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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
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
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
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
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
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
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
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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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980년대 작은정부 구현을 위해 발전된 신공공관리론 관점은 행정 효율성을 위해 다양한 경영

관리기법을 공공부문에도 적용하고, 행정서비스의 제공주체를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확

장하였다. 민관협력, 거버넌스, 민영화 등과 같은 신공공관리론 관점의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은 전

통적으로 정부의 영역이었던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으로 이양하거나, 민간과 함께 역할을 분

담하여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에 바탕을 둔 정부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효율성 

제고에는 일조하였으나, 행정서비스의 질, 신뢰도, 포용성 향상 등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복잡한 

정책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OECD, 2011: 27). 즉, 현대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난제는 단지 정부 또는 민간 어느 한 영역에서 해결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정부와 민간을 

포괄하는 다양한 시민의 협력 방식이 아니면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와 같

은 협력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은 단지 어느 한쪽의 주도적인 행정서비스제공에 약간의 지원 또는 

공조를 하는 정도를 넘어 계획부터 책임까지를 공유하는 단단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동생산(co-production)은 민간을 행정서비스의 수혜자로만 한정하는 것

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산자로 인식한다는 점에서(Parks et al., 1981) 다른 유형의 민간참여와 

차이가 있다.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은 능동적인 주체로서 정부와 함께 행정서비스의 공급과 생산

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산은 행정비용의 감소 및 다양한 의견을 통한 민주적 행

정서비스의 실천에 기여할 수 있으며(최석현･김재신, 2018), 한정된 재정규모에서 다양한 행정서

비스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김정훈, 1993). 

그러나 공동생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공동생산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기반

은 비교적 약한 실정이다. 1960년대 후반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의 참여 및 그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생산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Pestoff, Osborne, & Brandsen, 2006), 최근에 이르

기까지 공동생산의 개념 정의는 학계에서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있

다는 점은 이와 같은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다. 

국내에서도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만, 유사한 다른 형태의 민

간참여와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 차원에서 단순한 민관협력과 공동생산

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예. 김학실, 2017; 이경

미･민윤경, 2018; 이성근, 1993). 

최근 공동생산과 다른 민간참여 방식 간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지만(예. 이맹주･
김세진, 2019), 단지 기능 및 업무의 조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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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다. 이에 비해 해외에서는 공동생산의 주체(정부, 민간) 및 정책단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

이 존재하지만(예. Brandsen & Honingh, 2016; Pestoff et al., 2006; Pestoff, 2012), 이를 바탕

으로 공동생산의 유형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행정 현장에서도 민간참여의 범위와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생산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

고 있지만, 이와 같은 관련 연구의 미흡함으로 인해 공동생산 이론의 행정 현장으로의 적용은 어

려운 상황이다. 실례로 공동생산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행정서비스 공동

생산 사례를 발굴해 왔으며, 개별 사례들의 창의성, 혁신성, 주요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하지만 공동생산의 개념 정립이 미흡한 상황에서, 유사형태의 민간참여

와 구별되는 공동생산만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공동생산 필요성에 대한 행정현장에서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동생산 사례를 유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와 같은 연구

를 통해 실무적 차원에서는 다양한 민관협력의 방식이 있지만, 왜 공동생산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공감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공동생산 방식의 정책 또는 사업 설계를 어

떤 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술적 차원

에서 현재의 공동생산 활용 실태를 진단하고, 공동생산의 유형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향후 공동생산에 대한 개념정립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 

Ⅱ. 공동생산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공동생산의 개념

공동생산은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개념화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생산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정규생산자(regular producers)와 소비생산자(consumer producers) 간 생산적 노력들의 

결합’으로 정의된다(Parks et al., 1981).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은 과거 일

방적인 서비스 제공자였던 정부는 정규생산자로, 수동적인 서비스 수혜자였던 민간은 소비생산자

로 정의되어 행정서비스 생산을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생산에서 민간은 정부 주도의 

공공정책 및 서비스 개발과정에 대한 단순 자문(consulted) 제공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공동으로 정책을 설계, 운영 및 관리하는 주체가 된다. 이와 같은 공동생산의 개념

에 따르면,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은 정부와 함께 서비스의 책임까지 공유하는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Sharp, 1980), 정책의 계획, 결정, 전달 뿐만 아니라 사후 결과

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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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공부문 연구에서 공동생산은 정부기관의 전문가들(professionals)과 민간이 행정서비

스의 양적,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서비스의 설계 및 전달 과정에서 협력하는 ‘혼합적인 활동

(mix of activities)’(Pestoff et al., 2006), 민간과 공공기관 간 지속적, 정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행정서비스가 공급되는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 등으로 정의된다(Joshi & 

Moore, 2004). 공동생산은 정책 또는 정부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발

적 협동을 바탕으로 하는 적극적인 참여이므로(Brudney & England, 1983), 정부와 민간의 상호

작용이 결여된 일방적 행위는 공동생산으로 보기 어렵다(오무근, 1995). 즉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은 정부와 민간의 협업이 핵심이 되는 서비스 개선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제공

한 행정서비스를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민간의 보조적인 생산(auxiliary or ancillary production) 

및 정부를 배제한 상태로 민간에 의해 단독적으로 진행되는 평행적 생산(parallel production) 등

과는 구별된다(Warren, Rosentraub, & Harlow, 1984; Percy, 1984; Rosentraub & Warren, 

1987). 따라서 민간단체 또는 조직이 수행하는 정부 보조 차원의 단순 용역 등의 활동은 공동생

산에 포함될 수 없으며, 기업 등의 영리단체는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술한 특성들을 종합할 때, 공동생산은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의 모든 과정에 걸쳐 발생하는 연합적, 협력적인 생산 활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선

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공동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요약해 보면, 첫째, 민간은 정부와 함

께 정책의 주체로서 계획,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 참여해야 하고(참여시기의 전과정

성), 둘째, 민간의 자발적으로 참여와 적극적 역할을 요구한다(민간참여의 자발성). 셋째, 민간과 

정부 모두 수행하는 각자의 역할이 명확해야 하며(역할의 균형성), 넷째, 양 주체 간 상호작용이 

존재해야 함을 알 수 있다(상호작용의 상시성).다섯째, 정책의 계획, 결정, 전달 뿐만 아니라 사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책임까지 공유할 필요가 있어, 민간의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한

