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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청와대 주도의 인터넷 청원

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going public)의 일환으로 파

악하고, 이것의 시행이 정치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낳는지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대통령의 대중호소전

략이 주로 어떠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정

치적 전략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인터넷 청원제의 역사와 세계적인 도입현황을 살펴보면서, 인터넷

이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원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대중호소

전략으로 파악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기존의 대중호소전략

들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다루어보았다.

경험적 분석으로는 국민청원제가 시행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는 요건을 충

족하여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은 총 207건의 청원 전체를 주제와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청원과 그에 대한 답변의 내용을 각 유형

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는 청원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청원

인의 청원 동기와 목적, 그리고 요구하는 바의 해결 여부와 해결

주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

함으로써 종국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국에 사회·정치적으로 어

떠한 변화를 야기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의 절반 가까이가

인권·평등, 사법·범죄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처벌 또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원

을 각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감정·의견 표출형 청원과 조

사·처벌요구 유형에서는 한국의 공권력, 특히 입법부와 사법부를

향해 누적되었던 불신과 상대 정파를 향한 반감이 특정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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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로 인터넷 공론장에서 감정적인 청원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

았다. 청와대는 청원에 답하는 과정에서 현정부의 정책을 홍보하

거나 입법부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청와대가

직접 청원에 대해 후속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실질적 사후조치를 수행하는 주체는 대체로 담당 행정부

처 혹은 입법부였다. 또한 국민청원 운영 초기 제도개선요구 유형

의 청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을

압도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청와대의 특정한 대응을 기대하기보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언론과 국회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관심을 환기시켜

청원에서 지목한 대상에게 사적제재를 가하는 편이 보다 효과적임

을 학습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청원의 운영주체인 청와대와 사용주체인 시민들이 모두

청원제를 각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

용자들은 청원 게시판을 매우 손쉽게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청와대는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들에 모아진 의사를 “국민 다수의여론”으로 해석함으

로써, 정파적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에 대한 답변과정을 정부와 이

해를 달리하는 정치 세력에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기회로 활

용하였다.

운영자와 사용자가 인터넷 청원제를 활용하는 방식은 인터넷 청

원이 구현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주로 책임성보다는 반응

성, 특히 상징적 반응성에 치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청

원은 청원의 소재와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에 따라 각종 사회적

의제가 표출·결집되는 공간을 독점하였고, 따라서 입법부의 의제설

정권한을 일부 흡수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정치과정에서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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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보좌기구인 청와대의 역할을 부각시키면서 정치권력

간의 비대칭성은 보다 심화되었다.

국민청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권위주의적 대통령의 이

미지를 보다 친근하게 변모시켰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기구인 청

와대를 일상적 정치 과정의 해결사로 위치시킴으로써 대통령이 국

회를 우회하여 국정운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동력을 추가로 확보

했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이라는 한국정치의 고질적

문제인 ‘제왕적 대통령’제적 속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지점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

행된 국민청원이 유의미한 제도적 변화보다는 정서적 자극을 통한

흥행에 치중하면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보다 포퓰리즘에 취

약한 구조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해보인다. 이

렇듯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청원이 문대통령의 임기에 한정된 홍

보정책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청와대 국민청원, 인터넷 청원제, 정치커뮤니케이션, 대통령

의 대중호소전략, 청와대 정부, 포퓰리즘

학 번 : 2018-2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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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표자의 정당성은 선거를 통해 주권자가 대표

자에게 합법적으로 권력을 위임하는 절차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대의

자의 핵심적 과제는 대표자가 주권자의 요구와 이익을 얼마나 잘 대표

(represent)하는가라고 할 수 있다. 정치학자들은 1990년대부터 서구민주

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된 시민들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Lipset

and Schneider 1987; Nye et al. 1997), 정당가입자와 열성당원의 감소

(Mair and Van Biezen 2001; Dalton and Wattenberg 2000, Aldrich

1995), 투표율의 하락(Teixiera 1992; Wattenberg 2002; Franklin 2004)

등의 현상이 국가와 시민들 간의 연계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

단했다(Norris 2011). 다양한 시민의 이익을 대표하고 시민과 국가를 연

계하던 정당의 역할이 축소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당정치의 약화가 곧

대의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적 정당성이 상실되는 민주주의의 위기, 혹은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Keane 2009). 그

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높은 불신과 반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여전히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해 상당한 지지를 보이고 있다

(Dalton 2004)는 사실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기대하는 바가 점차 실질

적인 내용의 측면에서 다양해진 반면에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이러한 기

대와 요구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Norris 2011; 임혁백 외 2019:14에서 재인용).

한편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디지털 매체의 등

장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돌파구로 기대되고 있다. 인터넷

은 시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인터넷은 시민들로 하여금 선거가 아닌 평상시에도 매우 적은 비용만을

들여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 2 -

시각적이고 순간적이며 감각적이라는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강원택

2007)을 고려할 때, 과연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질(quality)을 높일 수 있

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치참여의 양적 측면 외에도, 참여

의 질과 평등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디자인을 갖추었는지도 고려할 필

요가 있다(Macedo et al. 2005; Przeworski, 1997:20).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과 시민들 간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청와대 홈페이지 내부에 ‘국민청원’ 게시판을 마련해 주목을 끌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행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아 2017년 8월 19

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국민소통플랫폼’으로 개편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내부에 신설한 것이다. 청와대는 해당 게시판에서 한 달 이내에 2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건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공개적으로

답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의 정도는 가히 압도

적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2017년 8월 19일 국민청원 서비스 개시 후

2019년 9월 20일까지 청원게시판에 일평균 약 24만 명, 총 1억 9000만

명 이상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했으며(청와대 2019:6), 국민청원에 접수

된 청원은 2017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0일까지 약 2년 동안에만

총 69만 여 건에 달했다. 아래의 [그림 1,2,3]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에 접수된 청원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보여준다1).

1) 2019년 3월 31일을 기점으로 게시판에 접수 및 노출된 청원의 수가 대폭 감소한 것은
국민청원 서비스 개시 후 최초로 시행한 시스템 개편과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자칭
‘국민청원 시즌 2’부터 해당 청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서명한 인원이 한 달
이내에 100명을 초과한 청원 건만을 게시판에 노출시키는 ‘사전동의제’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2019년 3월 31일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노출된 청원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게시판에 접수된 전체 청원의 수는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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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게시판에 노출된 월별 청원 수

[그림 2] 게시판에 노출된 누적 청원 수

[그림 3] 게시판에 접수된 월별 청원 수 (2017.8.19.～2019.10.20.)

출처: 청와대 20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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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최다인원의 청원 동의 기록 또한 매년 경신되고 있

다.2) 국민청원을 통해 화제가 된 사안은 비단 청원 게시판을 넘어 언론

과 정치권의 조명을 받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는 관련 기사 개수를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

공하는 기사 검색 프로그램 ‘빅카인즈’를 통해 검색한 결과 청와대 국민

청원이 시행된 2017년 8월 17일 이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54개 언론

에서 ‘국민청원’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기사 개수만 총 42,888건에 달했

다.3)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정부 차원의 인터넷 청

원제가 아니다. 국회와 각종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청

원법』에 근거해 청원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별다른 법적근거 없이 운영

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중앙행

정기관의 경우 2017년 한 해 동안 총 40개 중앙행정기관 중에 청원이 접

수된 곳은 3곳에 불과하였고, 건수도 18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17개 광

역자치단체 중 10곳에서 총57건의 청원만이 접수되었다(정재환 2018:3).

국회에 접수된 입법 청원은 ‘일반 의안’으로 처리됨으로써 다른 공적 기

관에서 채택된 청원보다 높은 위상을 갖지만(박상훈 2018:197), 1987년

민주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총 3,533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제16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4)

이 논문의 목적은 이렇듯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가 청와대의 국민청원

게시판에 모여들면서 나타나는 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하

는 것이다. 각종 사회적 현안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되고, 국민청원에

2) [표 1] 연도별 최다인원 동의 청원

연도 청원제목 서명인원
2017년 “조두순 출소반대” 615,354명
2018년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1,192,049명
2019년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831,900명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2,715,626명

3) 빅카인즈, 뉴스검색·분석. https://www.bigkinds.or.kr/v2/news/index.do.
4)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청원통계. https://likms.assembly.go.kr/bill/PetitionSta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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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많은 서명인원을 모으는 사안들이 사회적인 이슈로 부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국민청원을 운영하는 청와대는 이슈 메이커와 이슈 확산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정동재 외 2019:5). 청와대가 마련한 공간

으로 모여든 사회적 아젠다와 시민들의 동의는 그 자체로 대통령이 활용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청원 게시판의 인기가 지

속될수록 청와대의 사회·정치적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효과를 낳을 것

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제까지 행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원제를 대통령의 대중호

소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도는 매우 드물었다. 인터넷 청원

제에 관한 논의가 주로 수요자의 측면에 대한 관심에만 집중되어있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터넷 청원의 기능을 수요자와 공급자 모

두의 측면에서 살펴본 뵐레와 리음(Böhle and Riehm 2013)의 연구에 기

초하여 인터넷 청원제를 새로운 형태의 대중호소전략으로 보고 그것의

정치적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한국에서 나타나

고 있는 인터넷 청원제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사회 현상의 정치적으로

야기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다층적으로 파악해보기 위함이다.

제 2 절 논문의 구성

이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인터넷 청원제의 운영이 문재인 대

통령이 채택한 대중호소전략의 일환이라고 보고 이러한 전략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지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분석함으로써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는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 어떠

한 사회적 흐름 속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적 전략으로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대중호소전략으로서 인터넷 청원제가 수행하는 기

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경험적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연구대상이 되는 청

원들을 분류하고, 분류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원 게시판에 나타나는 전반

적인 요구의 양상과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 다음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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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청원 주제와 유형들이 주로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낳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민

청원 게시판에 접수되는 청원의 양상이 일정하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

고,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내용

과 후속조치가 이루어진 일부 사례를 추적함으로써 답해보고자 한다. 이

를 통해 청와대가 국민청원 게시판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이며, 수요자 측면에서의 청원제의 효과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평가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문재인 행정부에서 도입한 인터넷 청원

제인 청와대 국민청원이 한국정치에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야기하였는지

에 대해 한국 정치구조의 특성과 대통령과 대중 간의 관계와 함께 논하

며 해당 논의를 마무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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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기존문헌 검토

제 1 절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

1.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Going Public’)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란 대통령이 자신이나 자신의 정책을 대중에

게 홍보하고자,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일컫는다

(Kernell 1986). 대중호소전략은 대중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러한 전략의

궁극적 목적은 대중이 아닌 정치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에 있다(Kernell 1986).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대중호소를

통해 먼저 여론을 자기편으로 만들어, 다른 정치인들과의 협상에서 해당

사안이 가능한 우호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하

는 것이다(Peterson 1990; Fett 1994; Rivers and Rose 1985). 이렇게 대

통령이 대중호소전략을 택하게 되는 데에는 대통령이 여타 정치인과 권

력기관에 비교할 때 가진 상대적 우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통령의

언행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쉽다는 점에서 대통령은 정당을 우회

하고 대중에게 직접 발화하는 공간(unmediated avenue)을 독점할 수 있

어 대중을 결집하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Miroff 1982).

2. 대중호소전략의 역사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정치에서 대통령과 의

회, 그리고 대통령과 대중의 관계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왔다. 대

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에 관한 시론적 연구자인 커넬(Kernell 1986)은 미

국정치에서 대통령-의회, 그리고 대통령-대중의 관계가 대략 1970년대를

기점으로 앞의 제도적 다원주의(institutional pluralism)시기와 이후의 개

인화된 다원주의(individualized pluralism) 시기에 각기 다른 양상을 보

이며, 대중호소전략(‘Going Public’)은 제도적 다원주의에서 개인화된 다

원주의로 전환되는 시기에 대통령의 정치 전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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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1970년대 이전까지의 미국 정치공동체를 ‘제도적 다원주의’의 시대로

구분되는데(Kernell 1986), 제도적 다원주의는 미국의 정치 제도, 특히

의회의 제도에 다원주의가 결부되어 있다는 개념이다(Dahl and

Lindblom 1953; 정호주 2017:166에서 재인용).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치엘

리트들은 각 정책영역에 분산되어 있는 사회적 자원을 획득하기 위한 정

치적 경쟁에 정책연합(protocoalition)을 이뤄 참여한다(Dahl and

Lindblom 1953). 따라서 이 시기 정치인에게는 정치엘리트 내에서 필요

에 따라 적절히 정책연합을 형성하고, 흥정과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능력이 중요한 자질로 간주되었다(Kernell 1986). 대통령 역시 마찬

가지였다.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대중보다도 의회 내

부의 여론, 즉 국회의원들 사이에서의 대통령에 대한 평판이 대통령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시되었다(Neustadt 1960:58). 이 시기

에 정치는 아직 워싱턴의 고유 영역으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의회 밖의

여론은 대통령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응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

했고(Neustadt 1960:87), 오히려 여론의 유동성이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대통령의 흥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여겨졌다(Kernell 2007:13).

그러나 1970년대에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정치환경의 변화

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치인들과 정치적 협상에 나서기보다 대중적 호

소를 우선시하는 개인화된 다원주의의 시대로 이끌었다 (이하 Kernell

1986). 제도적 다원주의를 개인화된 다원주의로 이끈 가장 구조적인 요

인은 정당의 약화이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면서 정책연합의 단

위로 활동하던 정치인들이 개인 단위로 흩어지게 되었고, 프라이머리가

실시되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아웃사이더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

도 대통령이 대중호소전략에 치중하도록 하는 환경적 변화로 작용했다.

