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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한 대표적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광화문 1번가’가 출범한 2018년부터 2021

년까지 기간 동안의 다양한 국민참여 과정을 분석하여 국민참여 플랫폼의 실질적인 운영 및 성과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던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였다.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확대를 위해 대국민 아디이어 

공모 및 국민심사에 대한 보상을 시행하였다는 점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세련화하고 정제하기 위하

여 전문가 등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우리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향후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민참여, 정책화, ‘광화문 1번가’, 정부혁신, 국민참여 플랫폼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by analyzing various public participation processes from 2018 to 2021, when ‘Gwanghwamun 

1st Street’, a representative public participation platform operat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as launched. Through this, the influencing factors that were able to 

successfully induce the process of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were derived as follows. 

First, online participation channels were diversified to encourage public participation. Secon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 public opinion contest and compensation for public review were implemented to 

encourage and expand public particip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was encouraged to 

refine and refine the people's ideas. Through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judg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inducing the policyization process through continuous public 

participation. In deriving success factors for policyization through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uture, 

how influencing factors such as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communication through online 

channels, and collaboration with experts affect the public participation proces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techniques A study to prove it will have to be conducted subs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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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우리정부는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을 추진하

여왔다. 2018년 3월 19일에 정부는 정부합동으로 정부

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라는 비전을 선포하였다. 또한 국민

주도의 민·관 협력 정부혁신을 위해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정부혁신 국민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다. 협의

회는 현장전문가 및 여성, 청년위원의 비율을 제고하고 

정부혁신의 역점분야 중심으로 분과를 개편하는 등 현장

성과 참여주체간 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민포

럼의 경우에는 국민제안의 정책화 향상을 위해 국민제안

의 발굴을 확대하고 제안숙성·협의과정을 개선하고 제안

유형별 프로세스를 차별화 하는 등 운영방식을 기존과는 

개선하고자 했다[1].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는 국민참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의 정도

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은 과연 가능한가 ?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책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가 ? 또한 정부정

책이 국민참여를 통해 변화되고 있을까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시작되었다. 

현재 정부는 정부혁신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국민참

여를 추진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

서비스 전달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

민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국민참여의 역할을 살펴보고 

국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특히 2018년 정부혁신평가 이래

로 우수한 국민참여 플랫폼으로서 평가를 받아온 ‘광화

문 1번가’ 사례를 분석하여 국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제도

화하기 위한 영향요인을 밝혀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민참여와 혁신에 관한 문헌연구를통

해 정부정책의 고객인 국민참여의 의의 및 해외의 국민참

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정부혁신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제도 현황 및 대표적인 국

민참여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하는 과정 및 노

력 등을 살펴보았다. 끝으로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을 

계속 이어가기 위한  추진전략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2. 국민참여와 혁신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고객참여를 통한 혁신

Mantel[3]에 의하면 고객참여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처리절차에 관여하여 개선하고

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객 참여는 고객과 기업으로부

터 더 높은 서비스를 받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는 학자

도 있다[6]. 한편 고객 참여는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정

보의 획득, 공유, 활용 활동으로 정의하기도 한다[7, 8]. 

이처럼 고객참여에 대한 다양한 정의에서 공통적으로 지

적되는 것은 바로 고객의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한다는 

점이다. 공유되고 활용된 정보를 통해 서비스나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는 고객만족을 제고할 수 있는 

전략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민간기업 뿐 아니라 공공부

문에서도 고객 지향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다[9]. 기업뿐 아니라 많은 정부부처에서도 

고객의 관점에서의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객을 

가치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보고 고객 중심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기관이 추구하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10]. 고객중심의 전략이나 혁신을 위

해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바로 고객을 참여시키는 것

이다[11]. 