다(책임성). 다섯째, 민-관의 역할과 활동이 체계화･조직화 되어 장기적･지속적 행정서비스 공급 

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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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동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 선행연구 분석결과

개념적 구성요소 특성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정부와 민간이 정책의 계획, 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

역할의 균형성
민간이 단순히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보완하거나 정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외

민간참여의 자발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

상호작용의 상시성 상시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여부 

책임성 정부와 민간이 정책/행정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

지속가능성 지속적･장기적 행정서비스 공급 및 정책성과 창출 가능성

2. 공동생산과 유사개념 비교 

본 연구를 통해 정립한 공동생산의 개념은 현재 혼용되고 있는 다양한 유사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의 경우, 민간의 유형 또는 민간 참여가 이루어

지는 정책단계(policy stage) 등에 따라 공동생산을 다른 유사 개념들과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

으나(예. 박정민, 2008; Osborne & McLaughlin, 2004; Brandsen & Pestoff, 2006; 

Poocharoen & Ting, 2015), 구체적인 개념의 비교가 이루어진 연구는 희소하다. 

그러나 공동생산과 정부와 민간이 함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유사개념을 비교하

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참여주체’와 ‘참여단계’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참여주체 차원에서 공동생산에서의 참여주체는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부는 

정규생산자로서(Parks et al., 1981) 민간과 함께 정책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주체이다. 공동생산

에서 민간 참여와 관련한 내용이 정부 관련 내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은 사실이지만(예. 김병준, 1999; 장인봉․장원봉, 2008; Arnstein, 1969; van Deth, 2014; 

Edelenbos, Van Buuren, & van Schie, 2011), 정부를 배제한 민간의 단독적인 생산은 공동생산

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Posentraub & Warren, 1987) 정부는 공동생산에서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한다. 실제로 정부는 재정적 지원, 제도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장벽

을 낮추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매우 중

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공동생산에서 정부의 범위 및 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 

정부의 유형은 민간과 달리 단순한 편이고(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관계없이 공공성

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정부의 성격들이 이질적이지 않으므로, 모든 유형의 정부를 공동생

산의 정규주체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였던 민간은 공동생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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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비생산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부와 함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로 인식된다(Parks et 

al., 1981).

둘째, 공동생산에서 민간은 정부에 비해 다양하고 각각의 유형별 성격 또한 차이를 보이기 때

문에, 공동생산에서 모든 범위의 민간을 아우르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공동생산에서의 민

간의 유형에 대해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다.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은 시민 개인, 단체 또

는 조직의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과 같은 형태의 영리단체는 그 범위에서 

제외된다(Howlett, Kekez, & Poocharoen, 2017). 또한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은 정규생산자인 정

부와 구별되어야 하므로, 공무원, 정치인 등과 같이 정부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 인력들은 시민 

개인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김병준, 1999). 

민간 전문가들을 공동생산의 시민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나

(예. 김병준, 1999; van Deth, 20141)), 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가 민간의 입장을 대

변하는 점을 고려할 때(Sprain & Reinig, 2018), 해당 계층은 민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하다. 실제로 공동생산의 과정에서 민간 부문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들과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다(예. Edelenbos, Van Buuren, 

& van Schie, 2011). 따라서 기존의 연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공동생산에서의 민

간의 유형은 영리단체와 정부 관련 전문가들을 제외한 상태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참여단계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의 공동생산은 정부와 민간이 주체로서 정책의 계획

부터 결정, 전달,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정부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정규생산자로서 정책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였지만, 민간에게는 일부 단

계에 국한된 제한적 참여의 기회만 제공되었다. 하지만 공동생산에서의 민간참여는 정책의 전 과

정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형태의 민간참여와 구별된다. 따라서 정부와 시민의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의 전 과정 참여 여부는 양자 간 특정 행위를 공동생산으로 볼 수 있는지

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관점을 적용해 볼 때, <그림 1>과 같이 공동생산은 공동협치나 민관협력, 

공동관리, 공동협의 등과 같은 유사개념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가진다. 

1) van Deth(2014)는 공동생산에서의 시민은 평범한 ‘아마추어(amateur)’ 집단으로서, 의사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의 전문가 집단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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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공동생산과 유사개념 간의 비교

공동생산

민간 

유형

일반시민
공동협의

전문가

단체
공동협치 공동관리

대학

계획 결정 전달 평가

민간참여 단계

   * 주1: 정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활동의 주체이므로 민간의 유형만을 분류함
   * 주2: 일반시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등 일반주민으로 구성된 비법적 단체를 포함함
          단체: NGO, 사회적 기업 등의 법적단체를 의미함, 공동생산( ): 그림 가장 바깥쪽 굵은 선
          공동협의( ): 계획단계+일반시민 및 전문가 참여, 공동협치( ): 계획단계+단체 및 대학 참여
          공동관리( ): 전달단계+단체 및 대학참여

첫째, 공동협치(co-governance)는 공동생산과 함께 민관협력(co-operation)의 형태 중 하나로

써(Brandsen & Pestoff, 2006), 정책 또는 행정서비스의 계획과 전달 중 특정 단계에서만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공동협치는 주로 행정서비스의 계획 단계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Brandsen & Pestoff, 2006), 이외의 서비스 전달과 관련한 업무는 정부가 담

당한다(이맹주, 김세진, 2019). 또한 정부가 서비스의 생산 비용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

된 결정권한을 갖지만, 서비스의 내용 및 방식에 대한 규제를 행사하지는 않는 특징이 있다(이맹

주, 김세진, 2019). 즉 공동협치는 민간의 참여가 정책의 계획 단계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공동생

산과 구별된다.

