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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장과 정부실패의 보완 기능
으로서의 비정부기구 즉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역할의 중요성이 점
차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현상에 따른 공공 재화 및 서비
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그로 인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재정상황의 악화
로 인한 공공서비스의 감축, 민간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수단으로 민영화
와 민간위탁 등이 부각되면서 NGO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공급에 있어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는 열악한 지역 사회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대안으로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GO-NGO의 바람직한 파트너십의 구축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원동력이 될 것
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
체 약화 방지 및 사회문제를 해결. 예방해 준다.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원봉사활동의 이타적 동
기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라는 순수한 동기도 있겠지만,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복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
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적극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GO(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GO-NGO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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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시장과 정부실패의 보완 기능으로서
의 비정부기구 즉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
다는 것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는 공공서비스분야, 특히 교육과 환경,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비정부기구나 비영리적 자발조직(nonprofit, voluntary organization)의 활동이 이미 오래 전부
터 활성화 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작은정부
지향’ 추세와 함께 NGO의 정치․사회․문화적 기능에 대한 學界(학계) 및 政界(정계)의 관
심이 더욱 높아지고 NGO의 성장 역시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는 정부의 정책 결정에 시민들
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적었을 뿐 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비정부기구나 비영리 자발
조직을 건전한 방향으로 지도육성하고 이들을 사회적 공익실현을 위해 활용하려는 노력 또
한 부족하였다. 그러나 사회의 다원화․전문화 현상에 따른 공공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수
요의 증가와 그로인한 시민운동의 활성화 그리고 정부재정상황의 악화로 인한 공공서비스
의 감축, 민간조직을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수단으로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이 부각되면
서 NGO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신뢰 할
수 있는 집단으로 NGO를 선정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활약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것
은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표현으로 NGO의 기능이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NGO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바로 자원봉사활동이다. 자원봉사활동은 각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로 참여하여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아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
일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약화 방지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 준다. 때문에 자원봉
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 자원봉
사활동의 이타적 동기나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시민적 참여라는 순수한 동기도 있겠지
만,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복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자는 논의가 바람직한 대안으로서 적극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GO(정부)와 NGO간의 관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여
GO-NGO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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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원봉사와 NGO, 거버넌스의 등장
1. 자원봉사와 NGO의 이론적 기초
1) 자원봉사의 이념, 종류, 역사, 목적
자원봉사활동은 voluntary 또는 voluntarism으로 자유의지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voluntas
에서 유래되었으며 자원봉사자를 volunteer라고 한다. 즉 자원봉사활동은 타인의 이익을 위
하여 강제나 보상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적
속성을 가지고 서로 교류하며 무엇을 성취하여 인정을 받고 타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
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자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박상철, 2001:
조명래, 2004 재인용). 인류역사 이래 자원봉사가 이렇게 계속 이어온 것은 자원봉사가 가
지고 있는 이념이 인류사회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의 이념으로는
자아실현, 자발성, 무보수성, 이타성, 지속성을 꼽는다(박상필, 2001 : 184-86).
자원봉사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사회적 약자인 노인, 청소년, 여성, 아
동, 장애인, 소수인종, 노숙인, 재소자 등을 위한 봉사활동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환경보호,
교육, 빈곤퇴치, 교통질서, 범죄예방, 간병 같은 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활동하
는 영역에 따라 지역봉사활동, 국내봉사활동, 국제봉사활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부금이나
성금, 또는 헌혈을 제공하는 기여봉사활동과 시간이나 육체적 노동을 제공하는 노력봉사활동으
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역사는 영국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적 짧다. 물론
농촌 부락단위로 관혼상제나 농사철 일 경우에는 부락민들끼리 서로서로 돕는 상부상조 형
태의 두레, 품앗이, 계, 향약 등의 전통이 존재하여 왔지만 이러한 전통은 자원봉사 정신에
입각한 것 이라기보다는 서로 품을 팔아 상호부조하는 경제적 보상의 측면 및 재난 등 유사
시를 대비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위험부담을 줄이려는 개념을 강하게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본래 의미의 자원봉사라고는 볼 수 없다. 현대적 의미의 자원봉사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1903년의 YMCA(기독교 청년회) 창립을 계기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기독교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유입되면서 교회 및 관련단체의 자선적, 박애적 활동
을 중심으로 시작된 초보적 형태의 자원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은 하나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는 정부의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물
질적으로 풍부하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산발적인
노력만으로 이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외국의 도움에 의존할 수 있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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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하나의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봉
사자(voluntarism)의 가치관을 확립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의 가치관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 상호간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것으로써 이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화되어야 한다.
2) NGO의 정의, 발생배경과 요인, 활동