민간기업에서 고객을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정에 참여시켜 상품의 질을 개선하고 성과를 제고하고 

있다[8]면, 우리 정부도 최근 정부정책의 고객인 일반국

민을 참여시켜 정책의 질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제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2]. 물론 예

전에도 전문가 그룹은 정부정책에 관여해 왔으며,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 온 것이 사실이다[9, 12].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감’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는 예전과는 국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환

경적 요소가 충분하다. 우선, 인터넷의 등장은 비전문가

들인 일반국민들도 정책화 하는 과정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장하였다[13]. 둘째, 정책을 만들고 

세련화하는 과정에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삶

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

정에서의 전문성은 결코 이론이나 규범적인 지식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 일반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험지식이 

사실 정책화 과정에서 더 중요할 수 있다[12, 13]. 셋째, 

민간영역에서는 이미 고객 중심의 서비스 수준을 뛰어넘

어 고객감동의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12, 14]. 공공부

문의 경우 민간영역에 비해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및 정

책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1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책화 과정에 대한 국민참여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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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국의 국민참여 사례분석

1990년대 초반 전자정부를 추진하면서 미국을 비롯

한 많은 정부들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이를 

통해 정부혁신의 채널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다[8]. 본 

연구에서는 특히 미국정부와 캐나다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 한다. 우선 우리정부에서도 국민참여의 벤치마킹 대

상이 되었던 미국 오바마 정부시기의 국민참여제도에 대

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미국 오바마정부는 백안관내에 사회혁신청을 설치하

고 연방정부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안 및 의견

수렴을 하였으며 이러한 제안들을 각종 정책화 하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는 국민청원제도 역시 활발히 운영하였

다. 오바마정부 이전에는 국민제안을 위해 직접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전하는 방식을 취했었

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에서는 온라인 제안제도, 청원제

도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였다. 온라인 제안제도는 We the People 플랫

폼을 통해 시작되었는데 참여의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

하는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Division 2013.1.15 2017.7.28

Cumulative number of 
participants

5.4million 525 
people

19.5 million 7,060 
people

Participants who 
received government 

responses

  number

2,10,000 people 2,459,680 people

Number of proposals 

received by the 
government

162cases 275cases

Table 1. “We The People” Participation Status, Number 

of Cases

We The People의 참여현황을 보면 2013년에 비해 

4년 후인 2017년에 누적 참여자가 매우 증가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정부의 응답을 받은 제안건수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트럼프 정부 역시 백악관에서 

정부제안 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오바마 정부처럼 호응

이 높지는 않았다[13-14]. 

We The People 제도를 통해서 본 미국의 국민참여

에 대한 특징은 우선, 13세이상의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

며 온라인을 통해 국민참여를 촉진했다는 점이 이전의 

국민참여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둘째, 제안내용이나 

관련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재하여 제안에 대한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들에 대한 알권리를 신장했다

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정부에 대한 제

안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에 대한 효능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캐나다 정부 역시 Open Government라는 정부 슬

로건을 통해 정부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시

민참여를 강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

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혁신을 위한 하나의 방

식으로서 시민참여를 새로운 거버넌스 원칙으로 내세웠

다[15]. 특히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

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공개할 뿐 아니라 코로나 관련 정

보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여 코로나 극

복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한 제안 등을 수렴하고 있다. 물

론 의료 분야 및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

여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16].  특히 코로나 상황

에서 정보나 데이터 등이 분산되어 제공되지 않도록 캐

나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보제공을 일원화 하여 운영

한 점 역시 매우 주효하였다. 

캐나다 정부의 국민참여 제도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국

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 및 빅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국민의 정보 수준 역시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제안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정부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정부에서의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도 일반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 및 지식

에 대한 절대량을 증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라고 본다.

Division Open Data and Participation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Statics

. Data on income support applications and 
payments for people who have lost their 
jobs due to COVID-19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 Statistical data for emergency wage 
subsidy applications processed by 
Revenue Canada from April 2020

Canada Emergency 
Student Benefit

. Data on government funding for students 
unable to find work due to COVID-19

Table 2. Canadian Public Data Openness and Participation

3.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현황

3.1 정부혁신 추진경과

2018년 대통령 신년사(1.10)에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

기 위해 정부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정부혁신의 국민의 참

여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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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부혁신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국민참

여와 관련된 과제를 확대해 왔다[5, 6].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처럼 중점과제 외에도 