둘째, 공동관리(co-management)는 정책의 전달 단계에서의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의미한다

(Brandsen & Pestoff, 2006). 공동생산과의 가장 큰 차이는 민간이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서비

스 생산에 참여하는 점이다(이맹주, 김세진, 2019). 따라서 이는 일종의 계약 생산에 해당하므로 

서비스의 내용 및 방식 등이 정부에 의하여 규제되며 관련 비용도 정부가 부담한다(이맹주, 김세

진, 2019). 이때 공동관리에 참여하는 민간은 개인이 아닌 조직 또는 단체의 형태로 참여하게 되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Poocharoen & Ting, 2015). 즉 공동관리는 정책 집행 단계에 민간이 참

여한다는 점에서 공동생산과 차이가 있으며, 민간의 자발적 참여가 아닌 조직화, 제도화된 참여

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공동협의(co-consultation)는 시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s)로서의 개인이 

공무원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행정서비스의 계획 단계에 참여하는 것이다(Poocharoen & Ting, 

2015). 따라서 정책 계획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에 민간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공동협의는 공동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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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협치에서의 민간은 조직된 형태, 공동협의에서의 민간은 개인으

로 각각 참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종합해보면, 공동생산은 계획･결정･전달･평가의 정책 전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가 이루어지며, 

참여 민간의 유형은 개인 또는 단체 모두 인정되므로 그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공동생산이 정책

과정 중 특정단계에 국한되고, 제한된 형태의 민간 참여를 인정하는 공동협의･공동협치･공동관리

와 명확하게 구별되는 기준이다. 정책과정 전반에 걸친 민간의 참여를 고려할 때, 공동생산에서

의 민간의 역할은 유사개념 대비 비교적 큰 것을 알 수 있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총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생산의 6가지 특성 즉 개념적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표 1> 참조), 해당 

내용을 활용하여 <표 2>와 같이 사례분석기준을 개발하였다.

<표 2> 분석기준

분석기준 판단기준 충족 여부/수준

(구성요소 1)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정부와 민간이 정책의 계획, 결정, 집행, 
평가 전 과정에 참여

Y/N

*(구성요소 2)
역할의 균형성

민간이 단순히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보완
하거나(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이 더 큰 
경우), 정부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행정서비
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제외

￭ 강: 모든 시기에서 역할이 균형을 이룸 
￭ 약: 특정 시기별로 주된 역할이 부여되거나, 

상대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더 큰 경우 

(구성요소 3)
민간참여의 자발성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 Y/N

(구성요소 4)
상호작용의 상시성

상시 정부와 민간의 상호작용 여부 Y/N

*(구성요소 5)
책임성

정부와 민간이 정책/행정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유

￭ 강: 법률적･경제적 책임을 공유 
￭ 약: 민간이 도의적 책임을 공유 

*(구성요소 6)
지속가능성

지속적･장기적 행정서비스 공급 및 정책 
성과 창출 가능성

￭ 강: 법령･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 약: 상기 방식 미비 

* 주: 6개 구성요소 모두 <그림 2>의 3단계 분석을 실시하며, ‘*’ 표기가 된 구성요소2･5･6에 대해서 <그림 2>의 
4단계 분석을 실시함 

2단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받아, 민관협력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정책 및 사업 

즉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한 총 244개의 공동생산 사례를 분석대상 자료로 수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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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에서는 수집된 244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업의 구조 및 활동내용, 법적 근거 등의 내용을 

종합분석하여 해당 사례가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였다. 공동

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 중에서도 참여시기의 전과정성(구성요소 1)은 공동협의･공동협치･공동관

리와 구분되는 공동생산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므로 이를 1차적으로 분석하여 총 34개의 사례

를 추출하였다(전체의 13.9%). 다음으로 34개 사례를 대상으로 구성요소 2~6을 충족하였는지 검

토한 결과 총 12개 사례(전체 4.9%)가 선정되었다. 3단계 분석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

해 2명의 연구진이 각각 분석한 결과를 교차 비교하여 100% 일치할 때 까지 3차례에 걸쳐 재코

딩하였다.

3단계 분석과정에서 선정된 12개 사례들은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

였지만, 해당 사례들 간 구성요소2(역할의 균형성), 구성요소5(책임성), 구성요소6(지속가능성)의 

수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자문회의,2) 관계공무원 간담회 및 의견조사3)

를 실시한 결과,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공동생산의 개념 정립이 미흡하여 일반적인 민간참여는 공

동생산에서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고, 민간-정부 간 역할의 균형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

하였으며4), 법적인 한계로 인하여 공동생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책임은 정부가 부담하는 경우

가 많았다. 또한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을 위한 법령 제･개정, 조례제정, 전담조직 운영 등과 같은 

제도적인 기반이 부족해 특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담당자의 순환보직 또는 기

관장의 변화 등에 따라 매우 유동적으로 관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4단계에서는 3단계 분석을 통해 선정된 12개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사례들이 구성요소2(역할의 균형성), 구성요소5(책임성), 구성요소6(지속가능성) 등 3개 

구성요소를 얼마나 잘 충족하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사례들을 유형화하였다. 분석

을 통해서 3개의 구성요소를 높은 수준으로 충족하고 있는 사례의 특성을 파악하였고, 이를 바탕

으로 5단계에서는 제도개선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장에서 기술한 분석절차와 방법을 정리하면 

<그림 2>와 같다.

2) 공동생산 실무자 3명, 매년 공동생산 사례를 평가해 온 전문가 3명을 대상으로 분석 단계마다 분석결과의 타당
성 및 결과해석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3) 2019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모집에 참여한 29명의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본 
연구진이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4) 설문조사 결과, 89.7%의 응답자가 공동생산과 유사개념(공동생산 이외의 공동협의･공동협치･공동관리 등은 일
부 단계에서만 민간이 정책에 참여하거나, 참여 민간을 특정한 형태로 제한함)간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
하고 있지 못했다(이재용･김지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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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분석절차 및 방법

【1단계】 
공동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 도출
(<표 1>)

* 문헌연구
è

【2단계】
사례수집

(244 사례)

è

【3단계】분석

è

【4단계】
심층분석 및 유형화 

(구성요소2･5･6
충족수준 분석)

* 사례내용분석

- 역할균형성: 강/약
-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강/약

è

【5단계】
우수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제언

1차 분석(34개) 
 (구성요소1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충족여부)

* 사례내용분석

2차분석(12개)
(구성요소2~6 

충족여부)
* 사례내용분석

Ⅳ. 분석 결과

1. (3단계) 공동생산의 6개 구성요소 충족여부 분석 

1)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분석결과

최초 수집된 244개의 사례에 대하여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13.9%에 해

당하는 34개 사례에서만 정책의 전 과정 즉 계획･결정･전달･평가에 민간 참여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나머지 사례 중 59개 사례(24.2%)는 계획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측정

되어, 상대적으로 결정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있었거나(1개 사례) 평가를 제외

한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있었거나(11개 사례), 전달을 제외한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참

여가 있는 사례(0개)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즉, 계획과정은 정부가 단독

으로 수행하고, 계획에 대한 결정, 전달, 평가 등을 민간과 함께 수행하는 사례의 비중이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고 있어 민간이 초기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예를 들어 ▽▽구 도시재생프로젝트, ▢▢시 노인케어 등).

