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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에서 주요 철학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특정 지자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
례를 통해 정부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사례 연구의 대상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
부의 정부혁신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본 연구에서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공동체 문제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의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의 제도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변화를 주도하며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 역시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공동체 문제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체계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하고 함께 문제
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속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정부혁신, 사회적 가치, 청년정책, 정책참여, 지방자치단체

Abstrac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oncept of social value which is the main philosophical 
foundation in government innovation pursued by Moon Jae-In government and analyze the case of 
government innovation which was promoted by specific local govern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the case study of local 
autonomous organizations. The studied local government  is an institution that has received excellent 
evaluation of government innov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value by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s and 
youths and examined the success factors of government innovation through active participation in 
community issues. First of all, institutional support such as ordinances is important for encouraging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y members. It is also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s to lead their own change 
and listen to their voices from a consumer perspective, not from a supplier perspective. In addition,  
significant importance of the incentive system that could induce continuous participation in community 
problems was found.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establish a continuous system to approach the problem 
of local community as consumer perspective, not supplier perspective, and solve the problem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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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가치”를 정부혁신의 주요테마

로 이야기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
을 추진하겠다고 2018년 3월 19일에 “정부혁신 종합추
진계획”에서 천명하였다. 사회적 가치는 생소한 개념은 
아니지만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
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 온 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 이
다. 그렇다면, 새로운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가치란 
개념은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 그리고 사회적 가치
를 실현하면서 어떻게 이를 공공부문의 혁신과 연계할 
것인가 ?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질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 혁신에 대한 개념 및 내용들을 살
펴보고,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였던 정부혁신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이 된 A시가 추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부혁신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공공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밝혀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인 A는 시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 은 
58.46㎢이고, 인구 58만 명의 도시이다. 행정구역은 2구 
31동 565통이며, 전체 공무원 수는 1,825명이다[1]. 이
하에서는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살펴보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정부혁신의 A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
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정부 혁신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정부부문,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혁신의 추진에 
일조하고자 한다. 

2.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의 개념적 논의
2.1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의의

OECD 및 UN은 국제사회의 범 사회 적인 문제들로
는 인구도시 집중, 지구온난화, 고령화 사회, 초미세먼지, 
노약자 및 장애인문제, 에너지 소모, 지구온난화 등 환경
문제[2] 등을 지적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한 국가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범 지구 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겪고 있는 현상들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
는 아니다. 특히 최근의 연구결과들을 보면[3] 한국사회
의 문제들로 갑질, 청년실업, 저출산, 노인빈곤, 인구문
제, 다문화문제, 안전문제,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공공부문의 투명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은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2]. 결국 
이러한 범 사회적 문제의 해결주체는 사회공동체의 구성
원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3]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이 매우 이기
적이고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파생된 것이라고 지
적하고 있다[3-6]. 즉, 이러한 사회의 문제들은 결국은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
이다. 사회적 가치란 경제적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개념
으로서 비화폐적이며,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
라 타인과 공동체를 지향하는 활동을 말한다[5]. 

사실 우리사회에서 아직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담론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회적 가치가 우리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으며 
정부혁신을 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 가치와 접목하여 정
부의 일방적 혁신이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의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정부
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는 문재인 대
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2014년 대표발의 한 ‘사회
적 가치 기본법(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
본법안)’에서 차용하고 있다[7]. 2018년 3월 19일에 정
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서는 사
회적 가치는 사회, 경제, 환경,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
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
의하고 있다[8]. 이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
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
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로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헌법적 가치로
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
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가치로서 정의하고자 한다[9]. 

