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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민주주의서울

성 과 보 고



1 공단 소개
서울시설공단x민주주의서울



우리공단은언제나

시민과함께하고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소개



2 우리의 고민
서울시설공단x민주주의서울



기관장수행스마트시티구현벤치마킹국외공무출장

바르셀로나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DECIDIM Amsterdam Smart City 온라인 플랫폼

진행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게시하여 시민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특징 및

진행과정을 공유

프로젝트 주요과정(계획, 진행, 종료 등)에 자유롭게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과정을 통해 결정된

사항을 프로젝트에 반영

Demand and supply don’t always find each other 

(수요와 공급이 언제나 서로를 찾는 것은 아니다) 라는

묶고 연결해주는 플랫폼 구축 (5,000명의혁신가들참여중)

주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관심사가 유사한 사람들을

암스테르담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리빙랩 방식으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

(https://decidim.org) (https://amsterdamsmartcity.com)



플랫폼구축운영을위한디지털사회혁신전문가자문

전문가 주요 자문의견

시민 의견수렴 과정의 단순화 및 실시간 공개 (투명성 강화)

일방적인 플랫폼 보다 양방향 버티컬플랫폼(SNS, 유튜브 등)을 활용 (개방성 강화)

핵심 타깃층 설정과 작은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 (효능감 강화)

중점 착안사항

접근성 개방성 숙의성 투명성 효능감

(와글, 빠띠, 비영리IT지원센터, 박창규 건국대 교수)

공단이 가지고 있는 이슈, 컨텐츠를 활용, 심플하게 구축 (접근성 강화)



민주주의서울기관협력지원이유

시민친화적
공공시설물

시민중심의,시민친화적
공공시설물운영에대한고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

시민들의다양한요구를
능동적으로수렴하는방법고민

공단 자체운영에
대한 부담

공단자체플랫폼
구축·운영에대한부담감



3 시민참여 공론화 과정 운영
서울시설공단x민주주의서울



기관협력사업공동운영 TF

시민참여 플랫폼
운영방법 교육

의제발굴, 온오프라인
운영노하우 공유 및
운영 가이드 제공

사이트 구축/개발
지원 등

공론화 과정 진행
운영전문기관 선정

(용역 계약)

공단 소관 의제 발굴
-시민제안 발굴 행사 개최

-부서별 이슈, 쟁점사항 제시

공론화 과정 진행
-온오프라인 공론장 기획·운영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등

市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 공단 (디지털전략팀)

시민참여공론화과정운영



시민참여공론화과정운영

시민제안 발굴 워크숍 개최

주제 : ‘우리가 상상하는 서울어린이대공원’

일시/장소 : ‘19.10.10.(목) 19:00~21:00 /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어린이대공원 내에젊은부모들의감성을자극하는테마공원을 조성해주세요

어린이대공원 대중교통이용증가방법

서울어린이대공원의 가격경쟁력이높아지면좋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놀이공원존대안 – 이벤트활성화

주요성과



시민참여공론화과정운영

온라인 공론장 운영

공론의제 : “고척스카이돔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

운영기간 : ‘19.10.22 ~ 11.20 (30일간)

운영방법 :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 서울시가 묻습니다 메뉴 활용 카드뉴스 제작·게시

운영결과 : 총 369명 참여 (찬성 115명, 반대 251명, 기타 3명)

찬성

31%

반대

68%

기타

1%

부서별
의제발굴

임원진
회의결정

의제
최종결정



4 향후 운영계획
서울시설공단x민주주의서울



향후운영계획

민주주의서울홈페이지내
공단페이지별도신설

‘20.2월

서울시와지속적인네트워킹을통한공단자체운영

시민참여에대한내부적공감대형성필요

상반기 하반기

오프라인열린토론회 1번

온라인공론장 1번
시민발굴워크숍1번

온라인공론장 1번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제안리스트예시 민주주의 서울플랫폼에서 보여지는 제안리스트

서울시서울시

예시



서울시설공단이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서울 기관협력사업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democracy.seoul.go.kr  



1. 기관협력사업이란? 



플랫폼이란? 

개념 

•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 무언가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 

•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 그룹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환경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플랫폼 기업 

• 유투브, 아마존, 페이스북 

• 배달의 민족, 쿠팡              
유저의 규모가 생명 



시민참여플랫폼 구축에 관한 고민 

●  시민참여플랫폼 미구축 기관의 고민! 
 

 - 어떻게 시민참여플랫폼을 만들까? 
 

 - 만들면 과연 시민들이 활발히 참여할까? 
 

 - 홍보는? 브랜드 확립은?  
 



시민참여플랫폼 구축에 관한 고민 

●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기관의 고민! 
 

 -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적은 방문자와 제안수를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 기관의 권한 밖의 제안들을, 어떻게 하면 권한 기관과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을까? 
 

 - 협력시에 기존의 자체 브랜드를 훼손시키지는 않을까? 