이와 같이 계획단계에서의 민간 참여가 미흡한 것은 계획과 평가에 민간이 참여하지 않는 사

례가 90건(전체의 36.9%)으로 매우 많게 나타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평가단계에서의 

민간 참여는 민간이 성과 측정을 위해 직접 모니터링단 활동에 참여하거나, 주주가 되어 성과를 

배분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매우 높은 수

준의 참여까지도 포함한다(예: 순천시 로컬푸드 사례). 또한 주민이 주도하여 연간 성과평가 및 

차년도 계획수립 등을 하면서 전년도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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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피드백 제공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참여 역시 포함된다(예: 파주시 두부사려 똑똑똑 

사례). 그러나 대부분의 사례들의 경우(101건, 전체의 41.4%), 민간이 정책의 결정 또는 전달과

정에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업의 성과(목표달성도, 경제적 성과 등) 및 법적 

책임은 물론 서비스대상의 안전에 대한 책임 등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부담하고 있었다(예: ◇◇

구 길고양이 급식소 프로젝트, ◎◎시 폐교를 활용한 독서캠핑장 활용 등).

또한 행정서비스의 전달과정에서만 민간이 정부와 역할을 분담하거나, 정부가 생산한 행정서비

스를 민간이 단지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는 사례도 45건(전체의 18.4%)이었다. 이와 같은 사

례는 대체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인력 및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계

가 있어 민간으로 하여금 일정부분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계획부터 평가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는 공동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충족

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다(예: □□시 병원아 엄마를 부탁해, ○○시의 시민건강학교 등).

<표 3> (구성요소 1)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분석결과

구분
사례수 소계

계획 결정 전달 평가

○ ○ ○ ○ 34 34

× ○ ○ ○ 59

71
○ × ○ ○ 1

○ ○ × ○ 0

○ ○ ○ × 11

× × ○ ○ 2

92

× ○ × ○ 0

× ○ ○ × 90

○ × × ○ 0

○ × ○ × 0

○ ○ × × 0

× × × ○ 0

47
× × ○ × 45

× ○ × × 2

○ × × × 0

× × × × 0 0
합계 244 244

* 주. ◯: 해당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있는 경우, ×: 해당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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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구성요소 충족여부 분석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확보한 34개 사례에 대해 구성요소 2(역할 균형성), 구성요소 3(민간참

여의 자발성), 구성요소 4(상호작용의 상시성), 구성요소 5(책임성), 구성요소 6(지속가능성)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12개 사

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는 1개 이상의 구성요소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시 시니어택배 사례나 ▽▽시 동네서점에서 희망도서 바로대출제, ◇◇ 구 쪽방

자활 사례, ◈◈구에서 실시한 사회적 약자의 도전･나눔･자립을 위한 창조적 공익공간 언더스탠

드 애비뉴 조성, ◰◰시 폐수 정화장, ◧◧시 청년 커뮤니티, ◕◕시 독거노인케어, ◍◍시 국공

립어린이집, ◓◓구 지역 활성화 사례 등은 전반적인 법적 책임 및 성과에 대한 책임 등을 정부

가 부담하고 있어, 민간과 그 책임을 공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도 100원택시와 ■■시의 의료기관 간 협업, △△시 교통사관학교, ◯◯구 안심상가는 민

간 참여자의 자발성 면에서 한계가 있었고, ▢▢시 시민대학, ◊◊광역시 청년일자리는 역할의 

균형성 면에서 민간이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존재하였다. 

◉◉시의 농업페기물 재활용과 ◩◩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이불빨래, ◭◭구 청년취업, ▤▤시 

병원아동 돌봄서비스, ☆☆구의 병원아동보호사 사례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민간과 각각의 지방자

치단체 간 정기적･상시적인 협의나 논의 과정이 생략된 경우가 많아 정책 주체 간 상호작용의 

상시성이 부족하였다. ◆◆광역시의 착한결혼식이나 ▷▷군의 어르신 행복일터 시니어택배의 경

우도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나 조직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 결과 민간이 계획부터 평가에 이르는 정책의 전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공동생산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례들이 22건(64.7%)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수한 구조적 특징과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데 이르지 못했거나 자발적 참여 및 역할

의 균형성, 상시적 상호작용을 하는 등 실질적 차원에서 공동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

례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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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구성요소 2~6 충족여부 분석결과

지역 사례명 구성요소
충족
여부

지역 사례명 구성요소
충족
여부

경기 
남양주시

현답
토론회

역할의 균형성 ○

▽▽시

동네서점에
서 희망

도서 바로
대출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시니어 
택배

역할의 균형성 ○

전남
순천시

로컬
푸드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구 쪽방 자활

역할의 균형성 ○

서울
금천구

청춘
빌딩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시민
대학

역할의 균형성 ×

◯◯도
100원
택시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농업

폐기물 
재활용

역할의 균형성 ○

◈◈구
언더

스탠드
에비뉴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구
병원
아동

보호사

역할의 균형성 ×

◆◆
광역시

착한
결혼식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의료
기관
협업

역할의 균형성 ○

△△시
교통
사관
학교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서울
영등포구

여성
안심

플랫폼

역할의 균형성 ○

▷▷군
대추 

+시니어택
배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폐수

정수장

역할의 균형성 ○ ◧◧시
청년 커뮤

니티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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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음영표시 – 6개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는 사례 