NGO라는 용어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약자로 비정부 기구(조직, 단체)라고
번역될 수 있으며, 1950년 국제연합(UN) 경제사회이사회에서 결의안 288조가 통과되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NGO는 정부의 대표가 아니면서 국제연합과 협의적 지위를 인정
받는 공식적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개발․인권․환경․평화 등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비정부․비영리적 입장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
직을 NGO라 부른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그 개념과 정의가 합의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와
같은 성격의 단체를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있어왔으나 매스컴 등
에서 정부조직이 아닌 시민조직을 NGO라 사용하면서 NGO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
어지고 있다.
샐러먼(Salamon)에 의하면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NGO가 급속히 발달하게 되는
배경으로 복지국가의 위기, 제3세계의 발전위기, 환경의 위기, 사회주의 붕괴로 인한 위기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시장기구과 정부기구의 실패로 인한 서구 복지국가의 위기는 사회복
지 공급 기능을 대신하는 시민사회의 자원봉사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었고, 제3세계의 경제
발전 위기1)로 인해 후진국의 빈곤문제가 대두되면서 국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 주목받게
되었으며,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과 선진국의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의 확산은 환경 관련 시민단체
의 출현을 가속화시켰으며,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의 위기2)는 국가를 대신하는 자율적인
시민사회부문의 역할의 중요성이 재인식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NGO가 발생하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
1)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 시장권에 참여할수록 선진자본주의에게 자국의 경제 잉여를 유출 당
함으로써 자국내의 자생적인 공업화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종속이론
2) 소련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 경제가 매우 낙후되자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 검토,
개혁(Perestroika : 페레스트로이카)을 하려 하였다. 이는 사회주의의 기본체제를 벗어난 자본주의적 요
소의 대거도입이 큰 특징으로 사회·정치면에서 먼저 시작되었는데, 이것이 이른 바 글라스노스트 (개
방)이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여파는 동구의 민주화와 독일의 통일을 촉진 하였고, 동구공산권에서 공
산당정권과 전후 냉전체제를 해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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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째,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이다. 둘째, 국가권력과 경제 권력에 대한 견제이다. NGO는
국가권력이 지닌 억압과 독점력, 경제 권력이 지닌 불평등과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부작용
을 견제하기 위해 발생했다. 셋째, 정부정책이나 제도다.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확산, 공공업무의 위탁, 위임 등이 NGO의
활성화를 가져왔다(박상필, 2001).
또한 NGO의 활동은 사회발전 단계에 따라서도 변하며, 국가별 정치경제적 상황, 문화
역사적 배경, 그리고 민주주의의 발달정도에 따라서도 상이해진다. 국가권력이 시민 사회적
자율성 제약하는 단계에서 NGO 활동은 정치적 쟁점이나 정부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비판
하는 역할에(예, 민주화 운동) 치우친다면, 국가와 시장이 어느 정도 민주화되는 단계에서는
환경․여성․소비 등과 같은 시민 사회적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에 역점을 둘
것이고, 국가와 시장을 넘어서는 NGO의 자율성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단계에서는 국가와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생산․공급하는 역할에 집중한다(차명제, 2000).
3) 자원봉사활동과 NGO의 관계
오늘날 비영리섹터의 자원봉사활동은 정부나 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며 다
양한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조직이
비영리섹터의 NGO이다.
자원봉사활동은 NGO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NGO의
중요한 재정적 자원이 된다. 미국에서 모금을 전문으로 NGO의 경우, 전체 직원의 78%가
자원봉사자이인데, 의료기관(16%), 교육연구기관(78%), 종교단체(71%), 예술문화단체(60%)
등 보다 높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은 기부금 납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즉, 자원봉사
자일수록 다른 사람에 비해 기부금을 더 잘 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셋째, 자원봉사활
동은 NGO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한다. 즉 NGO의 입장에서 볼 때 시민들의 자원봉사활
동 그 자체는 NGO의 활동에 참여하여 단체의 사업목표 실현에 도움을 주고 또한 조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요컨대, NGO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원성에 근거하여
각종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만큼, NGO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 봉사활동은 NGO
활동 그 자체가 되며, 이를 통해 NGO가 추구하는 능동사회의 구현에 기여하게 된다(박상
필, 2001: 195-96).
4) 자원봉사와 NGO의 역할
(1) 자원봉사의 역할
오늘날 자원봉사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우리의 일상생활의 질을 높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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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 준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
구는 높아지고 복지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자원봉사활동의 사회적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공동체 약화를 방지한다.
둘째, 시민교육, 복지교육의 증진과 사회참여를 확대한다.
셋째,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 발생에 대처할 수 있다.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핵가
족화와 노인인구의 증가, 교통사고와 각종 산업재해, 이혼과 별거, 탁아문제 등 각종 사회변
동은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발생시키지만, 기존의 사회 제도적 장치로는 새로운 욕구에 대
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욕구를 자원봉사자들이 일정한 훈련을 받고 손쉽게 이들
욕구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 보완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여가의 선용과 자아실현에 기여한다.
다섯째, 사회문제의 해결과 예방에 기여한다. 현대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는 그 특징이 개
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고, 그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적
인 노력보다는 집단적, 사회적 노력을 더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기존의 거대한 관료조
직은 그 경직성으로 인해 신선한 자각과 인식을 결여하기 쉽다. 이 때 시민들의 자원봉사활
동은 기존의 조직을 새롭게 하고 문제의 발견과 해결은 물론 이를 예방하는 첩경이 된다.
(2) NGO의 역할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는 자발적 커뮤니티가 사회활동의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
의 자율적이고 상호보완적인 수평적 기능에 의하여 사회질서가 유지될 것이다.3) NGO는 다
양한 문화적 특성과 가치를 가진 개인의 자발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을 통하여 정부와 기업
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는 개인과 집단의 욕구를 충족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
한다.4) 이에 NGO가 수행하는 역할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대한 국가권력과 경제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정책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와 기업이 시민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NGO는 정부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의 변화
를 그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파악하여 정부가 수용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민단체(NGO)에 거는 기대가 커지고 시민단체들의