혁신활동을 공유하고 성과관리를 위해 범정부 혁신성과

를 공유하는 ‘정부혁신 박람회’를 개최하여 정부혁신 사

례를 확산하고 국민들과도 공유하였다. 또한 재도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실패박람회’도 개최하였다. 특히,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국민참여와 협력을 매우 중시하였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고 온라인에서의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여 정부서비스가 달라졌다는 체

감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3.2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과제

문재인 정부는 정부혁신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참여

를 매우 강조하여왔다. 정부혁신 과제는 크게 사회적 가

치분야,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등의 3대 전략으로 

나뉘어 대략 8개∼10개의 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중에서

도 참여와 협력 분야에서의 과제들은 국민참여를 강조하

는 것이 많았다[6]. 

Table 3에서도 보듯이 2019년 10대 정부혁신과제 

중에는 ⑤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문제 해결기반 구축, 

2020년 정부혁신 8대 과제 중에서는 ① 국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 ② 도전·한국 추진, 2021년에는 ① 국민

참여 성과의 정책화 향상, ② 지역사회 문제의 공동체 주

도적 해결 등이 국민참여 과제로 볼 수 있다. 

2019년 국민참여를 위한 추진과제에서는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2020년에는 국

민참여예산제나 사회문제해결 사업인 도전·한국 등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2021년의 정부혁

신계획에서 국민참여과제는 국민들의 참여가 단순히 의

견을 전달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책화 되는 모

습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5, 6].

4. 연구방법 및 대상

4.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정부혁신의 추진현황 및 행정안전부의 국민

참여사례를 분석하여 영향요인을 밝혀내고 향후 국민참

여를 지속화 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시작되었

다. 연구대상이 된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

혁신사례는 2019, 2020년, 2021년에 걸쳐 정부혁신평

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향후 공공영역의 지속

적인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좋은 사례 연구가 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 대상이 된 행정안전부 국민

참여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계량적인 연구방법보다

는 국민참여과제를 진행하기 시작한 2019년부터 2021

년에 이르기 까지의 발전과정을 실적보고서 및 관련자료

를 분석하고 담당자들에 대한 인터뷰등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정부혁신사례 관련자료 및 정부혁신 실적보고

서들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 참여를 통한 

year innovation task

2019

① Public procurement innovation to create and realize 
new values

② Realization of an active and professional public service 

society
③ Operate a competent and flexible problem-solving 

organization
④ Elimination of blind spots in public services

⑤ Establishment of foundation for solving social and 
regional problems through participation

⑥ Disclosure of information of public interest in an 
easy-to-understand and transparent manner

⑦ Expansion of public data opening and utilization
⑧ Promote pan-government collaboration
⑨ Expansion of preemptive and preventive public 

services

⑩ Strengthening support for policy making based on data 
science

2020

① Expand and improve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② Challenge and Promotion of Korea
③ Vitalization of pan-government active administration

④ Expansion of package services by life cycle
⑤ Innovation-oriented public procurement 

pan-government spread
⑥ Expanding the autonomy of the private consignment 

and subsidy system
⑦ Expansion of public-private exchanges
⑧ Enhancement of digital competency and mindset in 

public service society

Table 3. Government Innovation Promotion Tasks

2021

① Improving policyization of public participation 
outcomes

② Community-led solution to local community problems

③ Providing customized and intelligent services for each 
individual

④ Full-scale transition to the digital proof era
⑤ Expanding inclusive services to bridge the gap

⑥ Implementation of data-based scientific administration
⑦ Establishment of daily active administration of public 

sentiment
⑧ Reinforcement of public service capacity to lead 

change and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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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을 성공적으로 유도했던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Division Main analysis contents

Materials related to 

government 
innovation cases

.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ask
. Main contents of public participation

Public Participation 
Case Report

. Achievements of People's Participation

. Policy Implications of Citizen Participation 
Cases

Table 4. Research Method

4.2 연구대상

행정안전부의 국민 참여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2019

년부터 2021년 3개년에 걸쳐 주요 국민참여 사례인 범

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운영 사례를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광화문 1번가’ 사례는 특히 정부혁신평가

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공공부문의 국민 참여 사례

로 많이 벤치마킹을 하였던 사례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

서 분석한 사례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부문에서의 국민참

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좋은 모범이 될 것이라고 판

단하였다. 