이밖에도 근대 복지국가의 성장과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전은 시민사회

의 규모를 확대시켰으며, 유권자가 정치권을 감시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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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대의 대통령들에게 대중호소전략의 채택은 대중적 지지의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강하고 카리스마

있는 전통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이 기대되었던 시기에는, 대중은 단순히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대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대중에 대한 호소는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주도하고, 대중은 비자발적으

로 이를 수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때의 커뮤니케이션은 최소

한 TV와 신문과 같은 언론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간접적

인 양상을 보인다(Benson 1996:61).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대중의 지지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들이 직접적인 대중호소전략에 열중하

게 되었다(Tulis 1987). 대중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대통령은 정치적 협상

력이 저하되어 특정 정책을 추진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Cohen 1997:14). 그러므로 현대는 일방적인 대

중호소전략의 시대와는 차이를 보인다. 대통령은 단순히 대중 앞에 모습

을 드러내어 일방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

책 홍보와 대중의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할 것을 요구받는 것이다. 이렇듯 상호커뮤니

케이션의 시대에 대중은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인 동시에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과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

다(Cohen 1997).

한편 한국에서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존

의 대통령들과 구별되는 탈권위적 리더십을 표방하면서, 한국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촉진시킨 것이다(구세진 2007; 정호

주 2017).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노무현 정부 시기에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대체로 해당 전략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이준

한 2004; 안병진 2004; 장훈 2013; 장성훈, 고경민 2005). 구세진(2007)과

정호주(2017)의 연구가 예외적으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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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구세진(2007)은 커넬의 연구를 분석틀로 하여 한국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기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 시기로 오는 동안 점차 대통령의 대

중호소전략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화의 결과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중에 호소하는 대통령제로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구세진 2007). 그러나 대중호소전략을 포함한

표면적 통치스타일과 정치행위자 간의 권력의 분산 또는 집중의 양상은

별개의 사안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치의 문제로 지적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핵심은 외부로 드러나는 리더십의 형태가 아닌 대통

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양상에 있다. 따라서 대중호소전략의 궁극적 목

적이 정치권 내에서 대통령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 있음을 고려한다

면, 언론을 우회하고 대중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대중적 리더십을 강화하

는 해당 전략이 제도화될수록 대통령의 권력 또한 강화되리라고 예상하

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정호주(2017)는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효과성을 다양한 매체에 대한 신뢰도와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한국

적 맥락에서는 커넬의 분석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코헨(Cohen 2010)

이 제시한 조건들, 즉 양극화된 정당과 분화된 미디어 환경을 한국 대통

령이 대중호소전략을 채택하게 된 배경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제 2 절 인터넷 정치와 직접민주주의

커넬은 대중호소전략의 대표적인 형태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한 대

중연설, 공개석상에의 출현, 국내·외 정치순방 등을 언급하였으나, 대중

호소전략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고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전

략이 출현할 여지를 남겨두었다(Kernell 1986). 다만 이때 통신매체의 발

달과 보급이 대통령의 대중호소를 증가시키는 기술적 요건으로 작용한다

고 보았을 뿐, 인터넷과 같은 통신매체가 그 자체로 새로운 형태의 대중

호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될 가능성은 간과하였다. 이는 그가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기술적 변화보다는 주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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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매체의 등장은 정치 행위자의 활동 기회를 구조적으로

확장시킨다(Bimber 2017). 일찍이 일부 연구자들은 텔레비전과 같은 현

대적 미디어의 출현과 보급이라는 기술적 변화가 대통령제에 미치는 영

향에 주목한 바 있다(Miroff 1998; Gronbeck 1996; Benson 1996). 이들

은 현대적 미디어가 대통령이 대중의 요구에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중

의 요구를 형성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특히 벤슨

은 인터넷의 침투력이 대통령과 대중의 관계에서 대통령이 가지는 주도

권과 접근성, 그리고 관계의 양상을 아예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인터넷에 접근가능해질수록 인터넷이 대통령의 수사

를 형성하고 보급하는 쌍방의 과정에 큰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Benson 1996:58-62). 실제로 대통령과 대중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그 양상은 시대적 변화와 대통령 개인의 통치스타일에 따라 변화하면서,

커넬이 소개한 것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대중호소전략이 새롭게 등장하

고 있다. 일부 연구자들은 커넬의 분석 이후 새로이 나타나는 대중호소

전략의 유형을 가늠해볼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 대표적으로 코리건

(Corrigan 2000)은 클린턴 대통령이 영부인을 앞세워 자신의 의료개혁

정책을 홍보했던 사례를 대중호소전략의 일환으로 파악하였고, 그 과정

에서 커넬이 제시하지 않은 형태 중 대중호소전략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이하 Corrigan

2000:151-153). 먼저 한 대통령의 특정 정책이 대중호소전략으로 간주되

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기간 동안 다양한 통로를 통해 대중

에게 다가가는 스타일의 리더십을 추구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대중

호소전략으로 분석되는 사례는 대통령의 정책적 우선순위로 여겨져야 하

며, 마지막으로 해당 정책의 시행에 기대되는 파급효과가 광범위해야 한

다.

위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인터넷

청원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새로운 형태의 대중호소전략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자신을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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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을 통해 창출된 정권으로 정체화하였으며,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

부가 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민주주의 기제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강

하게 내보였다. 즉, 문재인 행정부는 ‘대중과의 소통’ 자체가 대통령의 핵

심적 정책이기 때문에 인터넷 청원제는 대통령의 정책을 직접 홍보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5대 국정목표에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365일 국

민과 소통하는 광화문 대통령’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청와대 국민청원이

라는 인터넷 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현재까지 재

임기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상징적인 대국민 소통 정책으로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민들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처럼 대통령과 대중 간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불가피해진 정치 환경

에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치 환경의 기술적

변화가 시사하는 바가 이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 대중과

맺는 관계의 형태와 이를 가능케 하는 수단, 그리고 대통령-대중의 관계

와 대통령-의회 관계의 역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제 3 절 인터넷 청원제

청원이 인터넷 정치공간 안으로 들어온 것은 2000년에 스코틀랜드 의

회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 청원제를 도입하면서 부터이다(Lindner and

Riehm 2009).5) 본래 청원권은 자신이 바라는 점과 원하는 바를 정책결

정자 혹은 권한 있는 자에게 진술하는 권리이다(김성배 2017:181). 예부

터 청원권은 사회적 불합리 시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장되어 왔지만 대

의민주주의가 확대됨에 따라 점차 활용되지 않다가, 21세기에 들어 인터

넷을 매개로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도구로 여겨지면서 매우 활

발히 활용되고 있다(Wright 2015; Caygill and Griffiths 2018). 인터넷

청원제는 제도화 여부, 운영방식, 운영주체, 그리고 운영수준에 따라 매

우 다양한 형태를 띠는데(Lindner and Riehm 2009:3), 여기서 칭하는 인

5) 문헌에 따라 스코틀랜드 의회의 인터넷 청원 도입시기를 2000년 혹은 2004년으로 밝
히기도 하는데, 이는 스코틀랜드 의회가 2000년부터 인터넷 청원제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2004년에 정식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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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넷 청원은 국가 수준(national level)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또는 독립

된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며 청원의 내용이 인터넷을 통해 공공에 공개

되는 제도를 칭한다. 인터넷 청원제는 스코틀랜드 의회를 시작으로 2002

년 호주의 퀸즈랜드 의회, 2005년 독일의회, 2006년 영국 정부, 2011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도입되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현재는 최소 9개국

이 국가 수준에서 인터넷 청원제를 운영하고 있다.6)

인터넷 청원과 같은 저비용 디지털 정치참여 기제에 대한 정치학자들

의 평가는 대체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인터넷이 이끌어 낸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입장과(대표적으로 Adams et al.

2005; Bochel and Bochel 2017; Jungherr and Jürgens 2011; Wright

2016),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의 디지털 매체는 정치참여의 판도를 크게

변화시킬 만큼의 영향력이 없으며, 있더라도 그 영향력은 매우 미미하다

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Breuer and Farooq 2012; Christensen 2011).

그러나 이 연구는 이처럼 인터넷 청원, 나아가 인터넷 정치에 대한 기

존의 사회적·학문적 논의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증대의 효과성 혹

은 그것의 규범적 담론의 맥락에 치중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예로 들어

인터넷 청원에 관한 담론은 국민청원에서 이루어지는 폭발적 규모의 참

여와 그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바람직한가에 대해 진보언론과 보수언론

이 서로 다른 입장의 기사를 연일 쏟아내는 식이다. 그런데 시민들이 인

터넷 청원공간에 자신의 요구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플랫폼이 권위체로부터 제공되어야 한다. 개인이 상위의 권위체

에 자신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 청원권은, 따라서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권력관계(constitutive

asymmetry)에서 실현될 수 있다(Böhle and Riehm 2013). 그렇기에 인

터넷 청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치참여를 곧바로 동등자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정치참여로 환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민

주주의 사회에서 인터넷 청원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보다 세밀한 평가가

6) 독일(2005), 리투아니아(2007), 미국(2011), 영국(2006), 아일랜드(2016), 우크라이나
(2016), 한국(2017), 호주(2016), 브라질(2009). 괄호 안은 도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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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참여의 양적 측면뿐 아니라,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

간과 그 운영주체라는 공급의 측면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청와대 국민청원의 시행을 계기로 인터넷 청원과 관련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은 인터넷 청원을 주

로 수요자 측면에서 접근하여, 청원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참여의 양상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세계적 연구의 흐름과 동일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청원자의 참여동기(이승원 외

2018)나 접수된 청원의 주제(송준모·박영득 2019)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먼저 송준모와 박영득은 정치참여와 감정사이

의 상호작용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청원

전수를 분석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이 주로 어떤 주제를 담고 있으며, 시

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은 청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다루었다. 이들

은 분석을 통해 국민청원에 접수되는 주제들은 대체로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며,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청원의 의제들은 분노보다도

슬픔의 감정과 더 연관이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누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청원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할 뿐, 이러한 참여가

왜 유독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한다. 이승원 외(2018)의 연구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으

나, 실제 분석은 참여자의 내적 동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는 데에 초

점을 두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에는 참여자의 포퓰리즘 성향

보다는 내적효능감, 광범위한 정치불신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을 밝혔다. 개인의 정치적 정향과 관련된 요인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적극적인 시민이 주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말해줄 뿐이다. 기존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다룬 연구들은 이렇듯 공통적으로 참여가 발생하는

맥락에 있어서 청와대라는 운영주체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인터넷 청원제에 대한 학문적 분석은 인터

넷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정치 참여만을 강조하는 수요자 중심적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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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벗어나 그러한 참여를 가능케하는 제반조건을 마련한 공급자의 시

각에서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청원의 기능을

예외적으로 넓은 시각에서 조명한 연구자는 뵐레와 리음(Böhle and

Riehm 2013)이다. 이들은 청원제의 주요 기능이 참여자 측면를 비롯하여

청원 운영주체, 정치체계까지 총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았다(이하 Böhle and Riehm 2013).

청원자 운영주체 정치체계

Ÿ 권리와 이해의 보호

Ÿ 정치 참여

Ÿ 동원

Ÿ 자아실현

Ÿ 청원 중개, 청원자 옹호

Ÿ 타 권력기관의 견제

Ÿ 영향력 확대

Ÿ “지진계” 기능

Ÿ 반응성 제고

[표 2] 청원제의 기능

Böhle and Riehm 2013

먼저 청원자에게 청원은 자신의 권리와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자, 정치 참여의 통로로 기능한다. 또한 청원은 청원을 개시한 사람이 여

타 대중들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이들을 정치적 캠페인에 동원하는 수단

으로도 사용되며,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에게

는 자아실현의 기제이기도 하다.

한편 인터넷 청원제는 제도정치권에서도 꽤나 환영받는 제도인데, 이

는 인터넷 청원이 기존의 대의민주주의 원칙들과 양립가능하며, 정치권

에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변형이 가해질 수 있는 유연한 제도라 간주되기

때문이다(Lindner and Riehm 2009:10). 기본적으로 청원의 운영주체에게

청원제의 주요한 기능은 청원인과 적절한 정부기관을 중개하는 것이다.

또한 청원의 운영주체의 관할 영역 내에서 행정부나 입법부 등의 타 권

력기관이 감시대상이 되는 경우에 청원제는 이들 기관을 민주적으로 견

제하는 장치(democratic control instrument)로도 기능한다. 또한 청원제

의 운영은 운영주체의 역할을 가시화함으로써 이들의 명성과 이해, 그리

고 영향력을 확대시키는데, 이는 운영주체와 시민들 간의 직접 커뮤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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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이 증가할수록 해당 기관이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기 때문

이다(Riehm et al. 2011:19). 대통령제를 정치체제로 채택한 국가에서 흔

히 나타나는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권력경쟁(Powell 2004:99)에서 청원이

둘 중 한 주체에 의해 운영된다면, 청원의 운영주체는 청원의 운영을 통

해 직·간접적으로 타 권력기관을 적절히 견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체계 측면에서 청원제는 사회 각 분야의 크고 작은 문

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지진계(seismographic)”로써

기능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정치권의 입장에서 인터넷 청원은 인터넷

을 매개로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진하고, 시민과의 정치권의 쌍방향 소통

을 활성화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고 볼 수 있다(Lindner et al. 2016; Kakabadse et al. 2008; Riehm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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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분석틀

제 1 절 연구질문

본 연구는 한국의 행정부 운영형 인터넷 청원제인 ‘청와대 국민청원’의

사례를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대중호소전략의 한 형태로 파악한다. 그리

고 이를 청원제의 기능을 수요자의 측면에 한정해 다루었던 선행 연구들

과는 달리 공급자의 측면, 즉 운영주체의 입장과 정치체계의 수준에서

청원제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다. 이 논문에서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함으로써

청와대가 얻는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이다.

제 2 절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처음 공식 답변이 이루어

진 20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청와대 및 정부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받은 모든 청원과 이들 청원에 대한 답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기에 청와대로부터 공식답변을 받은 청원의 수는 총 207건이다.

청와대는 답변의 요건으로 한 청원에 대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의 서

명을 설정하고 있다.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에 관련한 자료는 청와대 공

식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7) 게시판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수

집하였다.