지역 사례명 구성요소
충족
여부

지역 사례명 구성요소
충족
여부

◰◰시
폐수

정수장

상호작용의 상시성 ○
◧◧시

청년 커뮤
니티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경기
안산시

도시
재생
사업

역할의 균형성 ○

서울
성동구

청년 벤처
기업
육성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인천
미추홀구

도시
재생
빈집
활용

역할의 균형성 ○

전북
완주군

청년
사업
Jump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시
독거
노인
케어

역할의 균형성 ○

◩◩시 빨래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충북
증평군

빈집
활용

역할의 균형성 ○

◯◯구
안심
상가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구
청년
취업

역할의 균형성 ×

▤▤시

병원
아동
돌봄

서비스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
광역시

청년 
일자리

역할의 균형성 ×

서울
서대문구

달팽이학교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구
지역 

활성화

역할의 균형성 ○

◍◍시
국공립 

어린이집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경기
파주시

두부
사려

역할의 균형성 ○

서울
특별시

거주자우선 
주차장 
공유

역할의 균형성 ○
참여의 자발성 ○ 참여의 자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상호작용의 상시성 ○
책임성 ○ 책임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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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단계) 3개 구성요소에 관한 심층분석

공동생산의 6개 구성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는 12개 사례에 대해 구성요소 2(역할의 균형성), 

구성요소 5(책임성), 구성요소 6(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체로 책임성

과 지속가능성의 충족 수준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4>는 심층분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역할의 균형성(구성요소 2)과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구성요소 5･6)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각 유형별 대표사례 분석5)을 통해 공동생산 활성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을 탐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심층분석에 따른 사례 유형화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강 약

역할의 
균형성

강

￭ 전남 순천시 로컬푸드
￭ 경기 남양주시 현답토론회
￭ 서울 금천구 청춘빌딩
￭ 경기 안산시 도시재생사업
￭ 서울 성동구 청년벤처기업 육성
￭ 전북 완주군 청년사업
￭ 인천 미추홀구 도시재생빈집활용
￭ 충북 증평군 빈집활용

￭ 경기 파주시 두부배달

약
￭ 서울 영등포구 여성안심 플랫폼
￭ 서울특별시 거주자 우선주차장공유 

￭ 서울 서대문구 달팽이 학교

1) 순천시 로컬푸드 사례

역할의 균형성과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순천시 로컬푸드 사례는 시민주주

의 법인을 설립하여 시민과 순천시가 함께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행정서비스 공

동생산 사례이다. 참여시기별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먼저 계획단계에서 정부가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최초의 기회자로서 시민참여 독려를 위해 읍･면･동 400km 천리장정6)

5) 역할의 균형성과 책임성, 지속가능성 모두를 높게 충족하고 있는 사례 7가지 중 5개 사례는 국가 차원에서 진
행된 청년사업 및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차원에서 제시한 명확한 프레임워크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방법
론으로서 민간참여, 서비스의 공동생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대표사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
한 남양주시 현답토론회는 시민참여형 토론회를 계획･운영･피드백 하는 전 과정이 정부-민간의 공동생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3단계 분석과정에서 토론회가 일종의 정책결정 프로세스라는 이견이 제시된 바 있어 대표사
례로 선정하지 않았다. 또한 역할의 균형성이 약하고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이 강한 2개 사례 중 서울시 사례는 
3단계 분석과정에서 계획단계에서의 민간 참여가 공동생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견이 존재하여 대표사례로 선
정하지 않았다.

6) 순천시 및 지역 시민단체들은 순천형 로컬푸드의 사업 계획 단계부터 농민들과 시민들의 공감대형성을 위해 읍



62 이재용ㆍ김지수

을 진행하고, 민간은 이 과정에서 운영된 다양한 토론회와 공감토크(talk)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법인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결정단계에서는 민간은 시민주주로, 정부도 순천로컬푸드(주)의 공동주주로 참여함으로써 

주주총회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 목적의 법인 설립과 운영방침, 직매장 운영 등과 같은 모든 주

요 결정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7) 집행단계에서도 민간은 로컬푸드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주체이

자 소비자, 직매장의 운영자 또는 직원으로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

을 통해 공동집행을 하였다.8) 마지막으로 평가단계에서도 정부와 민간이 주주로서의 경제적 책

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민간의 경우 모니터링단9)으로서 서비스와 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지

속적인 점검과 평가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모든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역할의 배분 측면에서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수립 

및 결정, 집행, 평가의 전 과정에서 정부와 민간이 법인의 주주로서 비교적 균형 있는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민주주로서의 참여는 법인의 성과를 비롯한 경제적･법률적 책임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

게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공동생산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

다. 또한 법인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동생산 시스템의 지속적 운영 가능성이 높으며, 

순천시 역시 전담부서10)를 운영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순천시의 사례는 정부와 민간이 법인의 공동주주로서 역할을 맡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공동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면동 400km 천리장정을 추진하여 정책에 반영하였다. 지역사회연구소, 순천환경운동연합, 농민회 등 시민단체 
회원과 농민 500명이 참여한 해당 행사는 24개 읍면동을 20박 21일 동안 순회하며 진행되었다.

7)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1,089명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협력법인을 설립하고, 사업단계별 시민 
토론회와 공감 talk 등의 숙의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였다.

8) 순천시는 로컬푸드 사업 총괄, 직매장 및 레스토랑 기반시설 확충, 운영 법인 지도 및 감독, 운영법인인 순천로
컬푸드(주)는 직매장 및 레스트랑 사업 운영, 생산농가 조직화, 브랜드사업 및 홍보, 농민(생산자)과 시민(소비
자)은 로컬푸드 생산, 로컬푸드 시민운동, 도농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다.