3) Yoneji Masuda, Managing in the Information Society(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pp. 5-9.
4) Brian O'Connell, ed., America's Voluntary Spirit(New York: The Foundation Center, 1983), pp. 3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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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박영도(1997)는 NGO의 역할을 ① 주변의 지역사회나 관심분야에 어떠한 문제
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른바 당사자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적 요구의 발굴자로서
의 역할, ② 그러한 사회적 요구의 충족을 행정이나 기업에 요구하거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 해결․충족에 적응적, 선도적 입장에서 사회적 서비
스를 공급하는 주체자로서의 역할, ③ 사회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가운데 과제의 배경이나
관련되는 문제를 명확히 하면서 그들 문제를 사회에 제기하고 과제의 공유화를 도모함과
아울러 그 해결을 위한 자원의 제공을 사회에 불러일으키는 대변자로서의 역할, ④ 그리하
여 획득한 사회로부터의 자원을 자신의 활동의 생산성과 질적 향상을 위하여 활용하고 활
동의 계속과 확대를 도모하는 혁신자로서의 역할의 4가지로 나누고 있다.

2. 거버넌스의 등장
정부가 주도하는 ‘통치’(government)의 시대가 ‘거버넌스’(governance)의 시대로 급속도로
이동하면서 오늘날의 시대를 ‘정부(government)로부터 거버넌스로의 전환(shift from government
to governance)’시대라 부른다.
거버넌스(Governance)란 일반시민, 선거에서 선출되는 시민대표,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실
행하는 행정관료 등을 포괄하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활동을 의미한다(Kooiman, J. eds.1993: 2).
이러한 거버넌스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과도하게 집중되고 확대된 중앙정부
및 행정관료의 역할을 축소시키며, 시민들이 공공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주도하자는 것이다.
샐러먼(Salamon, 1994)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지구촌 전역에서 정부의 쇠퇴와 NGO 혁명
이 진전된 배경은 전통적인 ‘시장실패’에 이어 1980-90년대에 ‘정부실패’가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제3의 세력으로 제3섹터(The Third Sector) 혹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새로운 대
안을 찾는, 일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OECD가 회원국들에서
일어난 정부 역할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분석한 보고서, ｢미래의 정부｣(Government of the
Future)에서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정부 역할이 급변하고 있다면서 이제 “정부는 더 이상
공공서비스 독점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 추세에서 “정부는 많은 행위자들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다른 주요 행위자들과 정책결정 조정을 해야 한다”는 정책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지구화․정보화․탈근대화 등의 현상이 도래하면서 생산․소비․교육․국방․외
교․종교․환경 등과 같은 사회 전반을 일괄적으로 통치하는 ‘근대적 국가중심 통치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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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른바 정부의 실패가 노정 되면서 사회적 통치(social
governance)는 정부 밖 역할자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고, 이
런 맥락에서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집합적인 실천을 이끄는 NGO의 역할이 새롭게 주목받
게 되었다(Pierre and Peters, 2000).
비정부기구란 뜻의 NGO가 오늘날에 와서 사회적 통치의 새로운 주체로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기능 약화를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때문이다.
1999년 영국 수섹스(Sussex) 대학이 22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개최한 “시민사회와
가버넌스” 워크샾에서 정리된 NGO의 역할은(Manor, 1999) 다음과 같다..
첫째는 정치와 공공업무에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기능이다.
둘째는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의 제고이다. NGO들은 정책결정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
보의 유용성을 높여주며 ‘훌륭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에 기여한다.
셋째는 공공서비스와 재정지출의 질과 효과성을 높여주는 데 기여하며 ‘훌륭한 거버넌스’
를 지향한다. 공공서비스 정책형성 과정부터 참여해서 재정과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정부기관과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정부의 성과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일반시민의 욕구 충족에
기여한다.
넷째는 사회정의, 시민권리 및 법의 지배 차원에서도 ‘훌륭한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한다.
인권에 관한 기존의 법 집행에 대한 압력의 행사뿐 아니라 새로운 인권과 정의 관련법안의
제정도 NGO들의 주요활동이 된다. 그밖에도 일반시민들을 위한 각종 변호활동, 민원청구
등의 기능들도 포함된다.
이와 같이 NGO는 세계화시대․탈국가화시대에 새로운 사회적 역할자로 떠오르고 있지
만 정부기구를 의미하는 GO와 파트너 관계를 이룰 때 NGO는 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분업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역할이 분명해진다.
따라서 이것은 국가의 한계를 NGO의 역할을 통해 보완․극복하고, 반대로 NGO의 한계
는 정부의 역할을 통해 보완․극복한다는 상호 교차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GO와 NGO
로 대표되는 사회적 핵심 역할자들간 협력의 시대를 거버넌스 시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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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O-NGO 파트너십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분석
1. GO-NGO 파트너십의 이론적 고찰
1) GO-NGO 파트너십 등장배경
NGO의 위상과 역할이 주목받게 된 것은 NGO의 성장 자체에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보
다 주요하게는 공공부문, 영리부문, 비영리부문간의 상호의존성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복잡성, 역동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에서 어떤 부문도 주어
진 조직적, 제도적 경계 내에서도 당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과 부문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다`1(Kooiman, 1993). 또한 시민의식의 성숙에 따른 적극적 참여욕구의 증대는 국가
(GO)와 시민사회(NGO)의 새로운 파트너십 설정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런 GO와 NGO의
협력관계가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넘어서려는 ‘제3의 정부론’ 등으로 설명된다.
2) GO-NGO 파트너십의 형성요건
GO-NGO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먼저 2개
이상의 섹타(제 1섹터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제 2섹터 : 민간부문)가 참여해야 하고, 둘째,
각각의 참여부문은 각자의 행동 자유와 주체성을 견지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일회적인
거래가 아니라 계속해서 공공관계를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하고, 넷째, 각자의 집단은
자금, 물자, 정보 등의 자원을 가지고 이를 공동 활동을 위해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다섯
째, 각각의 참여집단은 활동결과에 대해 책임을 공유해야 하고, 여섯째, 활동목적이 시민 다
수의 이익과 사회적 공공성을 전제하는 비영리적이고 공익성을 띠야 하며, 일곱째, 각자가
공동의 과제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덟째 참여 주체 모두 공동의 목적의식을 가져야
하며, 끝으로 상대방의 특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정부 주도적 사회적 통제 관행이 압도적이어서 정부와 NGO가 함께
할 분야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불명확하다. 이에 더해 NGO 스스로도 전문역량을 갖고 있
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시민단체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파트너로 삼길 꺼리고 있
어, GO-NGO 협력의 파트너십 형성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조명래, 2004)
3) GO-NGO 파트너십의 개념
일반적으로 파트너십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 하나는 공공, 민간부문과 구
별되는 “제3의 정부(The Third Party Government)”로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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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Neocorporatism)”로 불리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정의로는 미국의 경제개발
위원회에서 내놓은 것으로 공공과 민간부문의 개인과 조직들이 상호 이익을 위한 “협력
(Cooperation)”으로 보는 것이다. 협력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운영차원이다. 전자가 목표설정 차원인데 비하여 후자는 목표후구 차원을 말한다.
파트너십의 진정한 목적은 이해 당사자인 개인과 조직들을 정책차원과 운영차원에서 연결
시켜주는 데 있다5).

