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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박성혁*

1.

.

박가나**

들어가며

최근 사회의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정치 과정에 있어 시민 참여가 지속적

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점이다. 지난 1980년 대 후반 형식적으로 민주화
가 실현된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하게 성숙됨에 따라， 이제 21세 기 우리 사회의 정치적

과제는 더 이상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이라는 형식적 민주화의 달성이 아니라， 자
유， 정의， 인권， 평등이 보장되는 질 높은 민주주의를 고안하고 정착하는 데 초점이 맞
추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사회 문화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소수에게 집중된 비정상적인 권력구조와 정당과 선거 제도에 대한 변화 요구， 권

력의 분권화와 분산， 국가， 시장， 시민 사회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대한 요구， 시민 참여
의 증대와 시민단체의 활성화， 인터넷과 같은 대안적 미디어에서의 정치 실험과 같은

일련의 논의들은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
로 제기되고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들과 무관하지 않다. 대체로 참여 민주주의

라는 개념툴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 전자 민주주의， 결사체 민주주의， 작
업장 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한편，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만큼이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이는 다름 아닌 시민들의 직접 참여의 확대가 가져올 민주주의의 질 저하에 대
한 우려이다. 따라서 참여 민주주의자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옹호하거나 직접 민주주

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
고 이러한 문제는 바로 시민 교육과 민주주의의 발전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해
결책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의식에서， 본 연구는 최근 전자 민주주의와 더불어 21세 기 새로운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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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민주주의의

(65)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의

펴보고， 심의 민주주의에

의미과 적용 필요성에 대해 살

대한 실험 사례틀을 통해 심의 민주주의의 실현 조건을 탐색

한 후， 이러한 섬의 민주주의 실현 조건들을 통해 제기되는 시민 교육적 요구와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ll.
1.

심의

민주주의의

심의 민주주의와 시민교육

의미와 요소 : 참여와 공공 토론

민주주의는 어원적으로 ‘인민의 자율적 통치’를 의미한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부터 오늘날 근대 국민 국가적 정치체 틀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역

사적 실현 형태가 어떠하든 간에 민주주의는 이념적으로 정치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자
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통해 공동체의 사안들， 즉 정치적 사안틀을 처리하는 정치사
회 질서의

확립을 그 핵심적 지향으로 가지고 있다(윤형식，

1999). 이렇듯 민주주의의

핵섬적 요소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의 일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 사회가 조직되는데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는 시민들에 의한，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정치， 다시 말해 직접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즉， 민주주의는 고대 그
리스 시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한 사회의 나아갈 방향이 그 사회룹 구성하는 대

다수의 수많은 보통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고 통치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라한 의미에

서 민주주의의

핵섬적 요소는 바로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핵섬적 요소는 바로 공공 문제에 참여하는
일반시민들의

공적인 심사숙고 (public

deliberation)

과정이다. 공적 토론， 심사 숙고， 논

쟁 등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적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도출해 내게 된다. 심의 띤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는 공공 문제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시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하고 열린 참여를 실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수
준을 진전시키려는 이념으로， 최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따라

서 심의 민주주의는 위에서 언급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요소를 필수 조건으로 하여 오늘
날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대안적 논의라 할 수 있다. 심
의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사람들은 섬의(Deliberation)가 합라적이며 고품질의 여론 형성

을 촉진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건전한 기초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B ohman ,

1996;

Dπzek ，

심의

1991; Fishikin, 1995; Gutmann & Tompson, 1996;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박승관， 2000 재인용)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이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시민들간의 심의， 대화， 토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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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을 통해 개인들이 자신의 선호를 계속 변화시켜 가면서 합의된 집단적 의사를 형성

하려는 시도이다(임혁백，

2000).

