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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쟁점과 과제 

2019.12.18. 

손 우 정 



한국 민주주의의 등장 

帝國 民國 



隆熙皇帝가 三寶를 抛棄한 八月 二十九日은 卽 吾人同志가 三寶
를 繼承한 八月 二十九日이니 其間에 瞬間도 停息이 無함이라. 吾
人同志는 完全한 相續者니 彼 帝權消 滅의 時가 卽 民權發生의 時
오. ‧‧‧(중략)‧‧‧ 故로 庚戌年 隆熙皇帝의 主權抛棄는 卽 我 國民
同志에 對한 默示的 禪位니 我 同志는 當然히 三寶를 繼承하여 統
治할 特權이 있고 또 大統을 相續할 義務가 有하도다.  
 

<1917년 대동단결선언 중> 

융희황제(순종)가 삼보(토지, 인민, 정치)를 포기한 8월 29일은 

즉 우리가 삼보를 계승한 8월 29일이니 그동안 한 순간도 (주권

은) 멈춘 적이 없다. ‧‧‧(중략)‧‧‧고로 1910년 융희황제(순종)의 

주권포기는 우리 국민에 대한 묵시적인 주권의 양도이니 우리

는 당연히 삼보를 계승하여 통치할 특권이 있고 또 대통을 상속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민족은 수준 높은 문화를 오래도록 

누리고 반만년 동안 국가 생활을 경험해 

온 민족이다. 비록 여러 해 전제 정치의 해

악과 불행이 우리 민족을 오늘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정의와 자유를 기초

로 한 민주주의 위에 선진국의 

모범을 따라 새 국가를 건설한 후

에는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

호해 왔기에 우리 민족이 반드시 세계의 

평화와 인류의 문화에 공헌할 것이다. 

 

<2.8독립선언서> 





<1948. 보통선거권의 불완전한 도입> 



<1987. 직선제의 부활. 87년체제의 성립> 



<2004. 주민투표법 도입. 통치과정의 시민개입> 



<2007.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사후적 시민 통제 시행> 



<2003년 북한산 순환도로 공론조사 좌절> 



<2017. 신고리 공론조사> 



<청와대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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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① 합의 형성 ② 쟁점 결정 
③ 제안 및 의제 

발굴 

대표성 입장에 대한 대표성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아이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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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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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예시) 

합의회의, 

개헌시민의회, 

공동선언문 만들기 

공론조사, 

시민배심제, 

멍크디베이트, 

정책배틀 

온라인 플랫폼, 

해커톤, 슬램, 

시나리오 플래닝, 

챌린지 



<100년 토론광장>  



<정책배틀> 



<2019 코리아챌린지> 



자발적  

참여 

적절한 

수단 

의제에 
대한  

공감 

나의 참여로 결과가 바뀔 가능성 



끝 



바꿈,세상을바꾸는꿈

상임이사 김연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 선거 때 외에는 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는 대의민

주주의의 형식화를 극복하고자 함

[시민의 임파워먼트]
• ‘시민의 주도적 참여’를 정치ㆍ행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시민의 임파워먼트 정치ㆍ정책 중 하나로서의 ‘공론장’

[공론장]
• 시민들이 평등하고 자유롭게 숙의하여 공적 의견ㆍ사회적 합

의를 도출해 내는 공적 공간
• 현재는 행정 차원에서의 제도로서의 공론장(공론화)과 시민사

회 차원에서의 실천으로서의 공론장(공론화)이 부각되고 있는
중



[1]정부주도의제도공론장
• 시민참여및숙의공론화를거친정책결정및정책집행
• ‘신고리원전공론화’, ‘교육부대입개편공론화’
• 국가차원에서의자원투여,의사결정,정책추진의측면에서큰힘을지님
• 정부의 문제틀 내에서만 의제가 설정되며, 갈등관리와 절차에만 초점을 맞추

는경향이있고,국가정책추진의정당화수단으로활용될가능성이있음

[2]시민사회공론장
• 시민주도의자율적참여를통한시민사회차원의다양한공론장실험들
• 바꿈등시민사회영역에서의다양한공론장실험들
• 시민들이직접다양한의제를택하여자율적인공론의형성을추진
• 제도화, 정책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약함. 자원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한 한

계

[3]풀뿌리공론장
• ‘지역’차원에서실현되는생활세계의일상적공론장
• ‘누구나정상회담’, ‘월평공원공론화’
• 시민들의상시적참여를통한풀뿌리민주주의와지방자치의토대로서의잠재

적역량을지님
• 현실에서는 지방정부+지역시민사회 차원의 공론장의 성격을 가지는 경향이

있음



[4]디지털공론장
• 온라인공론장과오프라인공론장이분리될수없고동
시에작동하고있음을전제로하는개념

• ‘민주주의서울’
• 피할수없는중요한패러다임의전환을보여주지만,자
생적인/분산되어있는상황이며구조및제도를변형하
는차원의실질적힘을지니는제도화단계에이르고있
지는못함

[5]시민주도제도공론장
• 시민사회가기획및주도를하고정부가운영및지원을
하는거시적제도공론장

• 일련의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의사결정,
구조 및 제도 변형, 정책 추진 등의 실질적 힘을 발휘하
는제도적기제로상상해볼수있음





• 시민이제안하고시민들의공감및의제선정에따라온오프라인에서공론장
이열린다는점에서시민주도적성격을가지고있음

• 서울시 정책 수렴 차원의 서울시 가 제안하는 공론장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주도적성격을가지고있음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의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공론화와 오프라인
공론장에서의숙의토론을통한공론형성의과정이연결되어병행되도록설
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공론장의 성격을 가짐. 일상에서 언제든 개인
으로다른사람들과연결되어공론장에참여할수있음.