9) 시민 32명으로 구성된 순천로컬푸드 모니터링단은(2017. 5. 13. 위촉) 로컬푸드 시책 및 프로그램 홍보, 시민의
견 수렴 및 개선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0)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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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순천로컬푸드(주) 공동생산 사례 분석결과

주제
지역경제활성화/문화관광

시민주주 법인설립 및 운영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 

정책대상
순천시 로컬푸드의 생산, 소비자, 직매장 

운영자 등 일반시민

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 민간: 구체적인 법인설립 
및 운영에 관한 실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 정부: 최초의 기획자,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한 천리장정 

￭ 민간: 시민주주(주주총회
가 결정)

￭ 정부: 공동주주(주주총회
가 결정)

￭ 민간: 생산자, 소비자, 직
매장 직원으로서의 운영 
등 주도적 역할

￭ 정부: 정책지원, 공동주주 
역할

￭ 민간: 주주로서의 책임, 
모니터링단

￭ 정부: 주주로서의 책임

6가지 조건 활동내용 충족수준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 Y

역할의 균형성 ￭ 주주로서 민간-정부가 전 과정에서 대등한 역할 수행 강
참여의 자발성 ￭ 천리장정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참여 유도 Y

상호작용의 상시성
￭ 공동주주로서 정기적 회의와 상시 소통을 통해 직매장 운영 

및 의사결정을 함
Y 

책임성
￭ 주주로서 경제적 성과(손실/이익)를 공유
￭ 주주로서 법인의 법률적 책임을 공유

강

지속가능성
￭ 법인 설립･운영
￭ 순천시청 내 전담부서 설치･운영

강

* 주: Y: 충족 

2) 파주시 두부배달 사례

이에 비해 역할의 균형성은 우수하지만 상대적으로 책임성･지속가능성이 약한 파주시 두부배

달 사례는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을주민 주도의 ‘두부배달’

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지지를 하는 복지서비스 공동생산 사례이다.

참여단계별로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분석해 보면, 계획단계에서 정부는 최초의 기획자이자 협

업의 주도자로서 두부생산자와 주민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의 협력을 얻는 등 

공식적 실행계획 수립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민간은 마을주민으로서 장단콩 두부 배달대상범위 

확대 등을 마을계획을 통해 제안함으로써,11) 정부의 계획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결정단

계에서 민간은 마을계획수립과정을 통해 토론과 논의를 거쳐 두부배달에 관한 포괄적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는 예산확보 및 최종계획을 정부의 공식적 계획에 탑재하는 공식

적 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집행단계에서 민간은 두부 생산 및 공급자이자 배달 및 안부

확인 활동을 하는 주체로서 활발히 활동하였으며, 정부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홍

11) 사업 계획 단계부터 주민,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단독 사업 수행에서 예상되는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였다. 장애인･종합사회 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 등 참석한 주체는 매우 다
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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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담당하였다.12) 특히 두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에도 정부의 역할이 있었다. 평가단

계에서 민간은 현장상황을 마을에서의 논의를 통해 공유하고 계획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피드백

을 제공했다. 

<표 6> 두부사려 똑! 똑! 똑! 공동생산 사례 분석결과 

주제
복지/마을공동체/지역경제활성화

장단콩 두부배달을 통해 방문복지사각지대 
완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대상 파주시 OO마을 주민

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 민간: 대상범위 확대 등 실
행계획 수립 시 의견제시

￭ 정부: 최초의 기획자, 협
업의 주도자, 공식적 실행
계획 수립자 

￭ 민간: 마을계획수립을 통
한 정책결정자

￭ 정부: 예산 및 계획에 대
한 최종 결정자 

￭ 민간: 두부배달(판매), 두
부생산 및 공급, 안부확인

￭ 정부: 행정지원, 홍보

￭ 민간: 현장상황에 대한 피
드백 제공 

￭ 정부: 성과평가

6가지 조건 활동내용 충족수준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 Y

역할의 균형성

￭ 전반적으로 정부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민간의 역할은 
집행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함

￭ 그러나 마을계획수립 및 회의를 통해 민간이 상당히 높은 수
준으로 계획수립 및 결정,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역할의 균형성이 높음 

강

참여의 자발성
￭ 마을주민이 두부배달, 판매, 안부확인 등의 과정에서 자발적으

로 참여 
Y

상호작용의 상시성 
￭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동주민센터와 주민 간에 

상시적인 소통을 함 
Y 

6가지 조건 활동내용 충족수준

책임성
￭ 사업의 전반적 책임(예: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등)에 대해 

정부가 부담함 
약

지속가능성

￭ 담당 부서 운영
￭ 지역의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알려져 있고, 이장협의

회 등 주민과 정부 간 관계가 긴밀함
￭ 그러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합, 법인 등의 설립에 

이르지는 못함

약

* 주: Y: 충족 

그러나 복지서비스 영역에 해당되는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이니 만큼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정

부와 민간이 공유하고 있다고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업전반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부담하

12) 콩생산 농가 및 협동조합은 두부생산 및 공급자, 민간봉사단(두부봉사대)은 두부 지급 대상자이자 배달원, 파
주시는 행정지원자(전담부서 운영 등) 및 복지사각지대 관련 홍보자(홍보물, 캠페인 진행 등)로서의 역할을 각
각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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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어 민간은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어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행정지

원을 위한 담당부서13)를 운영하고 이장협의회와 동주민센터 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

나,14) 조합이나 법인 등이 설립된 것은 아니어서 정부 정책 중단과 함께 언제든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지속가능성 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3) 영등포구 여성안심 플랫폼 사례

반대로 역할의 균형성은 약하지만,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은 비교적 강하게 확보한 사례로는 영

등포구 여성안심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이 사례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치안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정부가 협업 필요성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공동생산 가능성을 탐

지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구체적인 계획의 설계과정에서 민간15)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했다. 또한 구체적인 플랫폼 개발방향 및 공유정보범위 등에 대한 주요 결정을 정부와 민간

이 공동으로 진행하였다.16) 개발과정을 거쳐 행정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민간이 데이터를 공유･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며, 플랫폼에 대한 시스템 차원의 관리자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는 행

정지원 및 홍보, 데이터공유 결정 및 상시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평가단계에서 민간은 운

영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피드백 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정부는 사업에 다른 책임과 성과평가를 

전반적으로 부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 단계에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

여하였으나, 평가단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보다 강한 모습을 보였다. 

즉, 역할의 균형성 측면에서 초기 계획과 평가 단계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로

그램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정부는 행정적 차원의 지

원 외에 적극적 역할이 부여되지 못하였기에 역할의 균형성은 비교적 낮다고 보았다. 그러나 민간

(KT와 고려대학교)의 참여 자발성이나 플랫폼 개발과 집행의 전 과정에서 상호 상시 커뮤니케이

션 하였고, 계약 및 MOU 채결 등에 의거 정부와 민간이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상시 운영을 위한 정보수집용 설비17) 등을 설치함으로써 정보공유 및 활용에 대한 지

13) 운정 3동 맞춤형복지팀이 행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14) 평가단계에서의 민간 참여는 정기회의를 통한 사업 성과 및 개선 방향 등을 공유하는 차원의 것으로써, 정부

와 민간이 해당 사업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15) 고려대학교, KT 등 민간주체가 계획단계에서 참여하였다.
16)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과의 플랫폼 기획작업을 진행하여, 플랫폼에 반영할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책추진자에 대한 파악, 플랫폼을 통해 구현할 CPTED 정책 등을 논의 및 결정했다. 또한 영
등포경찰서, KT, 영등포구청 내 부서들과 플랫폼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이들로부터 취합한 데이터를 플랫폼 
구축에 활용하였다.