시민틀은 심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다양한 대안적 관점들을
접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보다 정교한 견해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섬의의 과정을

통해 시민들은 자신이 가진 ‘공적

이성 (the

는 실천적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박승관，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기

수 있는지 그 실천적

때문에

방안에

최근 들어 ‘심의’를 민주주의의

public

2000).

reason) ’ 을 활성화시키고

현실화시키

물론， 아직까지 심의 민주주의가 제기된

심의가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킬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확장과 섬화를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는 듯 하다.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의 요구에 대해 지금의 대의 민주주의

형태로는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볍

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의

민주주의적

한계와 더볼어 진정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 의사 결정에 일반시민들의 광범위하고 지속

적인 참여가 보다 적극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상 실현을 위한 노력이

이러한 심의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국

민들의 선호를 양적으로 반영하는데 불과한 여론을 사려 깊은 섬의를 통해 도달한 안정
적인 공적 판단(public judgement) 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심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오일환( 2001 )은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효과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심의 참여자는 펼요하고 의미 있는 실질적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둘째， 헌법적 차원에서 심의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 자유롭
고 평등한 회원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섬의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심의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에게 이유를 제시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다. 다섯째， 기존의 대의제 민주주의 기구가 심의 민
주주의의 육성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야 한다.
Weeks(2000) 에 의하면 심의 민주주의의 기본 요소에는 4가지 가 있는데，(1) 광범위한

시 민의 참여 @ 높은 수준의 공적 판단(informed

public judgement)

® 심의의

기회 @

믿을만한 결과가 그것이다. 즉， 시민들의 참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소
수만이 참여했을 때 편향성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다수가 한꺼번에 참여할 때는

섬의가 약해지므로 대표성을 가진 소수의 심의 과정도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대표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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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판단에 의

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판단은 지식에 기반하여 충분한 심사 숙고의 기회를 가진 후 지
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요소보 정보의

제공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습득만으로는

시민들간의

부족하며

심의의

기회는 심의

이를 창조적으로

민주주의의

적용할 기회를

면대면 토의 과정을 중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시

민들의 참여의 질도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곧 참여가 방법론적으로 정당하며 타당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는가에

있다.

Ed na F. Eiensiedel & Debor삶1 L. Eastlick(2000) 는 심의

민주주의의

한 유형인

Consensus Conference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들
로서， 다양한 견해와 정보에의 접근 가능성， 시민들간의 평등성， 이슈의 투명성， 신빙성，
다른 의견에 대한 열린 사고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Judith

Petts(200l ) 는 지역사회토의

(Community Dialogue), 지 역 의 사결 정 (Community Decision) 을 분석 하면서 그 준거 로서
참여한 시민들의 대표성 문제(편향성이 없는가)， 의제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절차나 과
정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가， 공공 토의에 참여하는가， 토의 과정이 의견의 변화를 가져
오는가， 시민들의 참여가 전문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의 부

족은 없는가， 합의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얀가， 공공 이익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하는가，
과정이 투명하고 개빙적으로 진행되는가 등 보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작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디‘ 한편

Mark Button & Kevin

Mattson (l999)은 네 가지 유형의 심의

민주주의 모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거로서 보통의 시민을 포함하는가 즉， 대표성의
문제와 실제 토의 과정이 심의적인가를 보면서 민주적 심의의 지향점으로서 교육적이고

합의적이고 정책에 있어 도구적이고 논쟁적 이슈를 다루는 등의 요소를 제시하였디. 이

와 함께 전문가의 참여가 실제로 시민들의 평등한 심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임혁백 (2000)이 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
한 3가지 조건으로， 첫째 평등의 조건， 즉 발언， 질의， 섬문， 토의에 있어 동등한 기회의
보장， 둘째 자유의 조건， 즉 자신의 정체성과 상관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보장， 마

지막으로 이성 (reason)의 조건， 즉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에 기반 하여
야 한다는 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관련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심의 민주주의가 그 이념에 맞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 시민들의 평등하고 자유로운 참여 조건 보장， 둘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 셋째， 실질적 심의 기회의 보장， 네째， 심의의 질을 보
장하는 시민적 능력 등이 필요하리라 본다.

심의 민주주의 실힘이 주는 시민교육적 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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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의 의의
참여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심의 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대의제 민주주

의의 제도적 결함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공동선에 대한 숙고된 섬의의 과정을 거침으

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준다.