2.2 문재인 정부 사회적 가치의 범주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

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크게 13가지의 유형으로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고 있다[10].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이다. 이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
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
장을 말한다. ②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
경의 유지이다. 이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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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말한
다. ③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이다. 이는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섭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할 것을 말한다. ④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
상이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
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
용안정 등을 말한다.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이다. 이는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
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의미한다. ⑥ 대
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이다. 이는 시장의 지배
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을 말한다. ⑦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이는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
리 확대 등을 말한다. ⑧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이다. 이는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의미한다. ⑨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이다. 이는 지역간
균형있는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육성,수도권 과밀화로 인
한 부작용 해소등을 말한다. ⑩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
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이다. 이는 사회
적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
경, 소비자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등을 
말한다. ⑪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이다. 이는 국민이 쾌
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
무를 규정하고 있다. ⑫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
정과 참여의 실현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등이 필요하
다. ⑬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이다. 이
는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 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등을 말한다.  

이하에서는 위의 범주 중에서 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
의 사례분석 대상인 A시의 경우 사회적 약자로서 특히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계층을 주목
하였다. 국내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사회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청년실업문제에 
초점을 두었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3.1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우선 A시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으며, 범 지역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문화를 어떻게 조성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A시의 경우 2018년 정부혁신평가에서 모범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
이다. 연구진들은 A시의 담당자들, 그리고 지역에 거주하
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및 자료들을 토대로 
그동안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추진과정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의 취
업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영향요인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끝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에서 정부혁신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가치지향이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A시의 정부 혁신사례  분석을 위해서 

문헌연구, 해당기관의 담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등을 
진행하였다. 문헌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가치 및 정부 혁
신에 대한  문헌과 정부 자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A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 관련 문서 및 인터뷰 
내용을 참조하여 정부 혁신에  대한 시사점등을 분석하
였다. 

Goal of Social Value 
Realization

. Necessity of Social value

. Goal of Social valu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community issues

. Commitment to community 
involvement

. Compensation for Community 
Participation

Table 1. Measurements for in-depth interviews

인터뷰 내용은 사회적가치 실현의 목적에 대해서 우선 
질문을 하였다. 세부 질문들로는 사회적 가치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의 목표 등을 질문하였다. 또한 지역사회공동
체에 참여해야 하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지역
공동체의 참여 이유와 지역공동체 참여에 대한 보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층질문을 하였다. 

A시는 2018년 11월 30일 현재 총 인원이 1,825명으
로 본청과 사업소에 1,058명이 근무하고 있다. 면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기획실 직원들 및 청년취업 사업부서
에 일하는 일반직원들로서 총 5명의 인원을 면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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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ex Division position
1 male Youth Policy Team employee
2 male Youth Support Team employee
3 male Youth Jobs Team Middle

Manager
4 male Youth Policy Team Senior 

manager
5 female Youth Jobs Team employee
6 female Unemployed youth
7 male Unemployed youth

Table 2. Interviewees of Study

또한 A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A시청의 청년정책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했던 청년 2명을 면담하였다. 

 

4. A시의 정부혁신 사례분석
이하에서는 A시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취업을 원하

는 청년계층을 청년취업정책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들가 
함께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사례
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를 분석 시에는 먼저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인 공동체 문제로서 
인식하게 된 배경을 살펴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
어 공무원 및 A시청은 기존과는 달리 어떻게 접근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청년실업이라는 공동체 문제
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의 대상이 된 청년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의 성공요인들을 도
출하고자 한다. 

4.1 지역공동체 참여를 통해 청년실업문제 해결
4.1.1 추진배경
사실 청년 취업문제는 A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내 

경제가 장기적인 저상장 국면에 들어가면서 우리사회의 
새로운 현안으로서 실업청년 문제가 큰 이슈가 되었다. 
불안정한 일자리 및 부채문제 등이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청년 실업문제는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10]. 따라서 중앙
부처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문제를 개인이 
아닌 구조·경제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청년들이 처한 이러한 불완전한 환경은 청년정책을 
공공부문의 공식적인 아젠다로 불러오게 되었다. 

A시 역시 마찬가지로 청년문제를 매우 심각한 지역공동체 문
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함을 인지하였다. 