제 3 절 유형과 주제에 따른 청원의 분류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은 청원들을 분석하기 위한 분류의 기준은 다

음의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8) 이와 같이 청원을 각각 주제와 유형에

7) 국민청원 및 제안.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8) 청원을 내용에 따라 주제와 유형별로 각기 분류하는 방식은 다음의 한겨레 경제사회
연구원의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기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유형과 주제의
범주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한겨레. “국민청원, ‘떼법’ 아닌 성평등·인권 등 ‘사회권 보장’ 요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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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분류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청원공간에서 공적 의제가 된 사안들

이 어떠한 분야의 문제이며, 또한 어떠한 방식의 해결을 필요로 하는지

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때 청원의 유형과 주제가 시사해 주는 바가 각

기 다를 것으로 예상한다. 먼저 청원공간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다루어지

는 주제는 해당 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기존의 제도적 안전망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야를 반영할 것이다. 이와 달리 청원의

유형은 참여자들이 해당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요청하는 권위체가 어디이

며, 원하는 문제 해결방식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줌으로써 각 유형별 청

원들이 어떠한 정치적 효과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원주제 청원유형

인권·평등

노동

보건·복지

동물·환경

교통·안전

기타

교육·육아

경제

정치

사법·범죄

방송·통신

의견·감정표출

호소·하소연

조사·처벌요구

제도개선요구

기타

[표 3] 주제와 유형에 따른 청원의 분류

1. 주제에 따른 분류

우선 한국을 비롯해 인터넷 청원제를 실시하는 많은 국가에서 청원인

이 직접 청원의 주제를 주어진 범주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만, 여기서는 주어진 범주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하였다. 청원공간에 제시하는 범주의 구성은 그 자체로 청원운영기관의

이해와 결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9)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청원인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43829.html (검색일 2020.04.05.)
9)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제시하는 청원 분야의 범주는 총 17개로, 각각 ‘성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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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택한 주제가 실제 청원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전체 범주의 구성에 있어서 객관성과 청

원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제 선택에서 일관성을 모두 담보하기 위해 청

원을 그 주제에 따라 ‘인권·평등’, ‘노동’, ‘보건·복지’, ‘동물·환경’, ‘교통·

안전’, ‘교육·육아’, ‘경제’, ‘정치’, ‘사법·범죄’, ‘방송·통신’, ‘기타’의 11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간혹 하나의 청원에서 두 개 이상의 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제목과 본문에 나타난 비중이 더 높은 주제로 우

선적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마저 비슷한 경우 불가피하게 청원에 대한 정

부의 답변 내용과 답변 주체의 소속(담당 부처 등)을 참고하였다.

2. 유형에 따른 분류

다음으로 청원은 그 목적에 따라 ‘의견·감정표출’, ‘호소·하소연’, ‘조사·

처벌요구’, ‘제도개선요구’, ‘기타’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6가지의 청

원 유형은 각각 기대 청취자와 방향성, 그리고 요구 수준에서 차이가 있

다. 앞의 ‘의견·감정표출’과 ‘호소·하소연’ 유형의 청원은 그 청취자를 정

부와 여타 시민들 모두로 설정하고 있으며, 요구 수준은 후자의 유형에

비해 낮고, 결집된 목소리를 청취해 줄 것 그 자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일방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청원의 우선적인 목적을 정부가 특정한 반응

을 취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청원자의 의견이 공론장에서

청취되도록 하는 데에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의견·감정표출’ 유형의 청원은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특정

한 사회적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찬성 또는 반대 의견, 긍정 혹은 부정

적인 감정을 발산하는 것 자체에 일차적인 목적을 두는 유형이다. 이 청

원 유형은 정부의 대응보다도 타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에 공감하고 지지

하도록 하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 ‘호소・하소연’형 청원은 그 내용이

주로 개인의 억울함이나 원한, 누명 등에 관한 것이며, 청원자가 직접 구

력’, ‘저출산/고령화대책’, ‘정치개혁’, ‘농산어촌’, ‘행정’, ‘인권/성평등’, ‘외교/통일/국방‘,
‘보건복지’, ‘반려동물’, ‘문화/예술/체육언론’, ‘일자리’, ‘육아/교육’, ‘교통/건축/국토’, ‘미
래’, ‘안전/환경’ ‘경제민주화’, ‘기타’이다. 이와 같은 범주 중에 대표적으로 ‘성장동력’,
‘저출산/고령화대책’, ‘정치개혁’, ‘경제민주화’ 등은 그 개념과 포함 범위가 불명확하며,
배타적인 사회문제의 분야이기보다 청와대의 정책적 비전을 범주화한 사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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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피해의 구제 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2018.10.12. 답변) 아

내가 남편이 억울하게 강제추행으로 구속되었다면서 이를 널리 알려달라

는 것이 청원의 주된 요지였다. 이처럼 위의 두 유형에 해당하는 청원에

서는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로부터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가능한

한 많은 인원에게 해당 의견 혹은 사실을 알리고 이슈화하는 것이 청원

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의견·감정표출’ 그리고 ‘호소·하소연’형에

해당하는 청원은 정부와 여타 시민 모두를 기대 청취자로 상정한다.

이와 달리 후자의 ‘조사 및 처벌요구’, ‘제도개선요구’, ‘기타’ 유형에서

는 모두 기대 청취자를 청와대(정부)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소한 답변 이

상의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 요구를 담고 있었

던 앞의 유형들과 달리 쌍방향적 소통을 가정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요구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후자의 유형으로 분류되는 청원의 경우 국민

들이 단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에 만족하지 않고 최

소한 서비스 공급자인 정부에게 진상이 규명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혹은

제도가 개선되는 것과 같이 구체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이다.

‘조사/처벌요구’ 유형은 청원의 동기가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의혹이나 불만에서 시작되어, 특정 대상이나 사건에 대한 (재)수사 혹은

처벌을 요청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이때 처벌의 종류에는 양형부과

를 통한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파면, 해임, 자격박탈, 징계, 허가취소와

같은 공적 제재와 신상공개 등의 사회적 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사적 제재가 모두 포함된다. 예컨대 한국의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

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청원(2018.09.27. 답변)의 경우와

같이 요구가 복합적인 경우10), 제목과 본문에서 수사 요구를 언급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기에 ‘조사·처벌요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유형은

10) 청원인의 요구사항은 웹하드 불법행위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 수사단 구성과 관
련 법안 신설, 그리고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과 웹하드 산업 구조 자체에 대한 국가
적 차원의 대책 마련의 총 네 가지였다. 이러한 요구들은 개별적으로는 각각 ‘조사/처
벌요구’, ‘제도개선요구’ 유형에 해당할 것이지만, 해당 청원에서 특히나 강조된 점은
대대적 수사의 필요성이기에 ‘조사/처벌요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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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건을 충족할 시에 기대되는 대응이 해당 청원 건에 한해서만 적용

되며, 대응의 수준 역시 제도적 차원에서의 변경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의 ‘제도개선’ 유형과 확연히 구분된다.

‘제도개선요구’는 말 그대로 기존 제도의 수정이나 폐지 혹은 신규 제

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유형으로, 정부의 대응이 해당 청원에만 한정되는

일회적 대응이나 조치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동일한 변화가 적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청원인이 기대하는 구체적 변화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을지라도, 기대되는 대응방식이 제도적 성격의 개선을 수반

할 때에는 이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약 25만 명이 서명

한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 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청원(2018.11.03 답변)의 경우, 청원인이 현행 제도가 피해자

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일정한 공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에 ‘제도개선요구’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기타’ 유형의 청원은 ‘조사·

처벌요구’ 유형과 마찬가지로 직접적 행동을 요구하는 유형이지만, 그 요

구의 내용이 조사와 처벌이 아닌 나머지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각 청원 유형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내용 기대 청취자 방향성 기대 대응 수준

의견·감정표출 정부 또는

타 시민
일방 상대방의 청취

호소·하소연

조사·처벌요구

정부 쌍방
일회성 대응

기타

제도개선요구 지속적 대응

[표 4] 청원 유형의 분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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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청원분석

제 1 절 청원의 유형과 주제에 따른 분류 결과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따라 20217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2월 23일

까지 청와대의 공식답변을 받은 청원 총 207건11)을 분류한 결과는 아래

의 [표 5]와 같다.12)

청원주제 청원유형

인권·평등

노동

보건·복지

동물·환경

교통·안전

교육·육아

경제

정치

사법·범죄

방송·통신

기타

49개 (23.67%)

4개 ( 1.93%)

10개 ( 4.83%)

10개 ( 4.83%)

22개 (10.63%)

10개 ( 4.83%)

8개 ( 3.86%)

24개 (11.59%)

45개 (21.74%)

9개 ( 4.35%)

16개 ( 7.73%)

의견·감정표출

호소·하소연

조사·처벌요구

제도개선요구

기타

38개 (18.36%)

15개 ( 7.25%)

92개 (44.44%)

51개 (24.64%)

11개 ( 5.31%)

합계 207개 (100%) 합계 207개 (100%)

[표 5] 주제와 유형에 따른 청원의 분류 결과

11) 답변번호의 개수와 답변을 받은 청원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청와대가 국민청원
시행 초기 두 건의 청원(답변번호 6,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
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
어주는 범죄자 낙인!”)사례에 유일하게 동일한 답변번호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경우에 청와대는 동일한 사안을 다룬 복수의 청원에 동일한 답
변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서로 다른 답변번호를 부여하였다.

12) 분류의 대상이 된 청원들의 전체 목록과 구체적인 분류 결과는 마지막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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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청원들은 대체로 그 주제가 소수의 몇몇

분야에 매우 편중되어 있었다. 11개의 범주 중에서 ‘인권·평등’(23.67%)

과 ‘사법·범죄’(21.74%)에 해당하는 청원이 전체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

지했다. ‘인권·평등’의 카테고리에는 주로 사회적 기본권과 젠더 이슈 등

을 다룬 청원들이 포함되었으며, 해당 주제는 국민청원 운영 초기부터

꾸준히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평가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한편 ‘사법·범죄’ 범주로 분류되는 청원들은 사법부나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거나, 특정 범죄에 대한 형량의 수정을 요구하는 내

용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세 번째로 인기있는 주제인 ‘정치’ 카테고리에

서도 정치인 및 정치집단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다. 전체

적으로 볼 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인기있는 청원의 상당수는 한국 사회

의 정치권과 언론 등 각종 기득권 집단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공정사

회의 확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식 답변을 받은 청원의 유형은 ‘조사·처벌요

구’(44.44%), ‘제도개선요구’(24.64%), ‘의견·감정표출’(18.36%), ‘호소·하소

연’(7.25%), ‘기타’(5.31%)순으로 많았다. 공식답변을 받은 청원 전체에서

가장 빈번하게 관찰된 두 가지 유형은 일정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조사·처벌요구’ (92개, 44.44%)와 ‘제도개선요구’ (51개, 24.64%) 유형이

었다. 이렇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청원 중 ‘제도

개선요구’ 유형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 정도로 많지 않다

는 사실은 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청원 중 청와대의 답변만으로 직접 해

결될 수 있는 사안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의견·감정

표출’과 ‘호소·하소연’유형과 같이 일정한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청원

도 전체 청원의 약 2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유형에 따른

청원의 특징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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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청원의 유형과 정치적 효과

다음으로는 청원을 유형별로 나누어서 청원인의 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과 후속조치를 살펴봄으로써 청원이 야기한 사회․정치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단해볼 것이다. 이때 청원의 효과가 주제가 아닌

유형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 판단한 까닭은 운영주체인 청와대의 역할이

청원의 주제보다는 기대 청취자와 기대 대응 수준에 따라 분류된 청원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1. 호소·하소연 유형 및 감정·의견표출 유형

이 두 유형의 청원은 공통적으로 청원인의 의견에 정부 혹은 타 시민

이 일방적으로 청취할 것을 기대하는 유형으로, 사실상 청와대의 답변에

특정한 대응책이 포함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두 유형으로 분류된 청원

들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의 [표 6, 7]과 같다.

호소·하소연 유형의 청원은 대개 제목에서 드러나듯 개인적으로 억울

하거나 아쉬운 사연을 담고 있었는데, 청원인들은 청와대에 직접적인 피

해의 구제를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소망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받

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청원을 접

수하는 목적이 청와대의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많

은 서명을 얻고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켜서 국회 등으로부터 간접적인 도

움을 받는 데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의 발언이 이를 직접적으

번
호

청원제목 주요내용

5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개인의 억울함
혹은 소망의
피력

80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131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86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표 6] 호소·하소연 유형의 대표사례 및 주요내용



- 25 -

로 보여준다.

“이렇게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 시

간이 갈수록 언론의 관심, 국민들의 관심, 국회의원님들의 관심, 국가의

관심이 줄어드는 현실을 느끼고 있는 피해부모님들은 하루하루가 지옥같

은 날입니다. ... 그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 일부-

한편 다음의 [표 7]에는 감정·의견표출 유형의 청원의 대표사례가 나

타나있다.

번
호

청원제목 주요내용

70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입법부에 대한
반감 표출

71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158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101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문재인
행정부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153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150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151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52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23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18 경제민주화

118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117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표 7] 감정·의견표출 유형의 대표사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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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의견표출 유형의 청원에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양가적 감정과 상이

한 신뢰의 정도가 대립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국

회의원 연봉 인상 반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건의 청원과 같이 입법부와

그 구성원에 대한 청원들이 일관적으로 적대감과 불신을 보여주는 반면

에,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촉구와 탄

핵 반대 청원이 각기 두 차례 씩이나 경쟁적으로 접수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지지와 반대가 결집해 대립했다는 것이다. 이때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지지의 표현은 청원이 일

반적으로 생각되는 것과 같이 ‘항의의 정치(politics of protest)’만이 이루

어지는 공간(대표적으로 청원에 서명하는 것을 비판적 시민의 저항적 행

동주의에 따른 참여행위로 본 Norris 2002:194-195)은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경제민주화, 정부개헌안, 공수처 설치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청원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인터넷 청원 공간은 정파적인 입장들이 청와대에 대한 항의 대 지지

(advocate)의 형태로 나뉘어 대결하는 일종의 정쟁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감정․의견표출유형의 청원 중에는 ‘중국 기업의 한

전사업참여 반대’ 청원이나 ‘퀴어행사 반대’ 청원에서 보듯 외집단이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가 소위 결집된 ‘다수’의 의견이 되어 공

개적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호소·하소연 유형 및 감정·의견표출 유형의 청원은 그 정

의상 청원인이 자신의 의견을 공공의 공간에 피력하는 데에서 청원의 목

78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140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183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38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외집단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 표현

156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191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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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 상당부분 달성되기 때문에 청와대의 답변은 큰 의미가 없으며, 다

루고 있는 내용들이 사법부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입법부에 대한

불신과 같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해 청와대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의

사안이기에 청와대가 답변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거나 단독으

로 조치를 취할 여지가 적었다.