(1 ) 대의민주주의의 보완
대의민주주의에 의하면 인민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정부가 구성되고， 정부는 이

러한 인민들의 동의에 근거하여 지배의
충실한

정통성을 획득한다. 또 선출된 대표가 인민의

대리인으로 행동하도록 강제되어야 하며， 인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대표를

투표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선거가 경쟁적이고， 정치적 참여가

광범위하게 얼어나며， 시민들은 정치적 자유를 누라고 있다면， 정부는 인민의 요구에 응

답하는 책임정부가 될 수 있다

민주적 책임성은 시민들이 정부 정책이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그 대표를 계속 권력의 자리에 남게 하든지 아니면 축출함

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민주적 참여에 의한 정부 구성과 민주적 책임성의 확보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핵섬적 내용이자 전제 조건이 된다.

하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는 인민의 지지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인
민의 완벽한 대리인으로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은 항시 상존하고 있으며， 이를 견제하고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고안된 선거는 사실상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게다가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는 지속적인 참
여라기보다는 간헐적인 참여일 수밖에 없다.
정치 공동체의 일에 대해 시민들이 그처럼 제한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한편으로 시민들

에 대해 교육적 효과를 단편적으로 가지고 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교육
적 효과를 확대 및 증대시킬 수 있는 자치의 잠재적 능력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
다. 정부권댁의 비대화와 그에 따른 사적영역의 위축 현상이 거듭해서 일어남에 따라 능
동적 자치의 개념은 점차 위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따라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장문

제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관섬과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기도 한 것이
다. 그라므로 시민들이 자유를 구가하고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간섭하는데 대해 시민들
이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안정하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오늘날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과 같이 고
도로 발달한 기술사회에서 공간적 거라， 시간적 지연， 다른 존재에 의한 대체， 또는 간

섭 없이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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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민주 정치의 과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 효파를 어떻게 하면 대의 민주주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보장
하고 발현하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오늘날 섬의 민주주의의

당위상이

증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 상호간의 공적 토론， 공적 문제에 관

한 심사 숙고 및 논쟁들을 통해 정치적 평등성과 상호 존중의 상황을 만들어 줄뿐만 아
니라， 일반 시민과 직업적 정치가간의

물리적， 정서적， 위상적 거리는 물론이고 통치자

와 피통치자 간의 거리도 좁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2) 참여 민주주의의 질적 담보
앞서 언급하였듯이

심의 민주주의를 비롯한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론적 시각들은

대체로 현실적인 불가능성에

별이익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무지하거나 비전문적인， 그리고 개

집착하는 대중에게 휘둘릴 가능성과 우연적 상황이나 표의 변덕에 의해 결정

되는 사안의 비합리성， 다수의 독재를 조장할 가능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심의 민주주의의
라 ‘심의’에

의사결정 과정은 단순한 선호의 집합이나 선택이 아니

의존한다. 이는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에서
호는 고정되어

공적

시민들의 선

있지 않고 항상 대화， 토의， 토론， 심의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

히며， 만주적 파정은 주어진 선호를 집합하여

그 중에서 집단적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 나
가는 과정이다.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 ‘공적 토론의 영역’은 대화， 담론， 토론， 섭의를 통
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화시키며，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
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 영역은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이 상호 이해와 공동의

행동

으로 수렴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단순히 다수의 시민들의 ‘참여’만을 전제로 하
는 것이 아니라 ‘심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 공공 참여를 통해 참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전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목적은 집단적인 문제， 공적인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문제해결 방식에 대한 정당성까지도 획득하는 것이다

심

의 민주주의는 공적 담론의 성격을 선호의 집합에서 공동의 문제해결 모색으로 전환시
켜준다. 의사 소통이 가능한 공동체 내에서 정보를 공동 출자하고 토의를 통해서 상황

에 적합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심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며， 이러한 심의 과정에

서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사익에 근거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익이

나 공동선의 관점에서 토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션을 지향하는 정치가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ill.
1.