Case Title Characteristic

People's Participation Platform 
Gwanghwamun 1st Avenue 

open communication 
forum

Table 5. Case of Public Participation 

5. 국민참여 플랫폼 사례분석

이하에서는 행정안전부 국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 우

수사례인 ‘광화문 1번가’의 운영 및 성과를 분석하여 국

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성공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

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5.1 국민참여 초기

‘광화문 1번가’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5일부터 2017년 7월 12일 까지 국정기획자문위원

회 산하 조직인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했던 대한민국

의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 출발하였다. 구성

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책 쇼핑몰이란 주제로 '정책 제안'

과 '민원 제기'로 구분하였다[6]. 처음 설치당시에는 오프

라인으로 출발하였으나 온라인 공간으로 상설화 되었으

며, 2017년 7월 14일까지는 오프라인에서의 광화문 1번

가로서 운영을 하였다.  접수 기간 동안 약 20만여 명의 

국민이 총 118,705건을 제안하였으며, 가장 인기가 높

았던 분야는 민생·복지·교육, 일자리, 부정부패 청산 등

이었다. 청와대는 광화문1번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의견

을 약 50여일 동안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리·분석해서 관련기관과 함께 정책화하는 작업을 진행

하였다. 

광화문1번가의 상설화 문제와 관련해 그 필요성이 제

기되면서 정부는 그 실현방안을 검토하여 광화문1번가가 

1주년을 맞이한 2018년 5월에는 기존의 광화문1번가 플

랫폼에서 정책토론 기능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인 '열린

소통포럼'으로 재개편하고,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 토

론공간을 개소하였다. 이곳에서 한달에 두 차례씩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정책토론을 진행하며, 온라인으로

도 생중계되어 댓글로 의견을 남길 수 있었다[3].

2019년 1월 31일에 ‘광화문 1번가’는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를 통해 포럼 운영의 전 과정에서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기반을 제공하게 된다. 포럼 준비단계에서

는 포럼 주제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홍보 및 국민

참여 신청을 접수하게 된다. 포럼 진행단계에서는 포럼

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및 온라인 댓글토론을 병행하게 

된다. 이렇게 포럼을 진행한 후에는 정책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소관부처의 제안검토 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하

고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

다. 특히 2019년 포럼공간에서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주

Round Project Title
Number of 

Assignments

Round 1
Directions for improvement of the public 
participation system to vitalize public 

participation

6

Round 2
2019 Heatwave Response Strategy Final 

Check
7

Round 3 Sustainable Local-Youth-Job Policy 7

Round 4
Integrative care in the local community 

that you know and enjoy right away
7

Round 5
Necessary policies for people working on 

the platform
4

Round 6
Policy requir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4

Round 7
Improving the government’s organizational 

culture and working methods
4

Round 8
People's proposal for a world where we 

live together
4

Table 6. Open Communication Forum Discovery T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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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별 정책을 토론하는 정기 포럼을 통해 <표 6>에서 보

듯이 39개의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우선은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제도 개선방

향, 폭염 대응전략, 청년 일자리 정책, 지역사회 통합돌

봄,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정책, 정부의 조직문화와 일하

는 방식개선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양한 국민 및 

공무원들의 정책 토론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 11월 발굴한 정책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정책반영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포럼 운영에 대한 

국민만족도 역시 회차를 거듭할수록 상승추세를 보여 

Table 7에서 보듯이 평균 82점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7

차 포럼에서는 만족도가 86점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광

화문 1번가 국민참여 플랫폼 기능 개선을 통해 국민참여

를 확대하고자 하여 회원수 및 일평균 방문자수가 대폭

증가 하여 2019년 2월 540명에서 11월에는 1186명까

지 증가하였다. 