2. GO-NGO 파트너십의 실태분석
정부와 NGO의 파트너십 관계론은 다양한 형태와 유형을 갖는다. 조직의 형태가 어떠하
든 정부와 NGO가 협력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파트너십의 목적에 따라 자
원부족보완형, 갈등관리형, 생간성제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조직의 성격과 정부의 수
용정도에 따라 정책영역별 분류(松下啓一, 1990 : 94-96), 재정과 서비스공급에 따른 분류방
식(Gidron & kramer & Salamon, 1992 : 16-20) 유형이 있다.
1) GO-NGO 파트너십의 형태
자원부족보완형은 공공부문의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정부와 NGO
공동 출자기업의 형태를 갖는 경우가 많다. 갈등관리형은 공공정책 과정에서 공공부문과 이
해당사자 사이에 야기되는 갈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경우가 현지 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생산성제고형은 민간부문의 창의력, 신기술 또는 경영기
법 등을 활용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민
<표 1> 파트너십의 형태
구 분
목적

형 태

자원부족보완형
민간부문으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보완

갈등관리형
이해당사자의 갈등관리

생간성제고형
민간부문의 창의력,
신기술, 기법활용

공동생산(coproduction)

이해당사자의 흡수

민간위탁경영

GO-NGO공동출자기업

현지개량식주거환경개선사업

공단의 합동개발

자료 : 이덕복(1995), ｢제3섹터 방식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참여방안 연구」p.16.

5) Roger E. Hamlin and Thomas S. Lyons,”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teraction for Urba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Restructuring World”, Presented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ynamic
Transformation of Society, October 10-11, 1991, Seoul, Korea, pp. 25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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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위탁, 또는 공단의 합동개발 등을 들 수가 있다(이덕복, 1995).
2) GO-NGO 파트너십의 유형
(1) 정책영역별 유형론
정부도 NGO도 비영리․공익활동(서비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영역에서 양
자의 역할분담이 문제가 된다. 양자의 관계는 다음의 <그림 1>과 설명과 같이 정책영역이
다른 경우는 독립․무관계 파트너십이, 양자간의 정책영역이 동일한 경우에는 파트너십 유
형이 협력․협조․경쟁․경합․대체․하청관계로 나타난다(松下啓一, 1990 : 94-96).
공동영역
NGO의
독자영역

협력․협조
경쟁․경합

정부의 독자영역

대체․하청

자료: 松下啓一 自治体NPO 政策 - 協働と支援の基本ル-ル “NPO條例”の提案, 東京:
ぎょうせい,1999.

<그림 1> 정부와 NGO의 활동영역별 파트너십 유형

① 정부와 NGO간의 정책영역이 다른 경우
정부와 NGO간의 정책영역이 다른 경우6) 정부와 NGO는 ‘상호 독립․무관계’인 정책영
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의 GO-NGO 파트너십은 정부의 정책영역과 다른 입장의
NGO 활동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의무는 없지만, 정부의 활동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정책
영역에서도(영역 구분 자체가 상대적인 것) NGO의 다양한 활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
을 풍부하게 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NGO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도 있다.
② 정부와 NGO간의 정책영역이 공동인 경우
정부와 NGO간의 정책영역이 공동인 경우에는 대체․하청․경쟁․경합․협력․협조의
GO-NGO 파트너십 유형을 맺게 된다.