• 서울의 지역적 문제를 다루고, 더욱 작게는 자치구의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
다는점에서풀뿌리공론장으로서의성격을어느정도지니고있음

Ø ‘민주주의 서울’은 정부 주도의 디지털 제도 공론장인 동시에 시민사회ㆍ풀
뿌리 차원의 주도적ㆍ자율적 공론화를 촉진하고가능하게 하는 공론장이라
는점에서다양한영역과층위를포괄하거나연결하는복합적인공론장이라
할수있음.이는정보기술및뉴미디어의발전에힘입은것





[1]시의회의정책제안에의한공론장을거친시의회입법

• 현재의공론장논의들이나 실천들에서대의민주주의의공식대의기구로서
의 의회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음. 거버넌스나 공론장의 발전에
대한의원들의불만과관련되어있음.의회기구의대의와공론장에의한시
민의주도적참여가직접적으로연결되도록한다는점에서의의가있음

• 행정에서제안할수있는의제와의회에서제안할수있는의제는다름.행정
은제도내에서제도의실행과관련하여의제를제기할수밖에없음.하지만
의회는제도의변형,형성을포함하는의제를제기할수있음

• 기존의행정주도공론장에서의제가제한되는문제를해결할수있게됨

[2]참여예산과민주주의서울의연계

• 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만들어낼수만있다면서울시의더욱민주적
행정을가능하게할것



1) 시민사회 공론장에서의 다양한 실험들을 통한 공론장 문화의 확
산 및 안착

2) 시민과 활동가들이 공론장에서 숙의의 주체가 됨으로써 민주시
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민주시민교육의 의미를 지님

3) 시민주도의 다양한 의제에 관한 공론장들을 촉진함으로써 들리
지 않는 목소리를 들리도록 공론화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심화에
기여

4) 공론장의 발전을 통해 제도정치와 사회운동, 민과 관을 연결하
는 매개 역할을 수행

5)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임파워 된 주체들의 응집력 있는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공론장의 제도화 과정에서의 실질적 역할 수행



•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귀결되는 경향
이있음

• ‘시민의 주도적 참여’는 여러 의제 및 대안의 제시, 테이블
토론이라는차원에서이루어지지만, 논의틀및공론장형
식구성및운영의차원에서는그러하지못하며여전히수
동적동원의차원에그치는경향이있음

• 논의결과의제도적반영이라는차원에서도한계를지님

• 이러한 한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주도의 제도
공론장과의 연결, 시민주도의 공론장으로의 발전이 추구
되어야함



• 민주주의서울은공론장의각영역과층위에서의장단점,할수있는일과할수
없는일들을연결하고포괄할수있도록제도를설계하였음

• 가장큰문제는민주주의서울이라는선도적인민주주의플랫폼을상당히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산해야 한다는 것. 이는 홍보의 문제
이기도하고,거버넌스및다른층위에서의공론장들과의연결의문제이기도할
것. 체계가 잘 짜여 있어도 일정 이상의 참여도가 확보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심화하는기제로작동하기어려움

• 마을ㆍ주민자치 공론장 등 자치구 차원의 풀뿌리 공론장들과의 연계 가능성
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 시민사회단체의 공론장들에 대한 지원이나 연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 다양한층위의공론장을 열고운영하고촉진하는 역할을할 수있는공론장 전
문가 내지는 공론장 활동가들을 양성하고 연결해야 함. 이들은 관, 중간지원조
직,지역,시민사회에서각각의활동을하면서도공론장으로연결됨. ‘공론장네
트워크’들을형성하거나모일수있는온/오프라인공간을마련하는등,일련의
실천을통해일종의 ‘공론장생태계’를조성할필요가있음





‘민주주의 서울’ 이 
공동생산 플랫폼이 될 때까지

2019.12.18 
서울시 청년허브 안연정





제안과 공감!
대화로 이어질 수 !
있다면?



제안과 정책!
제안과 관련 이슈들의!

연결을!
어디까지 반영할 수!
있을까요?





제안이 실행되는 !
과정이!

상상되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제안과 공감!
대화로 이어질 수 !
있다면?













https://brunch.co.kr/@n-talk-with  

기록하고 공유한다. 새로운 공공재를 만든다. 아키비스트 그룹 운영

김미래 : 출판사 편집 경력 다수. 현재 독립출판사 쪽프레스(@jjokkpress) 운영  
!
전소영 : 현실탐구단 8호 오늘의 풍경, 북서울시립미술관, 문화역284_프로젝트 뭎, 한국문화예술위원
회 공연예술창각 확장 프로젝트 등 글과 사진 작가  
!
정아람, 김홍구 : 2018년 N개의 공론장 아키비스트, 이야기 짓는 작가 그룹 '앨리바바와 30인의 친구
친구' 참여 중 
!
금혜지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홍보팀장, 유튜브 채널 드랙갱즈 운영, 위안부 문제연구소 웹진 결 
에디터



청년허브 N개의 공론장

!

!

문제를 제안하고 대화하고 뜻을 모으는 방법을 다양화 한다. 











!

!

지난 2년간 N개의 공론장은 
!

자기 삶의 아젠다세터들이 성장하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이슈가 정책으로, 실험이 일로, 동료시민들을 만들어 가는 
2030년 서울을 상상하는 사회적 대화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다.  



어떻게 !
연결할까?



!

집단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공동의 역량(collective capacity) 
!

을 쌓아가고 키우고 공유/확산하는 공공지대 만들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