그런데 이때 이 두 유형의 청원과 같이 특정 이슈에 대한 청원인의 의

견과 감정을 표출하고, 개인적 사연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기 위한 플

랫폼으로 특별히 국민청원 게시판이 선택된 데에는 청와대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적용하여 매우 광범위한 사안들에 대해 청원을 접수받고 있다

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2019년 3월에 한 차례 시스템을 개

편하기 전까지는 청원 게시판에 어떠한 접수 기준도 명시적으로 제시하

지 않았으며, 개편 후에도 ‘삭제 혹은 숨김처리 될 수 있는 청원’과 ‘답변

이 어려운 청원’을 단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접수가능한 청원의 범위를

최대화하고 있다. ‘답변이 어려운 청원’이라는 자체적 기준은 청원의 접

수범위를 설정하지 않고, 우선 청원을 접수받은 이후 해당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실질적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제

시하는 근거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원의 내용이 입법부나 사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고

유권한과 관련된 경우에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

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재판 결과와 관련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답변

번호 80)’ ‘국회와 협력하여 20대 국회 임기 내에 해당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답변번호 131)’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

대가 국회의원의 월급 반납 혹은 삭감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답변

번호 158)’는 식의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나아가 청와대는 김상조 공

정거래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홍보한 것(답변번

호 18)처럼 이러한 유형의 청원에 답변하는 과정을 정부의 정책을 적극

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거나, 국민청원에서 나타난 여론에 기대

어 타 권력기관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다. 청와대가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이 이러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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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권력의 감시자 및 입법자

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

대하여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여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제도화하려고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껏 논의 테이블에조

차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도 소

환할 수 있는데 유독 국회의원에 대해서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일을 하

지 않아도, 어떤 중대한 상황이 벌어져도 주권자인 국민은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국민들이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정의롭지 않은 구태정치”라고 청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청원

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바꾸어내자는 국민의 열망이며 보다 적극

적인 주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합니다. (...) 그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답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원 답변 중 일부-

이처럼 청와대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자 국회는 관련 법

안을 추가로 발의하는 형태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을 제도화하는 세 개의 법안이 계류중이었는데, 관

련 청원에 대한 답변(2019.06.12.)이 이루어진 직후 두 개의 관련 법안

(2019.06.20., 2019.06.26.)이 추가로 제안된 것이다.

2. 조사·처벌요구 유형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청와대에 다양한 대상에 대

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처벌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청

원에 대한 대응으로 청와대가 답변과 함께 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 용이한 유형

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조사·처벌요구 유형 청원의 대표사례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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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지목한 대상과 함께 나타낸 것이 [표 8]이다.

번
호

청원제목 대상

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사법부
110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167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185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189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67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검찰·경찰

83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84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
122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135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32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입법부
98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123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99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100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16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언론
35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44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113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14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종교집단

66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죄자 개인

86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표 8] 조사·처벌요구 유형 청원의 대표사례 및 주요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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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청원인이 원하는 조사 혹은 처벌의 방식과 대상이 상당히

다양함을 보여준다. 먼저 입법부, 사법부, 검찰·경찰과 같이 정부권력기

관이나 언론과 같은 사회특권층을 대상으로 할 때 청원인이 청와대에 요

구한 처벌의 방식은 위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처벌보다는 해산, 파면 등

의 정치적 처벌과 폐쇄,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라는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경찰이 특정 범죄집단으로부터 뇌물을 받는지 조사

하라거나(83), 특정 국회의원이나 검찰청장에 관한 의혹에 대해 조사하라

(123, 135)는 청원과 같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조사의 성격이 처벌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청원인들은 왜 정부권력기관과 언론, 종교집단을

조사・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일까?

이들을 조사・처벌의 대상으로 지목하는 청원 상당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동기는 각종 권력기관과 사회제도에 대한 분노와 불신이었다.

‘대한민국 시민들을 우롱하고 속인(답변번호 149)’, ‘국격을 무너뜨리는,

사회악(답변번호 16)’, ‘국민들의 분노(답변번호 167)’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 자괴감(답변번호 114)’등의 언급은 시민들이 사법부, 검・경찰과 특

정 언론, 그리고 종교집단 등에 대해 가지는 불만과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을 보여준다. 정부기관과 언론이 사회적 문제의 고발처가 아니라 우

선적 고발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은 오늘날의 한국 사회가 시민들이 열

망하는 공정한 사회의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는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기득권 세력이

오히려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에는 이렇

듯 공권력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청원인들로 하여금 국민청원을 통해 해

당 문제를 고발하여 여론을 환기시키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인식을 가지

게 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28살 청년 김**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도

104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146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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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주셨으면 합니다. (...) 여기까지가, 2018년 대한민국 경찰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현재 경찰에서는 가장 중요한 증거인 CCTV열람신청을 하였으

나 정당화 된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비공개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으로 어두운 유흥계와 공권력의 탄압을 이겨내려면 언론과 여론의 힘

이 필요합니다.”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청원 중 일부-

한편, 공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은 종종 청원

인과 정파적 입장을 달리하는 대상에게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동

기에서 접수되기도 했다. 거대양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원(99,

100), 윤석열 검찰총장(122, 135)이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123)를 지목한 청원과 같이 주로 입법부와 검찰, 특히 문재인 정부와 대

립각을 세우는 대상에 대한 조사 또는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다수 포

함되었다. 정파적 대립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여야가 공수처 설치

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극심하게 충돌했던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요구하는 청원이 경

쟁적으로 접수되어 각각 34만 명과 183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이다.

청원인들은 해당 정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이유로 각각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수

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여 국회에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

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했다’,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면서 걸핏하면 장외투쟁을 하고, 정부의 입법에 대해 발목을 잡는다’는

명목을 들었다. 공수처 설치를 두고 벌어진 현실정치에서의 대립이, 온라

인 공간에서 각 정당 지지층이 경쟁적으로 결집하면서 실시간으로 반영

된 사례였다.

민간인 범죄자 혹은 범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처벌요구 청원들은

주로 기존에 해당 대상에게 부과된 양형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

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다음의 텔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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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n번방 사건에 대한 청원과 같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공개를

통한 사회적 처벌, 즉 사적 제재를 꾀하기도 했다. 이는 청원인들이 해당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적 처벌이 그들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겨질만

큼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이었다. 사회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요구는 성범죄에 대한 낮

은 양형기준이라는 기존 제도의 미흡함과 이제까지 축적된 제도권에 대

한 불신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입니다. (...) 그러

나 그들은 처벌받지 않겠지요. (...) 소름이 끼치지만 저희에겐 방법이 없

습니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으실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주십

시오. (...) 어디에 살고 어느 직장에 다니며 나이 몇살의 어떻게 생긴 누

가, 그 n번방에 참여하였는지, 그 26만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 일부-

전체적으로 조사처벌유형의 청원을 접수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은 특정 대상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공개적으로 고발함으로서 자신의

불만을 표출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청와대가 직접 일정한 조치를 취

하게 하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원을 통해 조성된 여론이 특정

대상에게 사회적, 정치적 처벌이 가해지게끔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원이 겨냥한 대상이 타 정부권력기관 및 구성원, 그리고 언

론인 경우에는 조사 혹은 처벌이라는 요구의 내용보다도 청원인이 지목

하는 대상의 성격으로 인해 청와대의 대응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빈번

했다.13) 이는 주로 사법부나 입법부와 같은 타 권력기관이나 이미 재판

이 진행중인 개인 범죄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삼권

분립 원칙에 의거해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의 사안이기 때문이

다. 언론이나 종교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개입이 제한

13) 대통령 비서실에서 작성한 「2019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조
사・처벌요구 유형으로 분류된 청원 중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 등을 이유로
‘조치불가’ 판단을 내린 청원은 47건 중 21건(2019.10.20. 기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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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영역이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와대도 정확히 인지하고, 조치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다.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사를 폐간하거나 이런 건 매우 제한적이고 사실 거

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단 언론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는 매우 중요

한 권리입니다. (...) 개별 언론사가 어떤 기사를 쓰고 어떤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언론 자유의 영역입니다. 당연히 정부가 개입하는 건 부적절

하고요.”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청원 답변 중 일부’-

다만 청와대는 삼권분립의 원칙, 언론의 자유와 같이 헌법에서 수호하

는 원리에 따라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수권

자인 국민의 비판은 가능하기 때문에 청원 게시판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

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관도 수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표

현의 자유가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감시와 비판의 성역은 없습니다.

수권자인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이 아니라면 국민의 비판은 새겨듣는 것이 사법부 뿐 아니라

행정부, 입법부 모두의 책무입니다. 청원을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든 국가권력 기관들이 그 뜻을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답변 중 일부-

이렇게 청와대를 제외한 각종 정부기관에 대한 고발성 청원들은 청와

대의 직접 답변을 얻지 못해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국민의 소리’이라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또한 청와대에 의한 직접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다수의 여론’이 형성

되면 사회・정치적인 처벌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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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 청원인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된 사례로는, 각종 성범죄

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지적받던 판사가 또다시 ‘n번방 사건’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 사건의 담당판사로 지정되자 이에 반대해 자격을 박

탈해 달라던 청원(167)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법원의 사건배당 및 현직

법관의 인사 등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국민청원 게시판과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강도 높은 비난이 이어지자 해

당 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법원이 관련 사건

을 다른 판사에게 배당해 재판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여론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판사가 자신이 맡았던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었는데, 이 사례는 국민청원을 통한 사회적 압력이 상당히 효과

적임을 보여준다14). 해당 사안은 청원의 주제가 성범죄에 관한 것인 만

큼 일견 젊은 여성을 주축으로 하는 시민 대 사법부의 구도를 형성하였

지만, 정치적 효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여론이 행정부를 통해 사법부의

행보에 영향을 미친 사례로도 이해할 수 있다.

3. 제도개선요구 유형과 그 후속조치

제도개선요구 유형에서 청원인은 정부의 대응이 해당 청원에만 한정되

는 일회성의 조치를 넘어, 사회 전반에 동일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본다. 이는 청원인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정부부처에

의한 정책 수립이나 관련 법안의 제정 등 입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유형은 청와대가 단독으로 빠른 시일 내에 효

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정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유형일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다음의 [표 9]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대표사례와 주요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14) 중앙일보. “[단독] 조국 판사의 76배···'n번방' 판사 오덕식 트위터 난타”.
https://news.joins.com/article/23743715 (검색일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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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들이 주로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들을 반복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의

감정·의견표출 유형과 조사·처벌요구 유형에서 당파성에 따라 참여자들

번
호

청원제목 주요내용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소년법 개정
요구

64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3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

의무감경조항
삭제 요구

57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15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교통사고 및
아동학대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요구

92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109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32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164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성평등 제도
수립 요구

9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129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

136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106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 요구

111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115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표 9]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의 대표사례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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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해가 뚜렷이 이분화된 것과 구별된다. 특히 제도개선요구 유형에는

소년법과 형법의 개정, 낙태죄 폐지 등 국민청원 시행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청원들도 다수 포함되어있다. 비슷한 요구를 담은 청원들이 이후

에도 국민청원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심각성

과 시급성, 그리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의 요구사항과 대응방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

는 사례가 정부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청원(답변번호 92번)이다. 대개 제

도개선유형에서 청원인은 특정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제도

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체감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나 개선 내용

을 직접 제안한다. 이 사례에서 청원인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

비스를 이용하던 중, CCTV를 통해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된 자신

의 아이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청원에서 해당 돌보미에

대한 처벌과 정부차원의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수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 서

비스입니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본 저로서는 아기의 안

전을 보장해주기에는 너무 부실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

육 강화

-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으로 노

력으론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꼭 도와주셔야 합니다.”

청원인은 제도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와대가 제공한 플랫

폼을 통하여, 청와대뿐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 모두를 상대로 적

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대개 다음과 같이 관련 정부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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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행제도나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청원을

계기로 추가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는 형태를 취했다.

“지난 3월말 발생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 (...) 이후 여성가족

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점

검하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들과 전문가, 아이돌보미, 현장관계

자 등과 열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세 차례의 전문가 TF

회의를 통해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눈으로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

스를 위한 개선대책’은 그 결과 마련된 것으로, 대책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에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가 되도록

대책의 이행 및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도개선요구 유형은 사실 청와대의 답변 자체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

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답변보다도 답변 이후에 제도적 수준의 해결

을 위한 조치가 뒤따랐는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제도개선

요구 유형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 이후 이루어진 조치를 아래의 [표

10]과 같이 살펴보면, 답변 이후의 조치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회적

조치와 지속성이 있는 조치로 나뉘었다.