17) 여성1인 가구 밀집지역 중심으로 IoT 기반 문열림 센서를 시범설치하였고, 점진적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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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의 경우 민간과 정부가 공동주

주가 되거나 조합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 등과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으나, 종합

적인 판단에 따라 대부분의 사례와 대조 시 책임성과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7> 여성안전 플랫폼 공동생산 사례 분석결과 

주제
여성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을 

통한 치안서비스 강화 
정책대상 여성

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 민간: 분석방법 및 플랫폼 
개발 계획 공동수립

￭ 정부: 최초의 기획자, 협
업의 주도자, 공식적 실행
계획 수립자 

￭ 민간: 기술적 사안에 대한 
공동결정

￭ 정부: 정책 결정자 

￭ 민간: 데이터 공유 및 분
석결과 제공, 시스템관리

￭ 정부: 행정지원, 홍보, 데
이터 공유

￭ 민간: 계약당사자로서 성
과 책임 

￭ 정부: 정책 성과평가

6가지 조건 활동내용 충족수준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 Y

역할의 균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하나, 계획과 평가단계에서는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결정 및 집행 단계에서는 민간이 상대적
으로 주도적 역할을 함 

약

참여의 자발성
￭ KT와 고려대 등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 
Y

상호작용의 상시성 ￭ 개발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상시 소통함 Y 

책임성
￭ 정부: 정책의 공식적 책임자로서 행정적, 법률적 책임 
￭ 민간: 계약의 당사자로서 컨텐츠와 시스템에 대한 책임

강(△)

지속가능성
￭ 계약 및 MOU 채결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있음 
￭ 상시 운영이 필요한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설비가 설치되

는 등 정보공유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확보 
강(△)

* 주: Y: 충족, 강(△): 상대적으로 강함 

4) 서대문구 달팽이학교 사례 

마지막으로 서대문구 달팽이학교는 역할 균형성과 책임성, 지속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약해, 우

수한 성과와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사례는 

마을이 심리정서 안정이 필요한 학생, 학교생활에서 무기력에 빠진 학생, 문화예술체험 접하기 

어려운 학생, 사각지대에 있어 따뜻한 관심이 필요한 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을 보호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삼은 교육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계획단계에서 정부는 최초의 기획자로서 민간과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설계하고, 마을공간을 함

께 탐색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 내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

장비를 설치하였다. 해당 설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여성안심귀갓길 및 순찰 경로 최적화에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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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에서 가지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18) 결정단계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공동 결정하지만, 대상학생 확보 및 프로그램 운영결정 등을 정부 측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집행단계에서는 민간은 프로그램 운영자 및 강사로서 역할을 하고,19) 정부는 행정지원, 학

생안전 및 보호, 홍보 등의 전반적인 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평가단계에서는 민간은 비교적 역

할이 약하지만, 운영경험을 토대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를 받는 등 공식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은 확보되었으나, 정부의 역할이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

로 더 주도적이다. 공동생산에 참여할 민간 영역을 발굴･관리하고, 참여할 학교와 학생 등을 섭

외20)하는 것부터 운영과정까지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주민은 주로 집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등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가단계에서도 정부의 책임이 

주가 된다. 따라서 비교적 역할의 균형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8> 달팽이학교 공동생산 사례 분석결과

주제 학교밖 지역사회에서의 교육서비스 공동생산 정책대상 학생
계획단계 결정단계 집행단계 평가단계

￭ 민간: 교육프로그램 공동
설계

￭ 정부: 최초의 기획자, 협
업의 주도자, 교육프로그
램 공동설계

￭ 민간: 교육프로그램 결정
에 의견제시 

￭ 정부: 대상학생확보 및 프
로그램 운영결정 

￭ 민간: 프로그램 운영자, 
강사, 공간제공자

￭ 정부: 행정지원, 홍보, 학
생안전 및 보호 

￭ 민간: 피드백 제공 
￭ 정부: 정책 성과평가

6가지 조건 활동내용 충족수준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 Y

역할의 균형성
￭ 모든 단계에서 공동참여하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더 주도적 역할 수행 
￭ 민간은 집행단계에서 활동이 두드러짐 

약

참여의 자발성
￭ 구청, 학교, 지원청, 마을자원(대안학교 전문가, 마을 예술가 등)이 약 

20여회의 간담회를 통해 자발적 참여
Y

상호작용의 상시성 ￭ 간담회와 상시협의를 통해 개발 및 운영과정 전반에서 소통함 Y 
책임성 ￭ 사실상 정부가 정책의 공식적 책임자로서 행정적, 법률적 책임 약

지속가능성

￭ 학교-서대문구-마을주민 간의 협력체계를 통해 현재 안정적인 운영체
계를 가짐 

￭ 그러나 협동조합이나 법인 등 장기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아직 
부족한 상태임 

약

* 주: Y: 충족 

18) 서대문구청, 학교, 마을이 주체로서 사업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 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9) 프로그램 운영자 및 강사는 모두 지역 현직예술가로서 경력대비 최소 수당만 수령하거나 무보수로 참여하였다.
20) 사업에 대한 관심제고와 이해를 위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알기 쉬운 사업홍

보 자료(동영상 등) 제작으로 활동사례를 공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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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해 민간과 정부가 공동의 책임을 부담하고는 있으

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정부가 공식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해당 프로그램과 담당자의 노력

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어 법인･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통한 장기적 운영 가능한 시스템

의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5) 분석결과를 통한 제언

본 연구는 유형별 4개 대표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의 공동생산이 실질화･활성화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첫째, 조례제정 및 전담부