민주주의 서울의 답 : 기관협력사업 

●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사이트)를 만들고자 하는 

기관에는 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 기존의 시민참여플랫폼 구축 기관에는 플랫폼 간 

연대 협력하고 , 외연과 규모를 확대하여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 발생 



기관협력사업의 필요성 

●  플랫폼 사업의 규모·외연 확대의 중요성 
 

●  연대·협력의 시너지 

    - 홍보, 참여자 확대 

    - 공론의 화제성 및 영향력 증대 
 

●  공동 의제 발굴, 공동 공론, 공동 실행 
 

●  플랫폼 구축, 운영 지원 및 노하우 공유 

 



 



2. 온·오프라인 협력 



 ① 홍보지원 

 

 ② 운영지원  

 

 ③ 공론지원  
 

① 플랫폼 미구축 기관 
 

  - 민주주의서울 내 시민참여 

페이지 구축 지원 

 

 ② 플랫폼 구축 기관 
 

  - 오픈API를 통한 기관 간 

시스템 연결 
 

1) 온라인 협력 2) 오프라인 협력 



1) 온라인 협력 
 

           ① 플랫폼 미구축 기관 

● 민주주의 서울 내에 참여기관의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지원 
 

● 사업기간 중 온라인 플랫폼 운영·관리 노하우 공유 

및 유지보수 지원 
 



1) 온라인 협력  
 

    ② 플랫폼 구축 기관  

● 오픈 API 제공을 통한 기관 간 시스템 연결 

 

● 플랫폼 간 연결을 통해 홍보, 유저 방문 확대 및 

제안·공론 활성화 



● 민주주의서울 전체 홍보 시 참여기관 홍보 병행 

 

● 기관별 플랫폼 홍보를 위한 이벤트 및 행사지원 

 

● 서울시와 참여기관 공동으로 시민제안 발굴 행사 개최 

등을 통한 대시민 홍보 

2) 오프라인 협력 
 

           ① 홍보지원 



●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운영가이드 제공 

 

● 공동운영TF 구성 및 운영 

   (실무담당자들로 구성) 

 

● 오프라인 시민참여 인프라 구축 지원 

   (예: 주민센터 시민 제안함 설치 등) 

2) 오프라인 협력  
 

           ② 운영지원  



● 공론의제발굴 공동 공론 상시 추진 

 

● 기관협력사업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온·오프라인 공론 지원 

   (카드뉴스 등 공론 컨텐츠 제작 지원 등) 

2) 오프라인 협력 
 

           ③ 공론지원 



3. 추진 일정 



신청접수 : ’20년 1월 중 

선정 : ’20년 2월 중 



기관협력사업 관련 시스템 재개발 
(온라인협력의 시스템 구현 및 기능) 



● 오픈API 제공을 통한 

기관 간 시스템 연결 

●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 

참여 페이지 구축 지원 

(민주주의서울과 

유사한 기능 구현) 

1.  미구축 기관 2. 구축 기관 

온라인 협력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2. 투표기능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3. 관리자 화면 



3. 관리자 화면 



3. 관리자 화면 



3. 관리자 화면 



3. 관리자 화면 



4. 오픈API 제공을 통한 연결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5. 참여기관 링크 제공 



1. 민주주의서울 내 페이지 구축 





계획수립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의 활용 

서울시 협치지원관, 양희은 



의제발굴 과정 01 

의제발굴 의제 숙의 최종결정 

기존 의제발굴 채널: 동 공론장, 분야별 공론장, 공모, 부서 제안, 분과제안, 협치회의 제안 등 

더 많은 주민의 참여가 필요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수시적 시민제안’ 창구 마련 



의제발굴 과정 01 

의제발굴 의제 숙의 최종결정 

지역사회 
혁신계획 

구 주민참여 
예산 

일반예산 

파편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온라인 민원, 제안 창구를 일원화 

제안되는 의제의 성격에 맞게 각 예산트랙으로 의제를 배분 



의제숙의 과정 02 

의제발굴 의제 숙의 최종결정 

기존 의제 숙의과정: ‘협치회의(또는 분과 등)’에서 의제 타당성, 적합성/ 의제간 융합 등 숙의 

1. 의제제안 메뉴:  공감 및 댓글 기능을 통해 제안 의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 

의제 숙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반영 



의제숙의 과정 02 

의제발굴 의제 숙의 최종결정 

기존 의제 숙의과정: ‘협치회의(또는 분과 등)’에서 의제 타당성, 적합성/ 의제간 융합 등 숙의 

2. 일정수준 숙의를 끝낸 의제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 (카드뉴스 형식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토론, 숙의 과정’ 마련 



최종결정 과정 03 

의제발굴 의제 숙의 최종결정 

기존 최종결정 과정: 대공론장의 숙의·공론을 통해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들어갈 의제 최종결정 

온라인플랫폼에서 수렴한 주민의견을 검토 

온라인 투표수도 최종결정 과정에 반영 



후속 이행 과정 04 

아카이빙, 과정 공유 

: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여 

의제실행과정의 다양한 회의 및 행사에 대한 

공지, 자료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 

의제 실행 다양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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