very useful from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from
the institutional design process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uncil(CSSC).
[Key Words: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CSSC), Regional Welfare Governance,
Institutional Design, Complex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