심의

민주주의의

심의

단계에

민주주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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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민주주의의 사례 연구

실험 사례
대한 논의와 연구는 개념에서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사회에서 심의 민주주의에

작된 것이 불과 2-3 년 전이다. 당연히

섬의

민주주의의

아직

초보적

대한 논의가 시

개념이나 설현 조건， 유용성에

대한 전망 등에 대해 엇갈린 견해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의 민주주의에

대

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방법은， 심의 민주주의가 담고 있는 철학적 바탕이나 본질적 요

소들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화 작업을 진전시켜 가는 한편， 비록 초보적인 형태나마 실

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
례 분석은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화시켜

줌으로써

이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심의 민주주의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이다. 특히 심의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시민 교육적 의미는 실제 작동 과정
을 관찰하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으로 드라날 수 있기 때문에 사례 분석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1 )

사례 1

:

심의적 여론조사( N I C

: National Issue Convention)

NIC(National Issue Convention)는 미국 텍사스 대학의 ‘심의적 여론조사 센터’ ( The
Center for Deliberative polling)에 서 행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이 대학의 Fishikin
교수가 고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NIC는 대통령 예비선거를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무작
위로 추출된 시민들이 모여 일정 기간동안 중요 공공 쟁점을 시민 상호간， 그리고 전문
가나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형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리고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토론과 섬의를 거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투표를

통해 비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TV를 통해 참여하지 않은 사람
들에게도 전달된다.

심의적 여론 조사는 잠정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예비선거 과정이 가지는 폐해들을 극
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았다. 즉 지금까지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과 미디
어를 통해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들과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못한 즉각적인 반

응에 의해 여론이 형성되는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또한 NIC는 Fishikin의 정치철학적 신념을 직접 현실로 실험해 보는 과

정이기도
equality) ’

하다

Fishikin은

민주주의의

세가지

조건으로

‘정치적

평등 (political

비 전 제 정 치(nontyranny)’ ， 그리고 ’섬의 ( deliberation) '를 들고 있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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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평등이 지켜지고 다수의 횡포가 사라진 상황에서도 ‘섬의’가 없다면 민주적 선택
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여론 조사는 1992 년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실시한 실험 이후 영국 민영 TV 네
트워크와 몇 번의 성공적 실험을 수행한 뒤， 1996년 1 월 텍사스 대학이 대통령 후보들
과

심의적

여론

조사를

주최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심의적

여론조사

(Deliberative opinion polling) 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우선， 한 국가(혹
은 주)에서 시민들을 전화나 개인적

접촉， 우편 등을 통해

접촉하여 무작위적 표본음

구성하고， 그들 중 약 200-300명 정도는 대학 캠퍼스와 시 중앙의 장소에서 회의나 토
의에 참여한다. 토의에 참여하기 전 이슈에 대한 간단한 요약 문서를 받으며， 이러한 문

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자문위원회에 의해 감독되며， 공적이고 언론에 개방
적인 것이다. 일단 회의장에서 표본 시민들은 자신들이 다루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지
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의견에 따라 투표한다

토의과정은 소규모 면대면(face-to←face)

집단 토의로 진행된다. 시민들만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 토의에서， 이슈에 대해 자신들과
대립하고 있는 의사 결정자 혹은 전문가( expert)들에게 자신들이 제기할 핵심적인 문제

를 정리하고， 심의 하에 이들 전문가 패널들과 토의한다. 이러한 작은 규모의 집단 토의
를 마친 후， 모든 참가자들이 속하는 전체 집단 회의 (plenary session) 를 실시한다. 마지
막으로 시민들은 다시 같은 이슈와 후보자에

대해 모두 투표하게 되며， 이러한 광범위

하고도 집중적인 심의의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의견의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본다. 이

러한 심의적 여론 조사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정책이나 과정 변화 없
이도 심의적언 그래서 정당성을 가지는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2)

사려 1 2

섬의

: Consensus Conference

민주주의의

시작하였으나

모델로서

덴마크에서

Consensus

Conference는 미국에서

전문가와

시민간의

회의토

전문가들만의 회의로

변형되었다

Consensus

Conference는 공공 이슈에 대한 탐구， 참가자들간의 심의， 정책적 제안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다루는 이슈가 공공 문제나 전문적 · 기술적인 문제로서， 전문가들의 논의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복잡한 이해 관계의 문제가 많다. 즉， 전문적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이
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의 고려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제들이 그것