1. 일회적 대응조치
조치내용 사례(답변번호)

실태조사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 인권교육 실태조사(9),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실태점검(92), 체육교습업의

범위와 운영형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109)

협의체 구성, 관계부처

회의, 간담회 개최 등

인권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9),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 구성(25), 전체 무고사건 및

성폭력 무고 사건 현황 및 관계 분석(40), TF

출범(94), 체육시설법 개정TF 구성(109), 동물복지

종합계획수립TF 구성(111, 115)

[표 10]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에 대한 후속조치의 성격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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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추진

초중고 인권교육 현황 및 인권의식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9), 양욱비 이행지원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22), 변형카메라 등록제 관련 공동 연구

추진(28),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관련 성폭력 무고 사건 통계 정형화 추진(39,

40), 심신미약 판단사유 구체화 등을 위한

연구(대검찰청, 57)

시범사업 실시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시범사업(5), 블록체인

시범사업 실시, 규제샌드박스 적용(7), 보육지원체계

개선안 세부방안 구체화 위한 시범사업 실시(49)
2. 지속적인 대응조치

조치내용 사례(답변번호)

관련 정부부처 내 조치

의료인 인건비 신규지원(5),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5), 관련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교원 교육

강화(9), 지원금액 인상(22), 건강보험수가개선(5),

보육지원체계 개편(보건복지부, 49), 제도 미이행

사업자 시정요청(112), 일본 활어차 해수에 대한

방사능 특별검사 실시(120), 경찰청장이 관련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

지시(120), 채용성차별로 인한 부당탈락자 전원

구제(129)

관련 정부대책 발표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이행 강화방안

마련(여성가족부, 22),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발표(행정안전부 외 6개부처,

131, 132),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발표(여성가족부, 92)

행정명령 등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국무총리령으로 제정(5)
입법 추진(행정부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106, 111, 115)

입법 추진

(국회의원 발의)

형법개정(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3), 전안법 개정(6-1,2), 도로교통법 개정(1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5), 특정 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8),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29),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42),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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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치내용은 「2019 국정감사 요구자료」(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2019)를 참고함

청와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실태조사, 관련 협의체 구성, 시범사업 실

시와 같은 행정부의 단독대응은 문제에 대한 제도적 해결로 이어지지 않

고 일회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청원인의 요구사항을 가장 확실

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꾀하는 것이다.

청와대도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는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다음과 같이 국회와의 협력의지를 내보이거나, 국회의 입법

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와도 잘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청원 답변 중 일부-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 콘텐츠에 대

한 규제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희망합니다.”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답변 중 일부-

4. 조사처벌요구 유형과 제도개선 요구 유형 간 대비

조사·처벌요구와 제도개선요구의 두 가지 청원유형은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정도가 가장 대비되는 유형일 것으로 판단된다. 앞

의 유형이 청원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청와대가 단독으로 일회성 조치를

개정법률안(49),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56,

폐기), 소방공무원법 전면개정안(91), 포항지진관련

특별법(94), 체육교습업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10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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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기 용이한 반면에 후자의 청원유형이 요구하는 제도적 수준의 개선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입법부와 논의하고 협조를 구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의 짐작대로라면 두 유형 중 어떤

유형의 청원이 더 많이 접수되고 많은 서명을 동원해냈는가에 따라 국민

청원 게시판이 수행한 기능, 즉 청와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정

도는 달라진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청원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조사·처벌요

구유형의 청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4.44%(92건)으로 24.64%(51건)인 제

도개선요구 유형에 비해 컸다. 그런데 이처럼 답변을 받은 청원들을 시

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추이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관찰된다.

조사·처벌요구 유형과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누적청원 건수 변화추이를

나타낸 [그림 4]에서 나타나듯,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초기에는 공식답변

을 받은 청원들 중에는 조사·처벌요구 유형에 비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이 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이 제

도개선요구 유형의 수를 능가했다.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이 제도개

선요구 유형 청원의 수를 따라잡은 시점은 2018년 11월 09일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청원이 접수된 때이다. 이후에

도 이 격차는 계속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청원들의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에 비해 조사·처벌을 바라는 청

원은 꾸준히 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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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조사·처벌요구 유형과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누적청원 건수 변화추이

그렇다면 이렇듯 국민청원 게시판 운영 초기에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이 더 많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

원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의 규모를 능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이러한 변화가 청원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학습효과로 인해 나타

났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사․처벌요구 유형에서 청원의 목

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다고 느낀 시민들이 점차 조사처벌요구 유형으

로 분류되는 청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한 반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

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시민들의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자 점

차 해당 유형의 요구가 접수되는 빈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런데 앞서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의 대표사례를 소개하면서 해당 유형

에서 청원이 실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거나, 관련 논의를 공론화시킨

유의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이 인식하는 특정 유형의 청원에 대한 효과성은 실제 효과성과 상이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와대의 적극적 대응이 특정 유형

의 청원에 대한 효과성을 제고하였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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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본 논문에서는 시민들이 조사·처벌요구 유형

청원이 제도개선요구 유형보다 더욱 효과적이었다고 느낀 까닭으로 두

가지 요인을 꼽을 것이다. 하나는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이 가지는

상대적 유리함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

이 효과적이기 어려운 특징에 관한 것이다.

먼저,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경우 해당 사안이 국민청원을 통해 공론

화 되는 경우 사적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청와대에 의한 직접제재의

방식 외에도 청원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청와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답변을 위한 답변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청원인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특징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사처벌요구 유형과 제도개선요구 유형은 청와대의 역할에 대한 기대수

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제도의 개선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동일한 수준

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대응을 하는 경우보다 훨씬 오

랜 시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특정 주제의 민감성이 제도의 개선을 어렵

게 만드는 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이 조사처벌요구 유형보다 많이 접수

조치내용 청원 답변번호
조사단 구성 11, 21, 76, 106, 139
관련기구 신설 11

직접제재 등의 조치 31, 108, 133
관계 기관에 권고 20, 76, 86
대책마련 약속/ 대책

발표
31, 56, 106, 107, 125, 130, 134, 135

답변 이전 이미

담당기관에서 필요

조치가 취해진 사안

19, 20, 32, 50, 58, 59, 60, 67, 68, 84, 85, 93, 105,

119, 121, 122

조치불가
삼권분립 원칙 위배 (8, 14, 34, 65, 66, 81, 82, 90,

98, 102,104, 110), 기타(12, 16, 17, 30)

[표 11] 조사·처벌요구 유형 청원에 대한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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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던 국민청원 운영 초기에는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들의 주제가 ‘사

법·범죄’, ‘인권·평등’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조사처벌요구

유형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수를 능가한 이후에 이들 주제가 제도개선

요구 청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폭 감소하고, ‘안전’, ‘교육·보건’ 등 생

활과 밀접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림 5] 전환시점(2018.11.09.) 기준

제도개선요구 유형 청원의 주제별 비중

여기에 더해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에 대한 대응이 실제 효과를 거

두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조사·처벌요구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청원의 효과성을 시민들이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12]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에서 다루는 사안이

법제화된 경우, 법제화되기까지 소요된 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청원

이 관련 논의를 최초로 공론화하여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제안과 가결을

이끌어낸 경우와 청원이 기존에 오랜 기간 계류되던 법안의 통과를 촉진

한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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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을 계기로 관련 법안이 제안되고 가결된 사례
청원내용[답변번

호]

(청원시작일)

관련 법안
최초 제안안

(제안일)

국회 본회의

가결안(가결일)

소요

기간

가상자산사업자

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7]

(2017.12.2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안

(2018.03.21.)

정무위원장

발의안

(2020.03.05.)

2년

3개월

양육비대지급제

개선[22]

(2018.4.2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안

(2019.2.22)

여성가족위원장

발의안

(2020.05.20.)

2년

1개월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92]

(2019.04.2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안

(2019.09.18.)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안

(2020.03.05.)

11개

월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 제정[94]

(2019.03.2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안

(2019.04.01)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

장 발의안

(2019.12.27)

9개월

2. 청원이 기존 계류안의 통과를 촉진한 사례
청원내용[답변번

호]

(청원시작일)

관련 법안
최초 제안안

(제안일)

국회 본회의

가결안(가결일)

소요

기간

심신미약자

감경규정 변경[3]

(2017.11.0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태규 의원

대표발의안

(2017.01.05.)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안

(2018.11.29)

1년

10개

월
전안법

전면개정[6-1,

6-2]

(2017.11.2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2017.09.04)

이훈 의원

대표발의안

(2017.12.29.)

3개월

[표 12]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에서 다룬 사안이

법제화되기까지 소요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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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에서 다룬 사안이 법제화되기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민식이법’과 같이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한다면 청원을 통해 공론화된 이

슈가 제도적 개선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 또한 이때 통과된 법안의 내용들은 주로 안전, 아동과 동물, 소

방공무원이나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lifestyle politics, Bennett 1998)에 관한 것이었다. 이

처럼 인터넷을 통해 개인적인 이슈, ‘생활 주변의 모든 일’이 대화와 논

의의 소재가 되는 생활정치적 속성(강원택 2007:60-62)은 대체로 정파적

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아 국방, 대북정책, 이념 등과 달

보육교사

노동환경 및

지원체계개선[49]

(2018.09.1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안

(2017.01.26.)

보건복지위원장

발의안

(2019.04.05.)

2년

3개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91]

(2019.04.05)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안

(2016.07.21.)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안

(2019.11.19.)

3년

4개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강화[109]

(2019.05.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안

(2016.08.01.)

행정안전위원장

발의안

(2020.04.29)

3년

5개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106,

111, 115]

(2019.7.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안

(2018.12.26)

농림축산식품해

양수산위원장

발의안

(2020.01.09.)

1년

7개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시

운전차 처벌

강화 [131]

(2019.11.1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식이법’)*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안

(2019.10.11)

법제사법위원장

발의안

(2019.12.10)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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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선거에서 현저한 쟁점이슈(salient issue)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거전이 아닌 청원공간에서 이와 같은 생활이슈가 순식간

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이 영역이 시민들이 느끼는 필요

성에 비해 이제까지 제도정치권의 관심이 상당히 미흡했던 영역임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로 청원의 접수동기와 청원으로 야기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의견·감정표출형 청원은 주로 정치적 동기나 기득권에 대한 반감에 기초

하고 있는 청원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호소·하소연 유형과 조사·처벌요구

유형은 청와대의 답변보다도 청원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원하는 바를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접수되었다. 정부 차원의 실제적 대응을 요구

하는 청원은 제도개선요구 유형 정도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부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은 감소

하고 있는 반면, 청원의 대상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라는 사적제재를 가

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접수된 조사·처벌요구유형에 대한 청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비록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은 점점 감소하기는 했

지만, 이 유형의 청원 일부는 답변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입법화되

면서 유의미한 진전을 보여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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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종합논의

: 국민청원과 청와대 정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러난 시민들의 감정과 고민은 대체적으로 공권력

을 비롯한 각종 기득권 세력에 대한 불만과 혐오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

었다. 사회문제의 해결주체가 되어야 하는 공권력이 시민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시민들의 고발 대상이 된 현실은 이제까지 시민들의 고충을 청취

하고자 하는 제도권의 노력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시민들은 청원 게시판에 거듭하여 공정하고 평등한, 그리고 안전한 사회

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특히, 꾸준히 제기되는 성범죄, 동물 학대, 영

유아 폭행 사건 관련 청원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적 안전망에 포함

되지 못하고 있는 약자가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청원

에서 고발된 모든 사회적 문제들이 제도적 해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육아, 안전, 교통과 같이 비교적 쉽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사안들

에 대해서는 종종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의 유의미한 제도적

개선이 뒤따르기도 했지만, 인권이나 평등,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관

련한 사안들이나 사법 이슈에 대해서는 청원에서 확인되는 사안의 심각

성에 비해 충분한 정책적 결과가 산출되지 못했다.

다만 국민청원이 연일 인기를 모은 결과, 시민들과 정치권 모두에게

국민청원에서 화제가 되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

에 자리잡히면서 운영자인 청와대와 사용자인 시민들 모두가 각자의 이

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개인적인 어려움을 호소하

고 사회적 문제를 고발함으로서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활

용하고 있었다. 국민청원에서 많은 사람들의 서명을 모으면 청와대의

답변 외에도 국민과 언론, 국회의원과 국가에게서 모두 관심을 가질 것

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가 어떠한 내용의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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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는지와는 무관하게, 많은 이의 서명이 모여 만들어낸 ‘화력’은 정치

권의 행동을 촉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초래했다. 국민청원에서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경

우, 성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담당판사가 스스로 재판부 변경

을 요구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그런데 본문에서 확인하였듯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

원에 비해 조사처벌요구 유형의 청원이 증가하고 있었던 것은 사용자들

이 점차 청와대의 답변이 단순한 반응(response)을 넘어 실직적인 대응

(reaction)으로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학습한 결과로 보인다. 초

기에는 제도개선요구 유형의 청원이 더 많이 접수되었지만, 갈수록 여론

을 통한 사적제재가 더욱 효과적임을 확인한 참여자들이 제도의 개선보

다는 조사 혹은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더욱 많이 접수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참여자들이 진정 신뢰하고, 기대하는 대상은 대

통령이 아닌 국민청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여론의 힘으로 보인다.

또한 사용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을 매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자신

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문재인 행

정부나 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지지와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청원과

같이 당파성을 띤 청원들은 참여자와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타 시민

들을 정치적으로 결집시켜 세를 보여주려는 목적에서 접수되고 있었다.

입법부와 사법부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과 혐오감을 드러낸

청원들은 주로 감정적인 동기에서 접수되어 따로 답변이 불필요한 경우

가 대다수였다.

이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이라는 인터넷 청원제는 참여가 용이하다는

점, 청원이 일정 규모에 도달하면 청와대가 어떻게든 답변할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사회적 관심에 대한 기대치가 모두 모여서 청원 참여에 대

한 사용자 경험 차원에서의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의 초대 디지털 소통

센터장 정혜승씨는 국민청원 게시판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국민청원의

“흥행”을 위해 사용자에게 정치적 효능감과 재미를 부여하는 데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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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고 밝혔다. 청원의 동의 기준 수치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어떻

게 하면 “게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활동으로 만들”기 위해

“효능감이라는 보상”을 부여하는 방식을 고안했다(정혜승 2020:

262-265)고 한다. 요약하면 청원참여자들은 쉽고 재밌게 자신의 감정과

정치적 견해를 손쉽게 표출할 수 있는 통로이자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국민청원 게시판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라는 운영주체에 주목할 때 국민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일환으로서 정치권에서 청와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에 기여하고 있었다. 이는 문재인 행정부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그림 6]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페이지 일부

먼저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식은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들에 대표성이 있는 여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

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청원이 답변을 받기 위한 요

건으로 한 달 이내 20만 명의 서명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인터넷 청원

제를 운영하는 해외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때, 20만 명의 서명이라는

기준은 낮다고 보기 어렵다. 문제는 청와대가 20만 명 이상의 의견을 곧

‘국민들 다수의 의견’, 즉 여론으로 해석하여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의 전체 인구의 규모와 비교할 때 20만 명은 말 그대로 ‘국

민 다수’가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치일뿐더러, 혹여 이를 일정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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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이상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에서 ‘다수(majority)’로 간주한다고 해도

청원 참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집단 전체를 적절히 대표하는 다

원성(plurality)을 갖춘 집단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선 분석에서 드러났듯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청원들이 특정 주제에 편중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청원 참여자들의 관심사는 몇몇 주제에 상당히 편중되는 양

상을 보였다.