Round Satisfaction

Round 2 75

Round 3 85

Round 4 81

Round 5 78

Round 6 88

Round 7 86

Average 82

Table 7. Satisfaction with Open Communication Forum

5.2 국민참여 플랫폼의 확대

2020년 ‘광화문 1번가’는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지성 사회문제 프로젝트인「도전.한국」을 시작하였

다. 「도전.한국」프로젝트는 전 국민이 참여하여 정부부처 

수요조사를 통해 1차 후보과제를 선정하고, 더 추가할 

과제 등은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

다. 아울러 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전.한국」운영

위원회에서 과제와 과제별 포상규모를 확정하게 하였다

[4]. 

2020년 2월 12일부터 3월 6일까지의 기간동안 국민

대상 과제를 공모하여 총 1,130개 과제를 접수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3달의 기간동안에는 국민아

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총 1,380건의 해결방안을 접수

하였다. 이중 해결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이 큰 후속 기술

지원 등을 통한 발전가능성이 높은 25개의 아이디어를 

포상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포상 선정기준으로는 문제해

결효과가 우수하고 실현가능성이 큰 아이디어에 높은 점

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로서 아이디어를 수

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Division Selection Criteria

Very Best

Ideas with a very large problem-solving effect 

and very high feasibility (feasibility according to 
budget and technology)

Best

Ideas that have a large problem-solving effect 
but are somewhat less feasible, or have a local 
problem-solving effect but have a very high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current budget and 

technology

Encouragement

Ideas with low problem-solving effect and 

feasibility, but very likely to be developed 
through follow-up technical support and 
consulting

Table 8. National Idea Award Selection Criteria

25개의 선정아이디어 중 최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사례는 고령층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음성인식 

기술 활용 간편 주문 플랫폼”으로 고령층이 음성으로 주

문하면 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해당 QR코드를 키오

스크에 스캔하여 간편 주문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특히 

음성인식 키오스크에 비해 도입비용이 적으며, 고령층이 

집에서도 쉽게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고 가족으로부터 

QR코드를 전달받아 저장할 수도 있다는 점, 시나리오를 

실제 구현하여 일부 매장에 시범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실제 긴급공모 우수 아

이디어였던 “긴급물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의 경우 재

난관리지원 통합관리정보시스템 ISP사업에 일부 반영하

여 추진하였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유통물류 ICT 

기반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연계된 재난관리차원으로 마

스크를 추가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효율

적 지원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

여왔다. 

Division Selected Ideas

Very Best

"Simple ordering platform using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to bridge the digital 
information gap for the elderly

Best
"Server-based voice phishing pre-blocking 
ARS service" for voice phishing prevention

Encouragement
Guide to smoking area using QR code and 
design of open smoking booth with stairs

Table 9. Selected Id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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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광화문 1번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들의 참

여를 통한 아이디어에 대해 포상 등의 방법으로 독려를 

할 뿐 아니라 이러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나갔다. 

그동안 정부영역에서 수행했던 다양한 정책들이 수요자

입장에서의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지할 때 이러한 

국민참여 접근방식은 매우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바라보고 이렇게 제안된 아이디어들을 실현가능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접촉이 어려워진 

2020년 이후에는 ‘광화문 1번가’는 온라인을 통한 쌍방

향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온라인에서의 국

민참여 활동의 기능은 크게 정책제안, 정책참여, 현장소

통, 도전.한국, 참여정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표 10>

에서도 보듯이 정책제안의 경우 국민은 정부에 제안하

고, 기관은 협업 상대를 찾는 ‘공론의 장’ 역할을 하여 

30일이내 30명 이상의 공감을 얻는 아이디어의 경우 정

부혁신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하게 된다. 또한 협업이음터

를 통해 기관들은 협업 상대를 매칭하게 되며, 현장소통

을 위해서는 소통공간의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였다. 특

히 도전.한국 기능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국민 참여형 사업공모 방식을 

통해 국민참여를 독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function Contents

policy proposal

. The people make proposals to the 
government, and institutions find partners 
for collaboration, a 'place of public debate'

- Suggestion: More than 30 people agree 
within 30 days

- Collaborative Eumteo (connec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partners), 

proposal of collaboration ideas

Policy Participation

. Provision of information that enables 
citizens to directly participate in policies