이다. 인간 게놈 지도에 관한 문제， 유전자 변형 식품， 환경과 불염문제， 핵폐기물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Consensus Conference의 주된 목적은 이슈에 대해서

시민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 상호 작용과 토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향을 제언해

주는데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민배심원 제도 (Citizens '

JUIγ) 와

Town Hall Meeting의 빙식을 결합한 것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이슈를 다루면서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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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제언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Citizens' J따y 의 성격과 비슷하고 전체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토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Town Hall Meeting의 특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현재의 Consensus Conference는 전문가의 결정이나 그 결과에 대한 시민들

의 평가 방식으로부터 보다 민주적이고 동등한 시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변에서 과거

의 시민 참여와 다르지만 여전히 복잡하고 많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Consensus Conference는 유럽이나 영미권 뿐 아니라
한국 등 아시아권에서도 활발히 논의 · 진행되고 있다.1)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캐나다의 Citizen' s Conference와 미국 Portland의 Conference가 있다.

(3)

사례 3 : 시민배심원 제도 (Citizens'

Jury)

시민 배심원 제도는 미국 사법 제도에서 평결 과정에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을 매섬
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필요한 각종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후 토의를 거쳐 합의(평결)에

이르게 하는 형식의 시민 참여 제도이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는 시민 배심원 제도란
이미 λ} 볍 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을 다른 정책 결정 영역에 적용하여 사
용하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 보았던 Consensus Conference와 같이 기 술적 영
역의 구체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는 점， 이러한 이슈를 시민들이 참여하는 합리적 의사
결정과정(토의와 합의로 구성되는)과 결합하려는 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또한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텔과의 상대적 차별성을 찾는다면， 의제 설정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게 되어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주제나 질문들을 제한하고 구체적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과， 대체로 소수의
인원을 모아 소규모 집단을 형성하여 이들로부터 얻어지는 합의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방성이 떨어진다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시민 배심원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영국
Hertfordshire와 Lancashire의 시 민 배섬 원 제도와 미국 워 싱 턴시 의 시 민 배섬 원 제도를
들수 있다.

(4) A~ 려1 4 : 지역자문위원호I (Community Advisory Committee)
지역자문위원회는 영국에서

나타난 심의

민주주의

모델이다. 광범위한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적 문제나 정책적 과제에 대해 시민들이 선호하는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정책
결정자가 반영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 같이 정

보제공， 자문， 시민토의 과정이 모두 포함된다. 시민 자문 위원회의 특정은 시민 배심원

1)

전 세계적으로 현재 실시되어온 e.e.는 대체로 35개 정도 되며， 주로 민간단체가 주도하

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ucalgarγ.caFpudconf/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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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와 비교를 통해 두드러 지는데， 우선 위원회 운영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장
기화(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 기간으로 보면 몇 달이 되기도 한다)

되며 참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자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민 배심원제도는 참여자를 무작위적으로 선출하는데
영역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선출한다. 즉， 학교에서

시

반해 자문위원회는 참여자의 관심

일하는 사람의 관심을 ‘교육’으로 보

고 관련 이슈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장기간 다수의 참여를 위해 비용도 시
민 배심원 제도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배심원 제도가 대립되는 정책 대안들을 분석하여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라면 자문위원회는 보다 유연성이 높아 토의 과정에서 수렴적 특
성을 보인다는 점도 특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토의를 개최하기도 한다.

(5)

사례 5 : 지 역 사회 토의 (Community

Dialogue)

지역사회 토의는 시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며， 참여
적 시민 문화의 부활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
기 위해 참여 기회를 개방하고 있으며 선출직 공무원과 같은 위치로 공공 문제를 해결

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사회 토의는 의제 설정(토의의 범
위와 수준 결정)， 전략 개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토의를 진전시켜 다차원적

인 의견 교환이 반복될 수 있도록 한다. 사실 지역사회 토의의 방식은 따로 정해진 틀

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슈의 범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기도 하고 참여 집단을 어

떻 게 구성 하느냐에 따라 Consensus Conference와 비슷한 방식 이 되 기도 한다. 여 기 에
서 다루는 사례들은 다른 심의민주주의 방식과 달리， 심의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개방
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된다. 이슈가 개방적이 되면서 합의의 성격이나 정책에
의 반영 수준， 참여 형태가 달라지는 점에 주목하여 다른 모델들과 구분하여 제시하려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Fort Collins의 지역사회 토의와 Eugene 지역의 지역사
회 토의가 있다.