또한 청원 참여자들은 일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국민 전체 집단과

차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국민청원 참여자의 연령대가 일반 국민의 연

령별 구성비와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아래의 [표 13]는 실제 유권자와

국민청원 참여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비교한 결과이다.

*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815)

**출처: 청와대 2019『데이터로 보는 국민청원』, p.7.

2017.8.19.~2019.10.20. 기준

청원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18세와 34세 사이의 젊은 청년층인 반면,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5%로 매우 적었다. 인터넷이라

는 매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터넷 청원공간에 청년층의 참여가 노년층

에 비해 훨씬 활발한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이렇

듯 인터넷 공간에서 관찰되는 의견은 특정 연령층의 의견이 과대대표된

15)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 및 성별 인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
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검색일 2020.07.03.)

연령 전체 인구* 연령
국민청원

참여자**
18～24세 9.16% 18～24세 29.3%
25～34세 13.29% 25～34세 26.1%
35～44세 15.53% 35～44세 20.4%
45～54세 16.84% 45～54세 12.5%
55～64세 15.11% 55～64세 6.7%
65세 이상 14.44% 65세 이상 5%

[표 13] 전체 인구와 국민청원 참여자의 연령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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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이기에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일반화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청원에 적극적인 참여자는 정치적 정향에 있어서도 일반 유

권자와 차이를 보인다. 청와대의 답변을 받기 위해서는 청원이 한 달이

라는 상당히 짧은 기간 안에 정해진 규모의 인원을 동원하는 데에 성공

해야 하는데, 이토록 단기간 내에 정치적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이념성향이 짙고 열성적인 유권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민청원은

문재인 행정부가 마련한 제도인만큼 현 정권에 우호적인 지지층이 그렇

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

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국민청원 참여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은 기존연구(이승원 외 2018)에서도 확인되었던 바 있다. 본문에서 언급

하였던 거대 양당에 대한 해산 청구 청원에의 서명 인원의 규모를 비교

해보더라도, 당시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한 인원이 183만 명이었던

데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해산을 요구한 인원은 34만 명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청원 게시판 내에서 여야 지지세력이 각기 결집되고 있기는 하

지만 기본적으로 여당에 우호적인 세력의 몸집이 비대칭적으로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국민청원 참여자들의 집단은 국민

전체를 적절히 대표하는 표본으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청와대는 특히 정파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있어서 국

민청원에 모인 의견을 곧 ‘국민 다수’의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청와대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집단의 의견에 기반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기

회를 획득하고, 정부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간접

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일상적인 정치과정에서 국회에 비해

청와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치적 해결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문제가 국회가 아닌 청와대를 거치도록 하고, 해당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와대의 일방적인 답변을 받으면서 정치과정에 소

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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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를 축소시켰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서명이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이고, 청와대가 통상 청원 종료일 한 달 이

내에 답변을 내놓고 있다. 청원인의 요구에 빠르게 반응하고자 하는 좋

은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내에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논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청원

이 시작되고 답변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대략 두 달 가량의 기간은 기본

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

다.16)

이에 비해 국회는 국민청원이 주도하는 정치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기본적인 작동원리는 협상과 흥정으로, 반

응속도에 있어서 청와대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민청원이

초래한 정치과정의 속도전에서 국회는 주로 적극적인 의제설정자

(agenda-setting)로 역할하기보다, 국민청원에서 화제가 된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은 이후에 해당 논의를 넘겨받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본문의 분석에서 확인했듯 청와대의 답변이 그 자체로 무언가

를 해결한 사례는 드물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대체로

반응(response)의 주체이지, 실질적인 대응(reaction)의 주체는 아니었다.

담당 행정부처나 국회, 혹은 여론 자체인 경우가 빈번했다. 개인적 원한

대상이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처벌 요구는 국민청원을 통해 해당 대상

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방식으로나마 청원인의 목적이 일부 달성

되었고,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는 청와대의 답변 이후 비공식적으로나마

16) 국민청원에서 청와대의 답변요건을 충족한 청원들 중 총 세 건의 청원이 허위사실
에 기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
들을 구해주세요’ 청원(답변번호 33번)의 내용은 청와대의 답변준비과정에서 실제 국
내에서 발생한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아니라 중국에서 제작 및 유포된 아동음란
물을 캡쳐해 게시한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습니다. ...’ 청원(답변번호 73)
은 청와대의 답변요건인 20만 명의 동의를 넘긴 후 한 방송보도를 통해 청원에서 소
개된 영상은 한국이 아닌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
로 파악되면서 청원내용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
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청원(답변번호 163번)은 경찰수사결과 가해 아
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달라 해당 청원의 내용이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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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각 부처와 입법부로 연계될 때 일부나마 해결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오랜 기간 국회에서 계류되던 사안이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많은

인원을 모으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재개된 사례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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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 청와대 국민청원이 바꾼 한국정치

인터넷 청원제를 운영하는 국가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한국은 유달리 인터넷 청원제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사

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청원제가 우리 사회에 미친 정치적

효과는 단순한 흥행 수준과는 별개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

기서는 이제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정

치적 효과와 그 의미를 한국 정치구조의 특징과 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

성 속에서 논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반응성과 책임성의 정치

국민청원이라는 인터넷 청원제가 운영됨에 따라 구현될 수 있는 민주

주의의 가치는 주로 책임성보다 반응성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운영주체인 청와대가 접수받은 청원에 대해 취해야할 조치는 그 형

식이나 내용과는 무관하게 답변요건을 충족하는 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에 대해 접수하는 청원의 요건

도, 답변의 형식과 내용이나 사후조치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청와대가 청원에 대한 사후조치로 정책적 성과를 산출해야 한다

는 제도적 제약에 구속되지 않고 청원제를 운영할 수 있는 까닭은 국민

청원의 시행과 운영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도 기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

다. 권력기관의 책임성이 사회적 문제를 성공적인 정책의 산출함으로써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Rieselbach 1977:8-10), 청와대가 국민청원의

운영을 통해 한국정치에서 책임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역할은 상당히 미

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볼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국민청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응성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 코헨(Cohen 1997)에 따르면,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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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제를 인지하는 단계나 의제설정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여론에 상징적인 반응(symbolic responsiveness)을 보이기 쉽다. 대통령

이 가장 쉽게 보일 수 있는 상징적 반응은 사람들의 걱정에 공감하는 행

위인데(Cohen 1997:26), 이처럼 여론에 상징적인 수준의 반응성을 보이

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의 중요한 정치적 입장이나 입지를 포기하지 않으

면서도 여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이렇듯 대통령이

여론에 상징적인 수준의 반응성을 보이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홍보활동

(public relations)으로 간주된다. 대통령도 자신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사

안에 대해서는 여론의 향방을 그대로 따라갈 수만은 없기 때문에, 상대

적으로 정치적 타격이 미미한 사안에 대하여 여론에 적극적으로 반응하

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도를 관리하는 것이다

(Blumenthal 1980; Cohen 1997:23-24).

체계적인 반응(systematic responsiveness)은 정책결정자의 선한 의도

가 아닌 적절한 제도적 배열(institutional arrangement)을 갖추었을 때

구현된다(Powell 2004). 따라서 정책결정자는 정권의 인기를 위해 잠재

적 반응성을 재고하려는 조작적 노력을 경계하고, 실제 반응하는 행위를

취하기보다도 언제라도 반응하고자 하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Pitkin 1967:233-234).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 모두가 특정 정

파의 지지율을 높이고 관리하기 위해 여론의 눈치만을 살피게 되면, 국

가의 비전을 설계하고 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소

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 여론을 도외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여론에만

의존하지도 않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터넷 청원제의 제도적 배열과 관련하여 미

국과 영국의 사례를 참고해 볼 만하다. 먼저 한국의 국민청원이 직접적

으로 참고한 사례라고 알려진 미국의 “We the People” 청원 사이트는

오바마 행정부의 “투명하고 열린 정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2011년 9

월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접수된 청

원이 30일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정부가 60일 내에 공식 답



- 56 -

변을 내놓고 있다(Hitlin 2016). 그러나 미국의 “We the People” 사이트

는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신고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계속 미루

는 모습을 보였다.17) 미국의 사례는 특정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으로 활

용된 인터넷 청원제는 행정부의 단독 운영만으로는 오랜 시간 안정적이

고 책임감 있게 운영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인터넷 청원제를 초기에 도입한 국가 중 하나인 영국은 2006년

블레어 총리의 임기말, 총리실의 주도로 “Downing Street E-petitions”

라는 이름의 인터넷 청원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영국의 행정부 운영형

인터넷 청원은 상당한 인기를 거두면서 후임 내각에도 이어져오다가, 포

퓰리즘이라는 비판과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적다는 비판을 수용하여,

2010년 총선 이후에 대대적인 개편을 거쳐서 의회와 총리실이 청원 위원

회를 두고 공동 운영하는 지금의 체제를 갖추었다(Wright 2015). 현재는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고, 10만 명

이상이 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토론 안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

다. 이러한 청원제 운영 방식은 청원의 정치과정을 정부의 답변 이후 단

계까지 확장시키는 동시에, 청원으로 공론화된 사회적 의제가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는 기회를 제도화한 모델이다. 한국도 국가 수준의 인터넷

청원이 효과적인 정책연계망을 갖춘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과 인지도와 파

급력이 큰 국민청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각각의 장점

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인터넷 청원을 단일화하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청와대 정부, 새로운 얼굴의 제왕적 대통령제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주요 행위자 간의 힘의 관계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먼저 국민청원은 정치적 소비자와 공급자가 매개되

17) The Guardians. “White House refuses to address petition calling on Trump to
release tax returns”.
theguardian.com/us-news/2018/feb/26/white-house-ducks-petition-calling-on-trump
-to-release-tax-returns (검색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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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민 간의 거

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특히 불통의 아이

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와 상당히 대비된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제안한 틀 안에서 국민이 희망사항을

요청하고, 그에 대해 다시 대통령이 응답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

서 관계의 수직적 성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국민청원이 누리는 인기는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특별히 커서라기보다, 제도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과 혐오를 표출할 별

다른 통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청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해보인다.

한편 한국의 정부형태를 고려하면, 대통령과 국회 간의 관계에서는 청

와대 국민청원이 기존의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더욱 심화시켰다는 평가

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국민청원제도를 운영한 결과, 한국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입법부인 국회보다는 청와대를 거쳐 공론화되는 사례가 보다

빈번해짐에 따라, 법안이 발의되기 이전의 의제설정 초기단계에서마저

의제설정자로서 입법부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축소되다. 행정부가

법안발의권과 같은 입법부의 일부 권한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의제설정

초기단계에서 다양한 사회적 이익들을 결집해내는 과정에까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부는 여론에 힘입어 입법부를 우

회하고 독자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반면,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기는 더욱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기간동안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모두 집권

당이 국회의 다수당이 되는 단점정부를 형성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욱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문우진 2013)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와대 국민청원의 운영은 한국의 정치구조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나아가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의 비대칭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대중호소전략의 운용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구세진(2007)의 주장은 겉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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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더십의 형태와 권력분배 양상을 구분하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오히려 한국 정치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한국에서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의 채택과 시행은 시대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을 지속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중호소전략으로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대통령 리더십의 외형을 예전 권위주의 시대의 위압적 통치자에서 현대

적인 국민과 소통하며, 친근하고 부드러운 이미지의 대통령으로 변모시

켰을 뿐, 여전히 대통령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근본

적인 속성은 약화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었던 키워드는 사회적 문제의

범주와 관련된 용어가 아닌 ‘대통령’이었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정혜

승 2020: 282에서 재인용)는 것도 이를 보여준다18). 국민청원은 사용자가

직접 대통령이라는 권위체를 먼저 요청하도록 하여 일상적 정치과정에

일반 국민을 포함시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대통령만이 온갖 문제를 ‘일

거에’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문제해결사’(강원택

2016:26-27)로서 부각되고 있다. 국민청원에서처럼 평범한 개개인과는 구

별되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대통령의 영웅적 면모가 강조될수록 시민들

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을 가장 중요한 권력(‘the powers of action

that matter the most’)으로 간주하게 되고,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의 운

영에 있어 정당이나 제도보다는 지도자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더욱 중

요해지는 정치의 사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s) 현상은 심화된다

(Miroff 1982:224-225).

이렇듯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한국 사회에

냉전시기를 통해 성장한 강력한 국가와 국가주의적 전통, 그리고 대통령

으로 체현되는 권위주의적 권력행사 방식(최장집 2008:115)이 현재까지

도 여전히 제도정치권의 기본적 인식으로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18) 정혜승(2020)은 그의 책에서 2018년 봄, 문재인 정부 출범 1주년에 맞추어 한국정보
화진흥원에 2017년 8월 19일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총 160,948건의 청원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주요 키워드 분석결과 1위는 대통령( 23,867
건)이었고, 그 다음에 아기(22,147건), 여성(14,613건), 처벌(12,938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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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러난 것과 같은,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잡다

단한 문제들 중에는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즉

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입법부나 사법

부 등의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에 기초하고 있는 처벌 요구나 각종 범죄

에 대한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문제들은 정부의 상의하달식 해결책보다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오랜 시간의 사회적 논의와 다양한 주체들

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따라서 이제는 청와대가 먼저 행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사안들에 대

한 청원은 접수받지 않거나, 혹은 관련부처에 이관하는 방안을, 특히 국

회와 적절히 역할을 분배하여 제도정치권이 국민청원제 운영에 따르는

성과와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

된다. 앞서 본문의 분석에서 드러났듯 국민청원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가 일회성의 조치를 넘어 제도적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 이미 의회

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와의 역할분담은 문재인

행정부에서 활성화된 인터넷 청원제를 제도화하고, 제도정치권의 반응성

을 제고하는 긍정적 기능을 최대화하면서, 낮은 책임성을 보완하는 방안

이 될 것이다.