6) 정부의 입장과 관계가 어려운 정책영역(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구원활동 등),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
한 정책영역(남북문제, 원자력개발 문제 등), 정부와는 다른 입장의 정책영역(소수자의 인권문제)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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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하청 유형
NGO는 독립된 섹터이므로 정부와의 관계가 대등하지만, 활동형태로는 NGO가 정부의
업 무를 수탁받는 경우7)가 있다. 이 경우 GO-NGO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독립․대등하지만
NGO가 정부업무를 대체․하청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정부는 NGO를 지원하고, 관리․
감독하는 관계가 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종속․상하관계로 변질되어 소위 관변단체화 될
소지가 크다.
∙경쟁․경합 유형
정부와 NGO간의 정책영역이 같은 경우에도 NGO와 정부는 독립․무관계로 활동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 경우 정부와 NGO간에 경쟁․경합의 관계가 된다.
NGO가 비영리․공익활동분야에 참여해서, 정부나 기업과는 별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나 기업과는 다른 관점의 제안을 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나 활발한 제 안
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회전체로 볼 때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정부는 NGO가 활발히 활동 할
수 있도록 조건정비 등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협조 유형
정부와 NGO의 조직 자체는 상호 독립적이지만, 정부가 NGO를 직접 지원하여 풍요로운
사회를 실현한다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협조해 온 경우가 있다.
이것은 협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부는 NGO와의 적극적인 협력․협조를 위하여 행정
사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 경우 NGO가 정부의 대체․하청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감독하는 관계로는 되지 않는다.
(3) 재정(finance)과 서비스공급(service provision)별 유형론
Gidron은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재정(finance)과 서비스 공급(service
provision)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었다. 그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고 지
적한다(Gidron, B. kramer, R & Salamon, L. 1992:16-20).
① 정부주도형(Government-Dominant Model)
정부주도형 모델은 정부가 재정과 서비스공급(delivery of human services)측면에 있어서 주
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와 같은 개념이다. 또 한 이
모델은 본질적으로 조세체계와 정부의 고용에 의해 재정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복지서비스
7) 우리 나라는 특별법 제정에 의해 설치된 새마을운동조직(1980.12.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1991. 12.
31)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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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부와 NGO간의 관계에 관한 모델
(Models of Government-Third Sector Relations)
Model
구 분

정부주도
(Government
Dominant)

재 정

정부

(Finance)

(Government)

서비스공급

정부

(Provision)

(Government)

중 첩
(Dual)

상호협동
(Collaborative)

NGO주도
(Third Sector
Dominant)

정부

NGO

(Government)

(Third sector)

정부
(Government)/NGO
(third sector)
정부
(Government)/NGO
(third sector)

NGO

NGO

(Third sector)

(Third sector)

자료 : Gidron et al.(1992:18)을 재구성한 것임

의 전달자로서 활동을 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다.
② NGO주도형(Third Sector-Dominant Model)
NGO주도형은 정부주도형의 반대되는 모델로 자원조직들(voluntary organizations), 즉
NGO들이 재정과 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적 복지서비스 전달
에 있어서도 이데올로기 등의 이유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 복지서비스 수
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③ 중첩형(Dual Model)
중첩형모델은 정부와 제 3섹터 즉 비영리부문인 NGO가 재정과 서비스 공급 양면에서
공 동 분담하는 ‘이중혼합형’으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 각기 제정확보와 서비스전달을 수
행 하고 있으나 두 부문이 각각 분리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기도 한 모델로 평행선형
(parallel-track model)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이것은 두 가지 다른 방식을 가질 수 있데 그 하
나는 NGO(비영리조직)가 국가에 의해 분배되는 서비스를 보충(supplement)하는 것 인데 이
는 국가에 의해서 시행되고는 있으나 서비스 공급을 받지 못하는 고객들에게 동일 한 서비
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정부활동으로 충족되지 못하 는 서비스
의 수요(요구)를 위주로 하여 NGO가 보완(complement)하는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보 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 모형의 두드러진 특징은 어느 경우에나 재정
과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상당한 규모의 독립적인 두 가지 체개가 존재 한 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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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동형(Collaborative Model)
협동형 모델은 일반적으로 재정은 정부가, 서비스 공급은 NGO(비영리부문)가 주도하는
‘상호공존형’으로, 정부와 NGO는 개별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함께 행동하고, 둘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모델은 특히 미국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은 서비스의 공급자가 협상과정에서 갖는 재량의 범위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
는데, 하나는 NGO가 재량권과 협상력을 거의 갖지 않는 일종의 정부 서비스 프로그램 의
대리인(agent)역할을 하는 모델로 이것을 협동적 대리인형(Collaborative-Vendor Model)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반대로 NGO조직이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면서 서비스 프로그램을 주도
하거나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재량권을 더욱 키워나가는 모델로 공동협동형
(collaborative-partnership model)이라고 한다.
협동형 모델에서는 대체로 협동적 대리인 모델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는 재정을 부담
하는 쪽의 입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는 정부가 재정을 부담했지만(이 반
대의 모델도 가능하기는 하다.), 최근에는 정부와 NGO가 재정과 서비스공급을 분담하 거나
또는 NGO에서 많은 재량을 갖고, 재정보다는 서비스공급부문에서의 활동이 커지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공동협동형이 더욱 일반적일 수 있다.