(6)

사려 1 6

:

Eugene고~

Sacramento

지역의 으I ;\~결정

이 두 지역에서의 섬의 민주주의 모텔은 앞의 지역사회 토의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

러나 이슈가 제기된 배경과 이슈의 구체성， 효과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지역
에서 모두 제기된 이슈는 복지 서비스와 시민들의 세금부담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 이 두 지역에서는 복지 예산과 실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간에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해 실제적인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행동을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행정 관료로 인해 문제의

심각성이

39

더욱 커지고

있다는 인식이 늘어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요구되었다. 처음의
시민 참여는 전통적인 방식인 전화 투표， 지역사회 인사와의 면담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회가 예상하던 반응과 다른 결과를 보이자 시민들간의 그리고
시민들과의

보다 갚은 토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회

는 각 7}정 에 예산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의회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주어지는 소그룹 대변 토의를 통해 시민틀간의

의견을 모으고자 했

다. 첫 번째 포럼에서는 680 명 이상이 참가하여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으며， 두 번
째 포럼에서는

첫 번째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략을 개발하여

3가지 의 구체적인

대안을

설정하여 논의하게 하였다. 결국 이러한 시민 토의는 의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
로 반영하게 되어 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높이고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등 성공적

사례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편 두 지역 중

Eugene 지역의 경우， 이러한 성공의 요인으

로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교육

받은 시민들이 다수 존재하며， 인구학적 특성이 단일적이고， 참여적 시민문화의 전통 등
이 성공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7) A~ 려1 7 : National Issue Forum
NIP 는 심의 민주주의 모델 중 시민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NIP 는

현재 미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들 중 하냐로서

이들이 포럼

형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된 이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고 참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나 사회 전반에

대한 시민들

의 지식 수준 향상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 가장 적합한 교육적 형태가 심의
를 가능하게
자체의

하는 토론 형태의 교육 방식이라는 생각이

교육적

사용되고

바탕에 깔려있다. 현재 NIP 는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여러 심의민주주의

있다.

예를

Process ) 에 NIP의

들어

Briand은

자신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개발한

모델에

이용되어

유용하게

CCP(Community Convention

Fishikin 역시 1996년 NIC(National Issue

Convention)에 서 NIP의 전문가가 전체 진행을 담당하고

NIF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민

들의 토의를 이끌었다. 현재 NIP의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city-wide forum , correctional program , cooperative extension program , leadership
program, public library discussion , local issues forum , literacy classes , forum in
professional associations , 종교， 여성계， 지역원로가 주도하는 토의， 학습공동체 조직 등
다양하다.
NIP는 다른 섭의

민주주의

모델과는 달리 시민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고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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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이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논의되고 합의에 이른 문제들을 관련 정책 결정자에

게 전달하는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정책에 미치는 효과까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심의 민주주의 모텔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8)

사려 1 8

:

여성유권자 연맹의 시민회의

메사추세츠와 워싱턴에서 각각 실시된 여성유권자 연맹의 시민 회의는 민간 단체가
정책 이슈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시민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의

이슈는

시의 캠페인 자금 운영 개혁에 관련된 것이었다. 민간 단체가 주체가 되었으나 시민 교

육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NIF와 다르고， 정책 제언이나 결정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게 위해 의회나 정책 결정자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Conferencel.-}

Consensus

다른 시민 포럼과도 성격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관련된 이슈에 대

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한 시민들의 심의 과정을 핵심으로 하고 이를 전문가와 함께 토
의한다는 점에서 다른 심의 민주주의 모델과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여성 유권자 연맹
은 총 3 번 의 시민 회의를 개최하였다.

연맹에

의해 무작위적으로 전출된 소수의 시민

(약 20 명 ) 이 첫 번째 회의에서는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슈와 관련하여 토의하고， 둘

째 회의에서는 첫 번째 얻어진 정보들과 이후 형성된 견해들을 모아 서로 다른 견해들
과 정책적 대안들을 평가한다. 마지막 회의에서 시민들은 그간 얻어진 자신틀의

의견과

질문들을 시의회 의원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2.