서 설치를 통한 정부부문의 지속적인 사업수행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민

간으로 사업을 계획･결정･집행･책임지는 법인설립과 공동주주방식의 사업수행 방식 활용 필요성

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민간이 진행과정 및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차년도 계획수립과정에서 피

드백을 제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계약 및 MOU 채결 등

을 통해 계약상의 책임을 상호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의 활용 활성화와 다섯째, 지속적 서비스 공

급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표 9> 사례 비교 분석 결과

책임성 및 지속가능성 
강 약

역할의 
균형성

강

<순천로컬푸드(주)>
￭ 순천시 내 전담부서 설치･운영
￭ 법인설립(정부-시민 주주) 
￭ 높은 수준의 역할 균형성과 책임성, 지속가

능성 확보 

<두부사려 똑! 똑! 똑!>
￭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로 역할 균형성 확보

(단, 상대적으로 순천 사례에 비해서 약함) 
￭ 정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제도적 한계) 
￭ 긴밀한 관계구축이 이루어져 있으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법적인 담보 방안이 부재 

약

<여성안심 플랫폼>
￭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계약에 기반해 공동

생산
￭ 정부가 전반적으로 공식적 계획수립･결정･

집행･평가 단계에서 책임을 지지만, 민간
이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동계획을 수립하
고, 그에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짐(단, 순
천 사례와 비교시 상대적으로 정부는 계
획･책임에서, 민간은 결정･집행에서 주도
적 역할)

￭ 계약 및 MOU 채결에 기반하여 공동의 책
임을 부담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함

￭ 지속적인 정보공급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
는 등 지속가능성 담보 

<달팽이학교> 
￭ 정부 내 실무자의 적극적 노력으로 공동생

산체계 구축
￭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민간은 공동의 

계획수립과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부분에
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시스템의 장기적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기
반이 비교적 부족함 

￭ 정부가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제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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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함의

공동생산은 정부와 민간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활동으로, 민간을 행정의 수

혜자로 한정하지 않고 정부와 함께 정책 및 행정서비스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생산자로 인식한

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점과 다르다. 행정 현장에서도 민간참여의 범위와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생산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의 부족으로 인해 공동생산 이론의 현장으

로의 적용은 어려운 상황이다.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개념 정립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생산 

활동에 필요한 주요 고려사항을 단계별･조건별로 제시하여 이론적, 정책적 차원에서의 기반을 마

련코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공동생산의 개념을 추상적이고 단편적으로 제시한 기존의 연구들

과 달리 공동생산과 유사한 민간참여 활동 간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공동생산의 명확한 범위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향후 공동생산 관련 현장 실무 

및 심화 연구에 이론적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공동생산의 개념적 구성요소와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

시기의 전과정성은 공동생산의 필수조건 중 하나로 모든 정책과정 즉 계획, 결정, 전달, 평가에 

민간이 정부와 함께 참여해야 한다. 둘째, 특정 단계에 편중되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양자 중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인 정책참여를 방지함으로써 역할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전협의와 소통으로 민간의 해당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그들의 자발적인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해당 지자체는 공동생산 전담부서 또는 사업 관련 조직을 통

하거나 정기적인 형태의 회의 등 상시적 소통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을 활용하여 해당 공동생산 사업의 집행과 성과를 평가하고, 정부와 민간이 공동

생산의 주체로서 책임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성의 확보는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조직 설립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례 발굴 및 사업 추

진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 진행한 사례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제

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동생산 관련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가 필요하다.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21), 현장에서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사업 관련 추진방법･체계 등의 

확보가 미흡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주도의 

지자체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생산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은 현

21) 1차 사례분석에서 공동생산의 필수조건(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중요성, 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
성)을 충족하는 경우는 12건으로 전체 사례 244건 중 약 4.9%를 차지한다(본문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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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실무자들의 역량을 고려하여 공동생산에 대한 인식, 이해도 개선을 위한 기초소양 교육 및 사

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심화역량강화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많은 사례의 경우, 민간참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지만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지 못하였다. 민간

참여의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 초기에 관련 캠페인이나 토론회 등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민간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심 있는 주민들의 참여를 위

한 모집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정 자원을 가지고 있는 단체(예. 시민단체, 학교 등)의 참여가 필요한 공동생산의 경우, MOU 

채결과 실무협의 등을 통해 해당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

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공동생산 사업의 수행을 위한 제도적･인적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과 관련

한 자치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공동생산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력을 확보하여, 민관커뮤니케이션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

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또는 단체의 설립이 필

요하다. 발굴된 사업이 일회성의 전시용 공동생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합, 법인 등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민간을 독려하여, 해당 단체를 구심점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통해 일자

리, 수익 등의 성과를 창출하며, 평가단계에서 민관이 함께 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반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참여 민간의 유형 및 민간이 참여하는 정

책단계의 측면만을 고려하여 공동생산과 유사개념 간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각의 유형들이 가지는 기능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둘째, 특정 공동생산 사례에 한정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정립한 공동생산의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례에 접근하였지만, 

해당 분석은 공모전에 제출된 사례에만 한정되어 제한된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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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Production of Public Services in South Korea: 
Defining the Concept and Classifying the Types

Jaeyong Lee & Jisoo Kim

The increase in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and administrative services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government roles, marked by an inevitable attempt by private 

parties to address various social needs and difficulties. Recently, the necessity of co-production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rivate participation has been emphasized. However, due to 

the lack of related research, clear concepts and standards of co-production as distinguished 

from other types of private participation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This study establishes 

the concept of co-production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 develops as an analytical standard 

the six conceptual components of co-production derived from this process, analyzes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t the policy level. After 

evaluating 244 case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based on the entire process of participation, 

the balance of roles, the spontaneity of private participation, the consistency of interaction, the 

accountability, and the sustainability, it was determined that only 34 cases met the process of 

participation time criterion, and only 12 cases met all six criteria. From an in-depth analysis of 

12 c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weighting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variation in the relative focus on sustainability and 

accountabi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olicy plans, 

such as securing an educational system for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of co-production in the 

administrative field; holding campaigns, debates, and practical cooperation related to the project 

to ensure spontaneous private participation; establishing ordinances; securing a joint production 

organization and manpower; and establishing a union and corporation for the continuous 

furtherance of business and policy performance.

Key words: Co-produc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private particip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