Ⅳ. GO-NGO 파트너십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
1. GO-NGO의 관계와 파트너십 활성화 방안
NGO와 정부의 관계는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혹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를 원하거나 비
판적인 대립적일 수도 있고, NGO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부의 정책에 맞는 노인들을 돌
보거나 환경을 보호하는 일 등에 참여하여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 정부와의 상호 기
능이 잘 이루어지기도 한다.
정부가 NGO를 지원한다는 것은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 구성원들 간의 이기적인 대립과 갈등의 상황, 정부와 기업이 수행하지 못하는 다양
한 사회적 역할과 공익성을 실현하는 NGO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인
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NGO에 대한 정부지원의 출발은 NGO들의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는 사회적 조건
의 창출과 법제도의 확립이다. 한국 NGO의 재정안정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8)
8) NGO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단체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대한 소득세감면)과 기부자(기업포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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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의 사회적 여건조성, 기부문화 활성화, 이를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와 정부
재정지원의 개선(직접지원방식과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장기성 확립과 획기적인 간접 인프
라 지원) 그리고 NGO내부의 개선과제9)(재정원칙, 회원사업의 우선순위,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가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10).
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면 NGO의 핵심적 특징인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침해
받게 되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없으므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개
혁적인 방향을 지향하고 있을 때 NGO는 정부의 그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에 끌려 다니기
쉽고, 정부에 가까이 다가서기 쉽고 그로 인하여 정부와 유착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그
러나 NGO가 정부에 끌려 다니거나 정부와 유착되고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
로 받는다면 독립성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NGO는 비정부, 비
영리 민간단체라기보다는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NGO는 고유의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유필무,
1999).
정부는 2000년 4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통해 NGO에 대해 공개적 합법적으로 지원
하기 시작하였고, NGO들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늦추지 않고 각종캠페인 등을 통해
서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행정)와의 접촉기회도 많아져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
나 자문회의에 NGO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나 NGO와 정부(행정)의 접촉이 잦아
질수록 부작용내지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받는 NGO들은 규정․절차가
많아서 불만이고 공무원들은 세금을 지원하는 이상 최소한의 규정은 불가피해하며 낮은 생
산성에 불만이다.
실제로 GO-NGO 협력 경험이 있는 NGO관계자와 공무원들을 면담해보면, 양자간에 현
격한 인식 차이가 있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다.
공무원은 NGO가 기업이나 행정조직과 다른 목적과 논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사실을 간
과하고 있으며, NGO는 공무원들이 ‘규정과 절차’에 의해 움직인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NGO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반면 공무원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
하는데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어 파트너십의 주안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실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기부의 활성화와 공익재단 설립을 독려해야 한다.
9) NGO 재정지원의 방식을 프로젝트 공모사업 중심으로만 가져가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사회간접 시설
을 충원,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
10) 또한 NGO 활동 공간과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정보통신시설 등을 지원하거나 충분한 홍보 활동이
가능하도록 NGO들의 오래된 바람인 우편, 통신요금을 감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 공간을 이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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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NGO가 GO-NGO 파트너십에서 갖는 가장 큰 불만은 “결정은 정부(행정)이 하고서.
NGO가 자원봉사로 뒷받침해 주기만 바란다”는 것이다.
다음 조사는 <표 3>～<표 8> 2000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NGO간 파트너십의
현황과 과제’에서 시민단체대표 또는 실무책임자 1인과 담당공무원(무작위)을 대상으로 재
정지원사업,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관계, 민․관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것으로 정
부와 NGO의 상반된 입장과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정보제공 및 공개정도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매우 불충분했음

7.6

1.6

불충분했음

43.4

7.8

보통이었음

39.6

55.6

충분했음

9.4

30.2

매우 충분했음

－

4.8

구

분

<표 4> GO․NGO 상호협력의 장점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시민에대한 재화․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29.4

22.5

정보획득

7.3

7.5

시민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

28.4

15.0

상호이해확대

19.3

30.0

전문성재고

5.5

15.8

조직내부의 개선가능성

－

4.2

시민단체의 정책집행과정에의 참여

9.2

5.0

기 타

0.9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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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GO․NGO 상호협력의 단점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고유업무를 등한시할 우려

31.2

26.4

조직의 비효율성이 드러남

5.2

14.6

자율성과 독립성 상실

43.8

33.6

시민단체간의 경쟁관게 형성

6.3

－

시민단체와의 경쟁관계형성

－

9.1

시민단체의 신뢰성 상실

8.3

13.6

기 타

5.2

2.7

구

분

<표 6> 협조․협력이 필요한 분야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정보수집, 조사, 연구

12.1

13.2

시민들에 대한 상담, 교육, 홍보, 캠페인

11.2

33.3

구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

5.2

7.8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13.8

30.2

실업대책 등 정책사업의 집행

13.8

2.3

행정감시 및 서비스 재고

8.6

6.2

정책수립 및 결정과정 참여

34.5

7.0

기 타

0.9

－

구

분

<표 7> 비판․감시가 필요한 분야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공무원의 부정․부패

3.5

10.8

민원부서의 친절도

2.7

14.2

예산남용 및 예산의 적절 집행여부

31.0

18.3

정책결정과정의 타당성

45.1

30.1

정책집행의 효율성

16.8

25.8

기 타

0.9

0.8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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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GO․NGO 상호협력 형성의 걸림돌
NGO(상근활동가)

GO(공무원)

비율(%)