심의

(1)

민주주의의 시민교육적 합의

심의 민주주의 경험을 통한 시민 교육 효과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심의 민주주의 실험 사례들은 그 과정에 참여한 사
람들의 참여 의식과 정치적 효능감이 증가하는 등 정치 의식의 향상 효과와 함께 공동
체 내에서 타인과의

대화나 설득에

있어 필요한 상호 존중 태도를 배우는 등 시민교육

효과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공동체의
관여할 능력이

문제에

대허여

있고 관여할 의지가 있는 시민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시민은 선천적으로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길러진다

따라서

민주 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 교육은 민주주의의 존립을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
주 시민을 기르기 위한 시민 교육은 정규적인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
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통하여 학습된다는 점이다.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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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공공의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과 반복적인 심의 과정을 통하여 정보를 입수하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책임

을 갖게 하는 학습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시민들에게

직접 공공의 문제를 묻지

않는다면 시민의 진정한 정치적 관섬은 생기기 힘들다. 이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
하고 강도 높은 공공 토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기 결정의 정치적인 책임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여론 조사와
는 끈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심의 민주주의에서의

공공 의사 결정 과정은 참여

자들의 의사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공적인 토론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
하고 찬반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에 대해 논쟁하는 가운데 합의에 도달하게 된
다. 이

과정에서

각자는 자신의

훈련을 하게 되며， 반대로 타인의

의견을 공공연히

표시하고

의견이나 자신과 반대의

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의견을 듣고 이를 비판적으

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의사 소통 능력과 타인에 대한 배려， 공익에 대한 고민을 하
게 되어 결국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시민 교육을 통한 심의의 질적 수준 제고

섬의

민주주의의

의 민주주의에서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 교육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이 펼수적이다. 심

공공 사안에 대한 ‘공적 도의’는 핵심적 요소이자 전제 조건이며， 심의

민주주의가 다른 참여 민주주의들과 차별성을 가지고 일련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회

의적 시각을 불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다름 아닌 참여 구성원간의 ‘심의’과정의
화와 질적 향상에
역할에

활성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심의 과정의 질 제고는 다름 아닌 시민 교육의

달려있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 토론 경험의 확대， 질적 수월성을

담보한 토론 능력 향상， 풍부한 자료 제공， 의사 소통 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심의

민주주의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섬의 민주주의의

성은 의문시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능력이

설현 가능

현실이다. 무엇보다도 섬의를 할 수 있는 시민의

문제다.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표의

실패’ 뿐 아니라 ‘시민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화의 결실로 지방 자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한국인들은 주
민 자치에
들에게

익숙하지 않다. 시민블은 문제 해결에 실패할 때마다 국가를 원망하고 대표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충분히

정보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주장을 이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토론과 섬의 능

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대화와 토론이 아니라 반토론적인 ‘거리의

정치’， ‘집단시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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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우리는 기본적으로 남이 나와 다
를 수 있다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다원주의적 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에
티켓 사회， 관용의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정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서 대화， 토론， 심의를 통해 공적 문제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내려는 심의 민주주의 토양
은 척박할 수밖에 없다(엄혁백，

2000).

따라서 심의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이를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
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만큼이나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시민들의 자질 향

상을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올바른 시민적 행동은 태어날 때부터 지나고 있거나， 저
절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하여 부단히 보충되는 것이며， 생활하는 가운데

체험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3) 시 민교육 프로그램으로의 활용
심의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한편 그 속에서 시민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심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당연히

시민 교육에도

활용되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소양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시

민단체 등의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교나 사회 단체의 시민
교육 프로그램

모두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준볍정신， 참여의식，

공동체 의식 등 민주 시민성을 양성하는 것， 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법에

대한 훈련， 타

인과의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대화， 경청， 타협에 대한 경험 쌓기 등이 될 것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에