3. 한국의 정치구조와 포퓰리즘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청원제를 운영하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평소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일원들이 가진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하나의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로 보인다. 다음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출범

하던 시기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 일부이다.

“저는 국민께서 주권자로서 평소에 정치를 구경만 하고 있다가 선거 때

한 표를 행사하는 간접민주주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

다. 그 결과 우리 정치가 낙오됐다, 낙후됐다고 국민은 생각하고 계신 거

죠. 그래서 정치가 잘 못할 때는 촛불집회처럼 직접 촛불을 들어서 정치

적 의사표시를 하고, 댓글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고, 정당의 권

리당원으로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정책을 직접 제안해 그것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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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게 하는 등 국민께서는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

연설(2017.8.20.) 중 -

그러나 선거라는 정해진 게임의 규칙에 의해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스

스로 대의민주주의를 ‘간접민주주의19)’로 칭하고 ‘낙후된’ 가치로 간주하

고, 직접민주주의 기제가 국민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보다 우월한 수

단이라 보는 인식은 다소 우려스럽다. 이제껏 문재인 정부는 여러 차례

정권의 기원을 “촛불시위” 또는 “촛불혁명”에서 찾고는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촛불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표출되었

던 것은 사실이지만, 촛불시위가 그 자체로 한국의 적법한 대통령을 배

출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촛불시위에서 정권의 기원을 찾는 시도는 문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에게 위임된 권력의 실제 기원을 부정하는 꼴이 되

어버린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촛

불시위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한 총 유효투표수의 약 41%에 달

하는 13,423,800명의 유권자이다.

이처럼 선거가 아닌 촛불시위를 통해 부여받은 권력으로 문재인 정권

을 정체화하는 시도를 비롯해, 앞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답변번호 101번)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드러났듯 국회로

대표되는 ‘불합리한 제도’인 대의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열망

을 담은 청와대와 직접민주주의를 대비시키는 구도는 행정부 권력을 또

다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입법부 권력과 민주적 정통성을 차별화시키려

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국회와 대

통령이 모두 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직접 주권을 위임받은 기관이라

는 이원적 정통성(dual democratic legitimacy)을 고려하면, 어떠한 민주

주의 원칙에 의거하더라도 두 정부기관 중 어느 한 곳이 진정 국민 전체

의 일반의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판명될 수는 없다(Linz 1994:7). 즉, 대

19) 간접민주주의라는 용어는 대의민주주의를 폄하하는 어조의 가치편향적 용어이다. 박
상훈(2018)에 따르면 간접민주주의는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법학자들이 정
당정치를 조롱하고 국민투표를 합리화하기 위해 즐겨 동원한 용어였다(박상훈
201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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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이 국회보다 더 민주적인 권력기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운영함으로써 대의제 기구를 우회

하여 정치 지도자와 국민을 직접 연결하고, 청와대를 국민(‘the people’)

의 뜻을 이행할 수 있는 주체로 상정하며 국민을 동원하는 시도가 지속

된다면, 국민청원은 문대통령에게 포퓰리즘 정치를 허용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청원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포퓰리즘이 나타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대중의 강

한 불신과 반감(Kaltwasser et al. 2017) 외에도, 외집단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20)가 국민의 목소리라는 이유만으로 적절히 여과되지 못하

고 공개적으로 세를 모으곤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국 사회에 정치권의 반응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에

서는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 사회에 포퓰리즘 정

치에 취약한 구조적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바람직하지

만은 않다. 이제는 국민청원 게시판이 제도권 정치와 광장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넘어, 이성적이고 심도있

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공론장이 될 수 있을 때 청원제는 비로소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이끌어내는 정치 본

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 퀴어행사 개최 반대 청원(답변번호 38번), 제주도 난민신청허가 폐지 청원(답변번호
42번),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답변번호 1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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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ue House e-petition system is a popular and symbolic policy

of President Moon Jae-In who has shown a strong willingness to

communicate with citizens. In this thesis, I aim to consider the Blue

House e-petition system as a part of President Moon's ‘going public’

strategy and analyze the political effects of this petition system. For

the literature review,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s of going public

strategy have been explored. Introducing the history of e-petition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s implementation around

the world, the rationales for considering an e-petition system as a

new form of going public and how it differs from the existing types

a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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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empirical analysis, a total of 207 petitions that received

an official response from the Blue House from September 2017 to

December 2020 are categorized by their subject and type of requests.

I also review the petitioners’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petition,

and whether or not the request is resolved, the subject of the

solution, and the role of the Blue House in this process.

Overall, nearly half of the petitions are concentrated on specific

subjects and types of the request such as ‘Human rights & Equality’,

‘Jurisdiction & Crime’, ‘requiring investigation or punishment’,

‘requi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petitioners’ distrust toward political powers, particularly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animosity toward the opposing

political party and partisans are expressed by requiring investigation

or punishment towards them. Responding to these petitions, the Blue

House tends to promote the policy of the current government or go

along with criticizing the legislative branch.

On the other hand, while petitions requir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etition system, petitions requiring for investigation or

punishment overwhelm the former over time, and its number is kept

increasing. These changes may reflect that the users have learned

that it is more effective to impose private sanctions on their targets

by making their issue public rather than expecting a certain reaction

from the Blue House.

In the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political effects of the

e-petition system introduced by President Moon Jae-in on Korean

politics are discussed, together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political struc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 and public. I

point out that both the operator and users of the petition system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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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ing it in ways to fulfill their interests. Petitioners use the

petition site as a space where they can express their political

opinions at a very low cost, and the Blue House interprets petitions

that met the response requirements as “major public opinion”,

monopolizing the space where public opinion is gathered and absorb

the agenda-setting power from the legislature. Furthermore, the Blue

House can exert indirect pressure on competitors on salient political

issues. In this way, the way the Blue House and petitioners use the

e-petition system shows that the value of democracy it realizes is

mainly responsiveness, especially symbolic responsiveness, rather than

responsibility. In addition, the e-petition system intensified the

asymmetrical power relationship within the political sphere by

highlighting the role of the executive branch, in particular, the Blue

House.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e-petition system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the ‘imperial presidency’,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major problem of Korean politics.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more familiar form without changing the fundamental attribut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at the e-petition system, which shows the

president's will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but mainly focuses

on popularity by stimulating the citizens’ emotion rather than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s, contribute to building bases of

populism in Korean society. For the petition system to be

institutionalized beyond a public relations policy of President Moon's

term, the system must be equipped with a responsibility mechanism.

keywords : public opinion, e-petition system, presidential comm

unication, going public, presidential public relations

Student Number : 2018-21884



<부록> 청와대의 답변을 받은 국민청원 게시물의 유형과 주제별 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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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번호 청원제목 청원유형 청원주제 동의인원 청원시작일 답변일

1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96,330 2017.09.03 2017.09.25

2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을

부탁드립니다.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35,372 2017.09.30 2017.11.26

3 주취감형(술을 먹으면 형벌 감형)' 폐지를 건의(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16,774 2017.11.04 2017.12.06
4 조두순 출소반대 의견·감정표출 사법·범죄 615,354 2017.09.06 2017.12.06
5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제도개선요구 보건·복지 281,985 2017.11.17 2018.01.16

6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
제도개선요구 경제 255,554 2017.12.03 2018.01.25

6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제도개선요구 경제 211,064 2017.11.24 2018.01.25

7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
제도개선요구 경제 228,295 2017.12.28 2018.01.27

8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이 판결과 그 동안 판결에 대한 특별 감사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52,969 2018.02.05 2018.02.20

9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교육 의무화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13,219 2018.01.06 2018.02.27
10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33,842 2018.01.03 2018.03.02

11
김보름, 박지우 선수의 자격박탈과 적폐 빙상연맹의 엄중 처벌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614,127 2018.02.19 2018.03.06

12 나경원 의원 평창올림픽 위원직을 파면시켜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정치 360,905 2018.01.20 2018.03.06
13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정치 277,674 2018.01.15 2018.03.08
14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12,992 2018.01.18 2018.03.08

15
대전 아파트 단지내 횡단보도 교통사고..가해자의 만행과

도로교통법의 허점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19,395 2018.01.14 2018.03.14

16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 폐쇄를 요청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35,167 2018.01.25 2018.03.23
17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가족을 우롱하는 윤서인을 처벌해주십시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42,687 2018.02.23 2018.03.23
18 경제민주화 의견·감정표출 경제 207,772 2018.02.08 2018.04.09

19
연극인 이윤택씨의 상습 성폭행, 성폭력 피의사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8,522 2018.02.17 2018.04.13

20 고 장자연의 한맺힌 죽음의 진실을 밝혀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35,796 2018.02.26 2018.04.13
21 단역배우 자매 자살 사건 제발 재조사를 해주세여.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22,770 2018.03.03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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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

#GIRLS_CAN_DO_ANYTHING
제도개선요구 교육·육아 217,054 2018.02.23 2018.04.24

23
국민들은 정부 개헌안을 지지합니다. 정부의 개헌을 꼭 실현시켜

주십시오.
의견·감정표출 정치 304,320 2018.03.13 2018.05.02

24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합니다. 의견·감정표출 경제 302,082 2018.04.17 2018.05.04
25 GMO완전표시제 시행을 촉구합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16,886 2018.03.12 2018.05.08
26 미세먼지의 위험 그리고 오염 및 중국에대한 항의 기타 동물·환경 278,128 2018.03.24 2018.05.16

27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419,006 2018.05.11 2018.05.21

28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09,494 2018.03.23 2018.05.21
29 합정 **** 불법 누드촬영 호소·하소연 인권·평등 201,590 2018.05.17 2018.05.21
30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대위 징계바랍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215,036 2018.03.28 2018.05.25
31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조사·처벌요구 경제 242,286 2018.04.06 2018.05.31

32
선관위의 위법사항 내용에 따른 국회의원 전원 위법사실 여부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정치 260,624 2018.04.16 2018.06.05

33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 기타 인권·평등 216,163 2018.04.15 2018.06.11

34
(한번씩만 봐주세요.)저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은 좀 강력 처벌

강력하게 조치 해주셔야할거 같아서 글을 올립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334,173 2018.05.02 2018.06.11

35 티비 조선의 종편 허가 취소 청원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36,714 2018.04.14 2018.06.14
36 유기견 보호소 폐지를 막아주세요!!! 기타 동물·환경 226,252 2018.05.13 2018.06.19

37
자주포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을 치료해 주시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주십시오
기타 기타 302,635 2018.05.18 2018.07.11

38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개최를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219,987 2018.06.14 2018.07.13
39 무고죄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40,618 2018.05.25 2018.07.19
40 대검찰청의 불법적인 성폭력 수사메뉴얼 중단을 요청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17,143 2018.05.28 2018.07.19
41 문재인 대통령님께 청원합니다. 의견·감정표출 기타 224,539 2018.05.25 2018.07.24

42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714,875 2018.06.13 2018.08.01

43 남편선교사가 안티폴로감옥에 있습니다. (필리핀) 호소·하소연 기타 207,275 2018.06.17 2018.08.03
44 디스패치 폐간을 요청합니다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11,296 2018.06.26 2018.08.08
45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 제도개선요구 동물·환경 214,634 2018.06.17 2018.08.10
46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법안을 통과 시켜주세요! 제도개선요구 동물·환경 212,424 2018.06.24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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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가해자들은 떳떳이 생활하고, 집단 성폭행 당한 피해자인 저희아이는
오히려 더 죄인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범 처벌을 더

강하하여 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354,935 2018.06.24 2018.08.23

48
여고생이 중고생8명에게 관악산끌려가 집단폭행을당했습니다

소년법폐지또는 개정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08,202 2018.07.03 2018.08.23

49 23개월 아기가 폭행에 장이 끊어져 죽었습니다. 제도개선요구 교육·육아 413,924 2018.07.22 2018.09.12
50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8,543 2018.07.29 2018.09.27
51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호소·하소연 기타 330,587 2018.09.06 2018.10.12
52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호소·하소연 교통·안전 406,655 2018.10.02 2018.10.21
53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75,806 2018.10.04 2018.10.21
54 인천 여중생 자살 가해자 강력 처벌 희망 요망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34,236 2018.09.19 2018.11.16

55
성범죄피해자의 집주소와 주민번호등을 가해자에게 보내는 법원을

막아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57,471 2018.10.04 2018.11.16

56 강서구 아파트 살인사건 피해차의 딸입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4,306 2018.10.23 2018.12.07
57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1,192,049 2018.10.17 2018.12.11

58
132cm, 31kg의 왜소한 50대 여성이 180cm가 넘는 건장한 20세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끔찍한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416,093 2018.10.31 2018.12.11

59
5년 전 여성의 질과 항문에 팔을 넣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의

재조사를 요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56,004 2018.10.22 2018.12.11

60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의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142,715 2018.11.18 2018.12.11

61
경남양산시 모 산부인과 의료사고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산모의

남편입니다)
호소·하소연 보건·복지 214,952 2018.10.18 2018.12.17

62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233,495 2018.10.19 2018.12.18
63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261,418 2018.10.20 2018.12.18
64 소년법 개정을 촉구 합니다! 17살 조카가 자살을 했습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11,546 2018.10.24 2018.12.18
65 부하 여군을 강간한 두 명의 해군 간부를 처벌해주십시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6,447 2018.11.09 2018.12.18