비율(%)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

31.0

10.4

경직된 제도와 비현실적인 지침

38.9

33.6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8.8

10.4

시민단체의 전문성 부족

5.3

23.2

시민단체의 인력 부족

7.1

6.4

시민단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8.0

12.8

기 타

0.9

3.2

구

분

표에서 본 것과 같이 GO-NGO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상대방에 대
한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NGO는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무조건적인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
하지는 않지만 NGO 나름대로의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활동비가 필요한 조직이다. 또
한 NGO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 적어도 자기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정
확히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이 GO-NGO 상호이해 확대를 위해서는 NGO 활동에 대한 소개책자를 배포하거
나 정부와 NGO가 생각하는 GO-NGO 파트너십의 장․단점 등의 실태를 설문조사하여 공
유하고, 공무원 교육시 NGO와 GO-NGO 파트너십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GO-NGO 실무자들의 상호교류를 확대하여, 다양한 파트너십 사례를 발굴․제시하고, 파견
근무와 같은 단기체험근무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NGO에 대한 행․재정지원방법의 개선도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는 NGO에 대한 재
정적 지원을 효과적인 파트너십으로 간주하고 NGO를 ‘지원’ 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
왔다. 그러나 이제 정부도 지원이 아닌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NGO와 공동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NGO가 정부(행정)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해하
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NGO도 정부(행정)의 강점과 한계를 이해
하고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져 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GO-NGO의 협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NG-NGO 협력기금
을 조성하거나 NG-NGO 협력정보센터를 설치하고 협력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NGO의 비판은 두렵거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다. 서로 책임있게 비판하고 옳고 그름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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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건설적인 제안은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GONGO의 진정한 협력이 가능한 것이다.

2. GO-NGO 파트너십에 기초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방안
시민이 인간복지의 증진에 관심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시민의 특권이
며 동시에 의무이다. 왜냐하면 모든 공적․경제적․교육적․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의
해결은 시민참여의 질적인 정도에 의해 거의 좌우되기 때문이다. 시민은 사회적 불평등 및
제반문제의 해결과 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한 운동체로서의 기능을 해야한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운동의 활동적인 성격을 보면 미국에서의 공동체운동, 일본의 주민참가운동 그리고 유
럽에서의 환경보호운동 등을 볼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37-38).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GO-NGO가 협력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참
여를 유도하여 올바른 시민사회를 구축해야한다. 이러한 시민 참여 방법의 하나로 자원봉사
활동을 제안할 수 있는데 GO-NGO 파트너십에 의한 제도화․조직화․전문화를 통한 자원
봉사활동 참여인구를 증가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시민정신과 책임감 함양에 초점을 두는
시민운동의 성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처럼 조직적인 자원
봉사활동의 경험이 부족한 곳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과학적이
고 전문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자원봉사자에게 떠맡
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그에 대한 정책 분석 및 개발,
자원봉사자의 발굴․모집․교육훈련과 조직의 배치․관리․육성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의 조
직․운영,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자원봉사활동의 모든 분야를 전문화시키고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사회복지사나 사회교육자(NGO)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일반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처음에는 부담이 없는 쉬운일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문화된
일을 한다. 이때 사회복지사나 사회교육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나누어 해야 할 일과 자원
봉사활동을 통해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정부(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의 선정기준이나
선정과정, 자원봉사 활용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초적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정규적인
지도․감독을 시행하는 전담기구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자원봉
사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더라도 적절한 대우, 선발, 조직, 훈련, 교육, 관
리, 배치 등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포루투갈에는 ‘시간 은행’이 있다. 보통은 은행에 돈을 저금하지만 이 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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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한 시간’을 저금하는 은행이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시간 은행에 가서
구좌를 만들고 자신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날짜와 가능한 시간을 제시하면 은행은 연계
된 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현장을 소개해준다. 이 사람이 자원봉사를 3시간 했다면 그 3
시간은 은행에 저금되는 것이다. 그러고 자신의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을 때나 부모님을 몇
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경우 그 3시간을 인출하면 다른 자원봉사자가 와서 아이나 부
모님을 돌봐준다.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미리 자원봉사자를 부르는 ‘대출’도 가
능하다. 즉, 이 은행은 거대한 자원봉사 시스템이다. 물론 이 ‘시간 은행’을 시행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지만 이런 잘 짜여진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짧더라도 자원봉사
를 할 수 있으며, 그 대가를 자원봉사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해놓고 필요한 경우 연결해주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 9> GO-NGO 파트너십의 장․단점 비교

- 154 -

GO-NGO 파트너십을 통한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 방안

정부(GO)