대해 주는 의미가 크다. 왜냐하면 공식적 교육기관으로

서 학교가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을 비추어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와 효과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지금까지의 학교 교육은 이러한 기
회를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고 있가 때문이다.
심의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학교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우선， 기존의 교과 교육 중심의

시민 교육에서 탈피하고 자기 주도적 참여를 일상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

여자들이 직접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주체임을 스스로 깨닫고 주권자로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학교 시민교육에서는 학생 자신
이 교육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내변화하지

못한 채， 주어진 목적에 따라 부과되는 학습

활동에 구속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은 교사의

일빙적인 전달이나 내용의 단순한 암

기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구체적인 체험이 가능한 방볍이 효과적일 수 있
다. 운동 경기를 아무리 많이 관람한다고 해도 운동 경기력이 향상되지 않듯이， 민주 시
민성도 체험을 통하여서만 실천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다(최현섭，

2000).

그러기 위해

서는 교과수업 내에서는 토론 수업의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의사 표현을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 학급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학교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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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다양한 의견

개진 통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주는 등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실 수업 방법의 다양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심의 민주주의 조건에서도
보았듯이

심의의

질적 보장은 내용을 담고 있는 실질적

심의

여부에 달려있다

무조건 심의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 외에， 교설 수엽을 통하여

따라서

이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필요에 따
라 학습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노력이나 특수한 문제나 주제에 대한 구조화된 토의 수
엽， 현장 연구를 위한 모듬 학습， 위의 심의 민주주의 사례에서 보았던 모의재판이나 공
공포럼을 수업에 도입하는 등의 다양한 수업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안팍을 넘나드는 다양한 참여 활동을 양성하고 확산하며， 이를 통한
실질적

참여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실 수업 뿐 아니라

학생회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의 자치 활동을 강화해주어야 한다

학생들

이 이러한 활동이 단순허 형식적인 학교수업 중 하나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실제로 이
러한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이 속한 모임의 활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험을 함으로써 참여의 의미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N.

나오며

21 세 기 에 들어서면서 정치 권력이 국가 중심의 정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에

서 벗어나 서서히 시민 사회에도 일정 몫이 주어지면서， 바야흐로 참여형 민주주의가
지금까지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고 었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실질적으로 해내
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한편， 심의 민주주의와 같은 참여 민주주의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이에 참여하는 시민
들의 자질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심의’ 과정이 필수적인 심의 민주주의

의 경우， 심의의 질은 정보의 습득과 토의 기술， 의사 소통 능력， 타인에 대한 인정과
배려 등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적 자질을 높여주기 위한 노

력， 즉 시민교육에 대한 양적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
어야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섬의 민주주의의 실제 실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민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인 학교， 시민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 혹은 시민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의 경힘을 쌓
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성을 기르는데 보다 적합한 교

육 방법을 연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에서 다루었던
실험 사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포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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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초적언 수준의 분석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며 앞으로 심의 민주주의 실행 이후 나타

나는 교육적 효과를 지식， 가치， 태도 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본다거나 참여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라 교육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지
주의 유형

중 교육 프로그램으로의

어져야 할 것이다.

적용 가능성

여부， 혹은 여기에서 제시된 심의 민주
여부 등에

대한 분석적인

연구가 이루

심의 민주주의 실험이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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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lications of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to civic education
Park, Sung-Hyeok*

. Park , Ga-Na**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implications of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to civic education , which is taking notice as a new form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with the electronic democracy lately in the 21st century
The deliberative democracy is able to supplement the limit of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a systematic device to activate spontaneous participation of a
large number of citizens, and make up for the point in participation without
substance that models of a direct democracy may have if things go wrong , by
setting a deep discussion process forth as a premise. The experimental cases about
the deliberative democracy offer a practical opportunity for all citizens to participate,
provide citizens extensive infonnatioh about the nature of the policy problem,
engage citizen in the same problem-solving context as elected officials, and use
rigorous methods.
But a civil ability of determining
realize the

delibera디ve

ration떠

decision has to be premised so as to

democracy. This means a demand for the activation of the

civic education. Although citizens are provided the chance of upgrading the civil
quality necessary for the solution to a public problem through a process of the
deliberative democracy , more various programs for the civic education have to be
developed and conducted firs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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