4.1.2 추진내용

A시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또는 정책대상집단인 청년
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하
는 노력을 하였다. 첫째, 청년정책 기반 조성이 매우 중요
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책수립이나 제도 마련을 
위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역시 인지하였다. 정책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A시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
를 통해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을 
천명하고 있다. 둘째,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에는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
이 참여함을 물론이며, 이들로 하여금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청년정책 서포터즈’를 구성하였다. 서포터즈에도 역시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여 직접 청년 지원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청년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
결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등 청년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청년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
들은 사실 그동안의 청년정책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좀 달랐다. 

“저희 시청에서 그동안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서 접근
했던 방법이 매우 피상적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들을 기회도 없
었고, 사실 그동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요. 저희 지역
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직접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사
실 청년들을 참여시키는 일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 

청년정책 위원회를 운영했던 시청 공무원의 이야기처
럼 정책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을 정책과정에 참
여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희는 특별히 청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선 인센티
브 등을 마련하지는 못했는데요. 청년정책위원회는 14명
을 임명했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지원자가 많을 줄 알았
는데, 의외로 소극적이더군요. 특히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는 처음에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도 애를 먹었습니다. 사
회적 가치란게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라고 이해되는데
요. 정작 그동안 우리가 우리지역의 청년들에 대해 얼마
나 알고 있었나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이상의 이야기처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공동
체 일원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책대상 집단의 
정책참여를 통해 정책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저는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처음
에는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본 공지사항을 
보고 참여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민망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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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남들이 뭐랄까 신경도 쓰이고요. 대학 졸업하고 벌써 
2년이 되가는데, 직장을 구하고 있으니 조바심도 나고 아무
튼 제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여를 했습니다. 서포터즈는 
모두 57명이 1년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저는 취업
도 하고 대부분의 서포터즈 들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제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
를 들어보면 공동체 일원으로서 혹은 정책의 대상으로서 
정책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나 
인식정도도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  

4.1.3 성과
우선 그동안은 시청에 설치되지 않았던 부서인 청년정

책 전담부서가 신실되었다. 이는 청년의 요구에 맞는 원
스톱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A시의 컨트롤 타워로서
의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또한 청년정책 위원회 및 청년
정책 서포터즈의 의견과 연구결과 들을 바탕으로 ‘청년 
스마트타운을 조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였다. 청년 스마
트 타운은 청년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생활 등을 한곳에
서 해결하는 복합공간을 말한다. 또한 청년창업기업을 활
성화 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 300억원 조성사업 및 창업
을 독려하기 위한 육성정책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여러정책들의 성과를 보면, A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 맞는 청년들을 발굴하여 맞춤형 잡매칭을 
하므로서 구직인원의 50%를 취업시켰다. 또한 A시 산하 
기관에 지역거주 청년 35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학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여성의 취업을 알선하기
도 하여 지역여대생들의 상당한 호응을 가져왔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시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동안은 
시청은 너무 문턱이 높은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무원분
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저희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같이 
고민하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로 놀라웠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국민들편에 서서 생각하는 것을 통해 정부혁신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어려운 말은 잘 모르
겠지만 아무튼 공무원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기분은 
매우 좋았습니다. ” 직접 청년정책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여대상의 이야기처럼 청년실업이라는 지역 공동체의 문
제를 정책대상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방식이야
말로 사회적 가치를 통해 정부를 변화시킬수 있다고 판단된다. 