66
제발 도와주세요.. 너무나 사랑하는 23살 예쁜딸이 잔인한 두번의

살인행위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1,766 2018.10.31 2018.12.26

67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2,548 2018.11.19 2018.12.26

68 이수역 폭행사건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365,418 2018.11.14 2018.12.26
69 억울하게 떠나신 저의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397,079 2018.11.09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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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회의원 내년 연봉 2000만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의견·감정표출 정치 243,938 2018.12.07 2019.01.07

71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81,590 2018.12.07 2019.01.07
72 중국 알루미늄공장,막아주세요 의견·감정표출 동물·환경 216,615 2018.11.22 2019.01.18

73
도살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던 개가 잠시 튀어나가 옆에있는
자신의 새끼에게 젖물리며 죽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개도살을

자행하는 사람들..개도살을 멈추게해주세요
호소·하소연 동물·환경 214,251 2018.11.27 2019.01.18

74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 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얘기좀 들어주세요....
호소·하소연 교육·육아 221,317 2018.12.06 2019.01.30

75 카풀반대 의견·감정표출 교통·안전 216,448 2018.10.16 2019.01.31
76 조재범 코치를 강력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69,110 2018.12.18 2019.02.13
77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269,180 2019.02.11 2019.02.21
78 여.야는 속히 공수처 신설하라 !!! 의견·감정표출 정치 302,856 2019.01.07 2019.02.22

79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사법·범죄 270,999 2019.01.30 2019.03.15

80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호소·하소연 기타 255,113 2019.02.18 2019.03.15
81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217,786 2019.02.19 2019.03.15

82
동전택시기사사망사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저희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1,339 2019.02.15 2019.03.15

83 경사 ***, 경장 *** 외 ***에서 뇌물받는지 조사부탁드립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312,197 2019.01.29 2019.03.18

84
공공연한 여성 대상 약물 범죄 처벌과 ***을 비롯한 클럽,

유흥업소와 경찰 간의 유착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처벌을 하라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7,784 2019.01.29 2019.03.18

85 고 장자연씨 관련 증언한 윤**씨 신변보호 청원 기타 교통·안전 386,506 2019.03.08 2019.03.18
86 故장자연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738,566 2019.03.12 2019.03.18
87 심신미약 피의자에 의해 죽게된 우리 딸 억울하지 않게 해주세요 호소·하소연 사법·범죄 216,834 2018.10.18 2019.03.20
88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 호소·하소연 교통·안전 318,057 2019.03.30 2019.04.01

89
비리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시정 명령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고등학교 교장을

사법결과 나오기 전에 직무정지 시켜 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육·육아 214,658 2019.02.21 2019.04.18

90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25,638 2019.02.28 2019.04.19

91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노동 380,769 2019.04.05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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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도개선요구 교육·육아 281,764 2019.04.01 2019.04.26

93
김학의 성접대 관련 피해자 신분보호와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11,344 2019.03.14 2019.05.03

94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12,675 2019.03.22 2019.05.17

95
대통령님께서 <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세월호참사

전면재수사를 지시해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40,529 2019.03.29 2019.05.27

96 **대 수의대에서 실험중인 퇴역 탐지견을 구조해주십시요 기타 동물·환경 217,249 2019.04.16 2019.06.03

97
연합뉴스에 국민혈세로 지급하는 연 300억원의 재정보조금 제도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방송통신 364,920 2019.04.04 2019.06.03

98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주십시오. 조사·처벌요구 정치 224,852 2019.05.03 2019.06.11
99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조사·처벌요구 정치 337,964 2019.04.29 2019.06.11
100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조사·처벌요구 정치 1,831,900 2019.04.22 2019.06.11
101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210,344 2019.04.24 2019.06.12
102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02,804 2019.04.18 2019.06.14
103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청원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250,219 2019.04.30 2019.06.28

104
우리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348,417 2019.06.04 2019.07.04

105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23,006 2019.06.07 2019.07.04

106
이천에서 벌어진 동물수간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동물학대에

대한 범국가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제도개선요구 동물·환경 217,483 2019.05.20 2019.07.04

107 버닝썬 VIP룸 6인을 수사해 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3,327 2019.04.11 2019.07.10

108
2019형제*****호 가해용의자의 상장 취소 및 장학금 환수와
구속수사 및 가해용의자 보호기관들의 사죄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6,862 2019.05.27 2019.07.11

109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13,025 2019.05.24 2019.07.12

110 아동 성폭행범을 감형한 *** 판사 파면하라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40,298 2019.06.14 2019.08.07

111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을 잡아 강력 처벌해주세요

(동물보호법강화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동물·환경 211,240 2019.07.16 2019.08.30

112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63,792 2019.07.08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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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일본 극우여론전에 이용되고 있는 가짜뉴스 근원지 조선일보 폐간

및 TV조선 설립허가취소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45,569 2019.07.11 2019.09.06

114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259,864 2019.07.11 2019.09.09

115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
제도개선요구 동물·환경 201,320 2019.07.29 2019.09.27

116
고 김성재님의 사망 미스테리를 다룬 그것이 알고싶다 방영하게

해주세요
기타 사법·범죄 213,858 2019.08.05 2019.09.27

117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의견·감정표출 정치 757,730 2019.08.21 2019.10.10
118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임용을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308,553 2019.08.12 2019.10.10
119 제주도 카니발 사건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13,219 2019.08.16 2019.10.11

120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과 일본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13,581 2019.07.26 2019.10.18

121 언론사의 가짜뉴스의 강력한 처벌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29,202 2019.08.26 2019.10.24
122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481,076 2019.08.28 2019.10.26
123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요청!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365,040 2019.08.28 2019.10.26
124 전 언론의 세무조사를 명령한다.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27,314 2019.09.10 2019.10.31
125 06년생 집단 폭행 사건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50,092 2019.09.23 2019.11.22
126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 제도개선요구 방송통신 213,306 2019.10.10 2019.12.06
127 도서정가제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기타 209,133 2019.10.14 2019.12.12

128
아동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모씨와 사이트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306,638 2019.10.21 2019.12.19

129
대한민국의 채용성차별을 규탄하고, 여⦁남 동일고용 동일임금 및

여성의무할당제을 요구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인권·평등 209,397 2019.10.24 2019.12.20

130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보건·복지 215,186 2019.10.24 2019.12.20

131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호소·하소연 교통·안전 415,691 2019.11.11 2020.01.10

132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71,502 2019.10.29 2020.02.20

133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26,434 2019.10.15 2020.01.13

134 라이엇 코리아의 그리핀, 조** 전 그리핀 대표, 김** 현 DRX 감독의 조사·처벌요구 기타 208,739 2019.11.20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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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135 계엄령 문건 수사 관련, 윤석열 검찰청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05,668 2019.10.24 2020.01.22
136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재정비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64,102 2019.11.15 2020.02.14
137 아동간 성폭력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41,135 2019.12.02 2020.02.21

138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

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264,100 2019.12.26 2020.02.25

139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19,705 2020.01.02 2020.03.02

140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 의견·감정표출 사법·범죄 345,571 2020.01.06 2020.03.11
141 추미애 법무장관의 해임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335,181 2020.02.03 2020.03.11
142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 기타 인권·평등 761,833 2020.01.23 2020.03.20

143
텔레그램 아동.청소년 성노예 사건 철저한 수사 및 처벌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348,634 2020.03.10 2020.03.24

144 N번방 대화 참여자들도 명단을 공개하고 처벌해주십시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457,487 2020.03.20 2020.03.24
145 가해자 n번방박사,n번방회원 모두 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650,579 2020.03.20 2020.03.24
146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026,252 2020.03.20 2020.03.24
147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715,626 2020.03.18 2020.03.24
148 [국민청원(안)] 신천지 교주 이**의 즉각적인 구속수사를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57,681 2020.02.25 2020.04.21

14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의 강제 해체(해산)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1,449,521 2020.02.22 2020.04.21

150 문재인 대통령님의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356,032 2020.02.27 2020.04.24

151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애써주시는 문재인대통령님과
질병관리본부 및 정부부처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491,136 2020.02.26 2020.04.24

152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1,504,597 2020.02.26 2020.04.24
153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1,469,023 2020.02.04 2020.04.24
154 전자개표기 폐지 동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210,801 2020.02.11 2020.04.27
155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박탈해야합니다. 제도개선요구 정치 215,646 2020.03.02 2020.04.27
156 한전 사업에 중국 기업의 참여를 허락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견·감정표출 기타 383,039 2020.02.26 2020.04.27
157 저는 아버지에게 15년동안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호소·하소연 인권·평등 248,515 2020.03.02 2020.05.01

158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위해 국회의원들의 월급반납 또는

삭감을 건의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정치 439,648 2020.03.12 2020.05.08

159 성전환 수술, 즉 외부성기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을 변경하는 제도개선요구 사법·범죄 223,769 2020.03.13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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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정정을 막아 주십시오.

160
“오늘 너 킬(KILL)한다”라며 술을 먹이고 제 딸을 합동 강간한

미성년자들을 고발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400,474 2020.03.29 2020.05.19

161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찍은 불법촬영물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여

인생을 망가뜨린 고등학생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354,260 2020.03.20 2020.05.19

162
저의 아들이 6년간다닌어린이집 에서 남자원장으로부터 3년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처벌요구 교육·육아 271,123 2020.02.07 2020.05.19

163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533,883 2020.03.20 2020.05.19
164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354,857 2020.03.23 2020.05.20

165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특별조사팀을 서지현 검사를 필두로 한

80%이상 여성 조사팀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타 사법·범죄 286,101 2020.03.24 2020.05.22

166 박사방 회원 중 여아살해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519,948 2020.03.29 2020.05.22
167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자격박탈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466,900 2020.03.27 2020.05.22

168
유/아동 성착취 동영상 유통시킨 다크웹 손모씨의 미국 법무부

강제송환을 실행해주십시오.
기타 사법·범죄 219,721 2020.03.23 2020.05.22

169 수출용 코로나19 진단키트 이름을 독도로 해주세요 기타 기타 385,617 2020.03.25 2020.05.25

170
자가격리를 어기고 제주도 4박5일 여행.미국유학생 강남구 **번

확진자 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207,563 2020.03.27 2020.05.25

171 세월호 전면재수사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216,118 2020.04.01 2020.06.01
172 렌트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1,007,040 2020.04.02 2020.06.02

173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
조사·처벌요구 방송통신 273,513 2020.04.07 2020.06.05

174 등교 개학 시기를 미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감정표출 교육·육아 255,333 2020.04.24 2020.06.24

175
울산 초등학교 1학년 아이에게 팬티빨기 숙제내고 학생 사진에
'섹시팬티', '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매력적이고 섹시한 00'이라고

성희롱한 남교사를 파면해 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육·육아 225,764 2020.04.28 2020.06.26

176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446,434 2020.05.11 2020.07.08
177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12,867 2020.07.01 2020.08.12

178
저의 딸이 강간 당하는 것을 목격하여..' 그 충격과 고통으로 딸이
평생 남을 상처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은페, 조작,

부정행위로 혐의 없다 불기소처분!!ㅠㅠ
조사·처벌요구 인권·평등 286,148 2020.06.11 2020.08.12

179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오. 의견·감정표출 노동 352,266 2020.06.23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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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735,972 2020.07.03 2020.09.02

181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529,144 2020.07.06 2020.09.04

182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의견·감정표출 기타 427,470 2020.07.08 2020.09.04
183 박원순씨 장례를 5일장, 서울특별시장(葬)으로 하는 것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596,410 2020.07.10 2020.09.09
184 추미애장관탄핵 조사·처벌요구 정치 219,068 2020.07.14 2020.09.11
185 추미애 법무부장관 해임을 청원합니다. 조사·처벌요구 정치 247,560 2020.07.23 2020.09.11

186
학교내성폭력 및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호소·하소연 교육·육아 252,624 2020.07.16 2020.09.15

187 제 21회 서울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인권·평등 235,016 2020.07.20 2020.09.18

188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램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
제도개선요구 보건·복지 216,040 2020.07.21 2020.09.18

189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 조사·처벌요구 사법·범죄 412,604 2020.08.20 2020.10.14
190 국민 민폐' 전** 재수감을 촉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기타 503,472 2020.08.15 2020.10.14

191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중 코로나 확진자는 자비로 치료케 할 것를

청원합니다
의견·감정표출 보건·복지 400,131 2020.08.17 2020.10.16

192
塵人 조은산이 시무7조를 주청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삼가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호소·하소연 정치 439,611 2020.08.27 2020.10.23

193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제도개선요구 보건·복지 360,234 2020.08.31 2020.10.23

194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
의견·감정표출 보건·복지 571,995 2020.08.24 2020.10.23

195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합니다.
의견·감정표출 보건·복지 223,665 2020.08.24 2020.10.23

196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 의견·감정표출 보건·복지 207,701 2020.08.28 2020.10.23

197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274,628 2020.08.28 2020.10.27

198
9월9일01시경 을왕리 음주운전 역주행으로 참변을 당한 50대 가장의

딸입니다.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639,617 2020.09.10 2020.10.27

199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제도개선요구 경제 216,844 2020.09.02 2020.11.10
200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경제 242,187 2020.10.05 2020.11.10
201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열달내 건강했던 저희 아기가 세상을 제도개선요구 보건·복지 208,551 2020.09.15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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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났습니다. 의료진은 차트를 조작하며 본인들 과실을 숨기려하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202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대통령님 전 상서.
의견·감정표출 노동 203,274 2020.09.21 2020.11.20

203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
조사·처벌요구 교통·안전 251,996 2020.10.05 2020.11.24

204
아동학대 누명쓰고 “역겹다”," 시집 가서 너 같은 X 낳아" 폭언에
시달린 어린이집 교사였던 저희 누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호소·하소연 노동 354,600 2020.10.05 2020.12.02

205 횡단보도 보행 중 음주운전자의 사고로 28살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제도개선요구 교통·안전 238,421 2020.11.23 2020.12.07

206
세차례나 신고되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
제도개선요구 교육·육아 207,861 2020.10.19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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