- Policy guidance and participation by 
national 

screening/survey/community/online 
public hearings

field communication

. Application for open communication forum 
and communication space

- Provision of information such as news 

and presentation materials of the open 
communication forum, online application 
for communication space

Challenge . Korea

. A public participation-type project contest 
to discover and solve social problems by 

utilizing the collective intelligence of the 
people

Participation 
information

. Information on public participation 
schedule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public participation sites

Table 10. Gwanghwamun 1st Avenue Main Features

5.3 국민참여의 정착 및 국민참여 플랫폼의 성과

2019년 서비스 실시 이후 ‘광화문 1번가’는 혁신제안 

및 설문·심사·공청회 등 정책 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

여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표 11>에서도 보듯이 제안건수, 국민심사 참여정도, 

설문정도, 공모건수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년에 비해 2021년에 국민제안 

건수는 거의 10에 가깝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

며, 국민심사 건수의 경우 2019년에는 8건에 총 35,313

명에서 2021년에는 251건에 총 457,856명이 참여하였

음을 알 수 있다. 

Division 2019 2020 2021

Number of 
Proposals/ Number 
of Ripening cases

857/229 cases
2,803/

344 cases
8,195/

646 cases

National 
Examination

8cases/
35,313

people

161cases/
281,121

people

251cases / 
457,856

people

Survey

10

cases/
1,157 
people

98

cases/
42,451 
people

185 

cases/
105,166 
people

No. of Public 
Offerings

     - 55 cases 156 cases

Table 11. Degree of Public Participation

또한 광화문 1번가는 각종 개별 국민참여사업의 통합 

플랫폼 역할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국민참여사업은 크

게 협업이음, 도전.한국,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국민디자

인단, 열린소통포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협업이

음사업의 경우 협업사업을 함께 추진할 민간·공공의 ‘협

업상대방’을 찾는 온라인 매칭 플랫폼이며 2021년에는 

총 242개 과제에 848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또한 도전.

한국 국민참여사업에는 공모를 5회 진행하였으며, 

2,589건이 접수되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광화

문1번가’는 개통 2년만에 회원수가 53만명으로 대폭 증

가하였으며, 새로운 대국민 온라인 정책공론장으로 자리

를 잡았다. 

회원수 역시 2019년에는 회원수가 40,919명에서 

2020년에는 285,988명으로 2021년에는 537,758명으

로 증가하였다. 

국민참여사업 중 열린소통포럼의 경우에는 국민참여

를 통한 집단지성으로 정책대안을 도출하는 정책공론장

의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럼운영을 위해서는 다

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일반국민 뿐 아니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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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단 및 공무원들이 주제별 정책 토론을 통해 정책제

안을 발굴하고 정책화를 추진하였다. 포럼공간을 개방하

여 행정기관과 국민의 정책 공론장으로 개방하여 활용하

고, 주요 정책 홍보와 전시 공간으로 이용을 하였다. 코

로나 이전까지는 서울청사 별관 1층과 세종청사 종합안

내동 1층을 활용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는 ‘광화문 1번

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포럼운영의 전 과정을 국민 참

여기반으로 제공하였다. 

열린소통포럼의 주요 성과는 크게 ① 국민참여, ②정

책성과, ③ 범부처 협업, ④ 포럼공간 활성화 등으로 구

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국민참여 부문에서는 매월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제 관련 포럼을 개최하여 정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소통을 강화하였다. 코로

나 상황에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 병행방식을 통해 참여 

편의성을 높이며 국민참여의 성과를 대폭확대하고자 하

였다. 특히 국민참여 사전 포럼 및 소그룹 토론 도입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참여 및 의견수렴 기능을 강화하였

다. 사전포럼에서 포럼 주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퍼실리테이터를 활용한 소그룹 심화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화 하는 과

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다. 정책성과에 있어서는 국민의 

견을 수렴하여 제안발굴, 숙의 및 숙성과정을 거쳐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으로 반영하고자 제안을 세련화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민들의 의견을 숙의하고 숙성

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와 소관부처가 참여하여 제안을 

정책화할 수 있도록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된다. 