5. 정부혁신 사례의 함의
5.1 정책고객의 참여 유도를 위한 공감대형성

A시의 사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정책과정에서의 변화를 논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에도 물론 청년계층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
니지만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왔
다. 반면 본 사례는 청년들을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시켜 그
들로 하여금 정책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다양한 정책대안들
을 함께 만들어갔다는 점에서 그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 

사실 청년계층은 실업과 취업문제가 부각되면서 사회
적 약자로 인식해야 하며, 해결을 위해 매우 많은 에너지
를 쏟아야 하는 정책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공공부문의 대응은 효과적이지는 못했다. 막연한 정책문
제 정의와 공급자적인 입장에서의 정책대안들은 청년들
에게 외면당하기 쉽다. 따라서 공동체의 일원인 청년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청년실업문제해결에 있어서 각각의 
참여자들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당문제를 바라보기 때
문에 청년취업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청년 취업이라고 하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있어
서 공무원들과 저희는 좀 시각이 달라요. 저희들의 의견
을 수렴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너무 간섭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취직만 되면 문제해결이 끝난게 아니라 
얼마나 원하는 직장과 매칭이 되느냐의 문제도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청공무원들과 저희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참
여공동체의 대상들에 대해서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시청에서도 저희의 취업을 도와주려고 
하신 것을 알고요.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이고 저희
의 이야기를 들어준것도 고맙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위
원회와 청년정책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시청과 정책대상 집단인 
청년들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함을 알 수 있었다[11]. 공동의 목표의식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협업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서 작동함을 알 수 있었다[12, 13]. 

5.2 정부혁신에 대한 인식 전환
문재인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혁신은 사회적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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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실현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8]. 공동체 가치를 구현하
는 방식으로 정부혁신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공동체 가
치나 사회적 가치를 그동안 우리 공공부문에서 추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강조되지는 못했다. 

A시 사례에서도 보듯이 해당지역에서는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정
책접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그동
안 공급자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다면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대안을 만들고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대상 참여자들로 구성된 기구를 만
들어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청년정책 위원회나 서포터즈의 의견을 듣는 것이 사
실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
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모두 지원
할 수 없는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청년정책 
위원들은 시청 예산 사정을 잘 몰라서 그럴수도 있고요”. 

A시청에서 근무하는 F씨의 인터뷰내용에서도 청년정책 
대상자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이견도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만, 저희가 솔직히 예산사정을 이야기하면 청년위
원들도 이해를 많이 해주었구요. 대신 저희가 청년정책조
례를 만들고 취업 매칭을 적극적을 하기위해 기업들의 
방문이나 연계를 한 것도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의 보람도 큽니다. ”

이처럼 공동체 문제를 공동체 구성원들이 같이 해결하
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각자의 지향점이 달라서 어려움
을 겪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 간의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과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14, 15]. 

6. 결론
연구대상이 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8년도 정부

혁신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
해정부 혁신을 수행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이다. 
시장 및 시청 구성원들은 기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사회
의 문제해결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공동
체와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지
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해당 시청이 참여 하여 정
책대상 집단과 같이 고민하고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
업들과도 같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즉, 처음에는 공동체 참여를 수동적으로 시작했으나 시간
이 가면서 점점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들간 유대감
이 공고해 진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정책 대상 집단의 참여는 이번정부의 정부혁신에서 매
우 중요한 혁신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8]. 지역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도 보았듯이 참
여 주체들 간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16]. 또한 제도적 
뒷받침 역시 매우 중요하며, 공공부문의 인식개선을 통해 
서로 협력자이며, 때로는 정책파트너로서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17-20]. 

또한 지역주민이나 공공기관간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참
여하는 주체들에게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체
계 역시 마련[21, 22]되어야 할 것이다. 본 사례에서도 
보듯이 청년 본인들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는 호응도가 높지 않았던 이유는 청년들이 참여할 인센
티브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으나 이보다는 청년들을 대상
으로 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독
려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향후 SNS 등 청년세대와의 의
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특정사례를 분석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
기 위한 정부 혁신의 과정을 분석하고 공동체 참여를 유
도하기 위한 영향요인들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함의를 가짐에도 본 
연구는 질적 연구가 가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 혁신의 성공요
인을 분석함에 있어 양적 접근방법을 통해 제도적 지원
체제, 보상요인, 목표의 공유 등의 변수가 공동체 참여를 
통한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를 경험적으로 증명
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명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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