NGO
단 점

장 점

장 점

단 점

․정부 서비스가 더 잘 ․NGO가 진출함에 따 ․정책결정과정에 보다 ․정부와 유착관계, 관
전달됨
․국민으로부터 더 많

라 정부조직이 비효율
적으로 보일 수 있음

은 정보를 얻을 수 ․NGO의 사회적 동원
있음
․정책 대상그룹과 더

이 사회불안을 가져
올 우려가 있음

대할 수 있음

전문가를 보다 쉽게

료적인 성격을 띨 수

이용할 수 있음

있음

부터 접근할 수 있음

립성을 상실할 수 있음

요구가 정부의 능력 ․기술과 모델을 통해 ․NGO의 포괄적인 프
을 넘어설 수 있음

․새로운 기술의 적용 ․NGO와 정부가 해외
가능성을 미리 검증

자원을 받기 위해 경쟁

할 수 있음

관계에 있을 수 있음

NGO의 설명력을 높

로그램을 상실하면서,

이고 상향적인 발전

단순한 전달 역할로

이 가능

전락할 수 있음

․NGO의 전문가로 부 ․정부의 권위와 신용
터 적절한 훈련을 제

료적 통제

․새로운 기술에 위로 ․NGO의 자율성과 독

많은 상호작용을 기 ․정부 서비스에 대한
․각종 사업효과를 제고

잘 접근할 수 있음

․전문적인 연구시설과 ․NGO 자체가 보다 관

을 약화시킬 수 있음

공받을 수 있음

․정부가 NGO의 성과
를 가로챌 우려
․NGO가 정부 서비스
를 대체함으로써, 정

․정부와 NGO간 활동

부의 비효율성을 가

을 보다 잘 조절할

속화

수 있음: 일반적으로

․고객들 사이의 신용

NGO를 더 잘 통제

도 상실, 기존의 사회

할 수 있음

정치적 상황을 유지
하려는 경향

자료: Farrington & Bebbington, 1993.

GO-NGO의 파트너십에 의한 조직화된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자원봉사 참여계층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으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연대의식
을 강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를 위
해서는 NGO에 활동에 의한 중산층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방법 외에도 정부가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화하여 자원봉사의 경력을 인정해주는 경력인정제도를 도입하거나 자원봉사기관
을 강화하기 위한 세금정책, 모범 자원봉사 인력에 대한 보상 및 자원봉사행사 개최 노후보
상 저축제도의 도입 등 GO-NGO의 파트너십에 의한 사회적 분위기의 확산이 필요하다.
서울시정개발원 조사에서도 보았듯이 GO-NGO간 파트너십이 갖는 장단점을 비교하면
정부는 NGO와 협력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사업의 효과성과 행정의 민주성 증대
등의 이점을 향유할 수 있고, NGO는 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정책과정에의 참여와 전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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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시설과 전문가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전문성의 제고, 조직의 다원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NGO가 진출함에 따라 정부조직이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정
부의 권위와 신용을 약화시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반면, NGO는 관료적 통제를
받거나 시민적 자율성과 도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GO-NGO 파트십은 아무리 강
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Ⅴ. 결 론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는 “21세기엔 자원봉사활동이 최고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인류의 미래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자원봉사활동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다. 자원봉사활동은 현대사회 속에서 잃어 버렸던
인간성을 회복하고 지역사회공동체를 재건하여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활동이 되었다.
이에 정부는 GO-NGO 파트너십을 통해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GO-NGO
파트너십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이를 통한 바람직한 NGO의 행정 참여가 가능해야하며 몇
가지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또한 NGO는 정당성(legitimacy)과 책임성(accountability)이 기
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우선 자원봉사활동의 질과 인식을 높임으로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동참하게 되어야 하며, 자원봉사자들이 시민사회 전체와 적극적인
대화와 협력을 하여 자원봉사활동이 NGO 속에 깊이 자리 잡아야 한다.
자원봉사활동은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인간소외의 극복 및
공동체사회의 강화에의 기여,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욕구 발생에 대처 여가의 선용과 자
아실현 등의 기능을 하지만,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참여율과 낮은 지
속률, 학생이나 주부위주의 참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부족, 전담기구의 부족 및 자원봉
사 육성․추진기관들 간의 네트워크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은 국가(GO)가 책임지고 수행하여 실질적인 지원내용을 법에 담
고, 자원봉사활동의 관리를 위한 조직은 민간(NGO)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도록 하여 자원봉
사활동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유지되어 순수한 시민참여의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한
다. 또한 GO-NGO 파트너십에 통한 봉사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및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학교 및 각종 단체,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요즘 자원봉사단체에서 볼런테인먼트(Voluntainment))라는 새로운 컨셉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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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볼런티어(Volunteer) 와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기존의 자원봉사 개념
에 재미와 즐거움의 개념을 더한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가까운 곳에서 자원봉사자와 대
상자가 서로 어울려 즐기는 행위’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흥미 위주의 쉽고 재미있는
자원봉사 기회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력을 증대시키고 이를 보다 효율적
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GO-NGO의 파트너십에 의한 노력과 함께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접근방법을 모색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사회복지 향상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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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hods to Activate the Voluntary Community
Services through the Partnership of G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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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the Korean society is that the importance of
the 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s gradually being emphasized to make up for the
functions that the market and the government have lost. The roles of the NGO have been
enlarged as 1) the demand for public finance and service caused by the speci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of the society increases, 2) the financial difficulty of the government results in the
decrease of the public services, 3) the overall activities of the civil movements increase, and 4)
the privatization and the civilian entrustment are highlighted as the methods of the reformation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through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days, the activation of the voluntary community services has become the significant
alternatives to substitute for the poor local community services. From that point, the
establishment of

ideal partnership of GO-NGO may be a driving force to activate the

voluntary community services, which provide the opportunities to use individuals' experiences
and abilities by their own motivation and will, an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In addition, the services can b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from weakening and solving the social problems. Hence, the needs of the community services
have become the common issue all over the world as well as in our country. The voluntary
services may derive from altruistic reasons and residents' own particip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a welfare society. However, there are more opinions that facilitating the voluntary community
services can be the most effective alternatives to cope with the limited resources in contras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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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izens' higher needs of community welfare services. Therefore, I will try to suggest the
methods to activate the voluntary services through the partnership between GO and NGO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O and NGO and then establishing a more desirable
connection.
key words : GO-NGO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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