한편 범부처 협업 부문에서도 성과를 도출하였다. 관

계부처 참여와 협업을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범부처 

국민참여 정책공론장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하였다. 

즉, 관계부처 참여를 통한 포럼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노

력했고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이 곤란한 대국민 

공론장 운영의 기반을 제공하여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고

자 노력하였다. 

끝으로 포럼 공간을 활성화하여 포럼 개최 및 각 행정

기관과 민간 대상 정책의 공론장으로 개방하고 활용하였

다. 2021년 10월 99개 기관에서 213회 2,075명이 이용

하였으며,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주요 정책 홍보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추천제 

홍보, 혁신박람회 등을 홍보하였다. 

<표 12>에서 보듯이 연도별 포럼 운영의 실적은 

2018년에서 2021년으로 갈수록 포럼개최 횟수도 늘어

났으며, 참여인원도 증가하였다. 물론 정책제안 반영률

도 증가하여 2018년에는 62.5%에서, 2019년에 78.3%, 

2020년 82.2%, 2021년에는 89.8%까지 증가하였다. 

즉, 국민들의 참여가 정책으로 반영된 성과 들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Division 2018 2019 2020 2021 Sum

Forum Held
10

cases

11

cases
13cases

21 

cases

55

cases

Number of 

Participants

550

people

838

people

2,923

people

5,308

cases

9,619

people

Discover 

Policy 
Proposals

72
cases

60
cases

45 
cases

49
cases

226 
cases

Policy 
Reflection

45
cases

47
cases

37
cases

44
cases

173
cases

Reflection 
Rate

62.5% 78.3% 82.2% 89.8% 76.5%

Note off line off line on line on line

Table 12. Forum Operation Performance by Year

6. 결론

연구대상이 된 행정안전부 ‘광화문 1번가’ 사례는 국

민참여를 통한 정부혁신의 우수사례로서 관심을 받아왔

다. 정부혁신의 원년에 해당하는 2018년부터 시작된 국

민참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참여도가 제고되었다. 따라

서 단순한 의견수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화 과

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국민참여의 성과를 도출해냈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국민참여에의 영향 요

인들을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예전에 비해 국

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참여 채널을 다양화 하

였다. 이러한 현상은 오바마 정부의 사례에서도 알수 있

듯이 온라인으로 제안을 개선하므로서 제안건수가 증가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5]. 단순한 의견 제시 뿐 

아니라 국민심사와 같은 평가 영역에 있어서도 온라인으

로 방식을 도입하므로서 국민참여를 좀 더 독려하였다. 

코로나 19상황에서도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참

여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우수

사례집, 카드뉴스 등을 온라인으로 배포한 점 역시 국민

들이 다양한 정책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

였다[17-19].

둘째, 국민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및 심사 등에 대한 금전적 보상역시 

중요하다. 즉, 아이디어 제공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모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였다점 역시 매

우 유효했다. 국민들이 금전적 보상을 위한 목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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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상은 매우 중요한 전략임에 

틀림없으며[21-24],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참여의 빈도나 

횟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전.한국’에서 

선정된 우수한 국민제안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을 진행하여 지자체를 선정하여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역시 매우 중요하였다.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금전적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

는데 매우 적극적임을 보여주었다[25-26]. 2020년 지방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아이디어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서는 ‘와이어캠 이용 안전귀가 에스코트’ 시범사업을 시

행했다. 이 사업은 안심귀가 에스코트 서비스를 시행하

면서 카메라 등을 장착한 모바일 앱 연동 와이어캠을 이

용한 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었다. 이렇듯 국민의 

아디이어가 실제 사업화 되어 시범사업을 하여 성공적으

로 마쳤다. 

셋째,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 뿐 아니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

해 세련화하였다는 점이다[27-28]. 일상생활 속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의 심사 혹은 자문과정을 거쳐 정책으

로 실현하였다. ‘광화문 1번거’에서는 2021년도에 생활

안전 아디이어 우수사례에 대한 선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렇게 결정된 5개의 아이디어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정책화하였다. 

Serial Number Idea Name

1
A safe location service that protects children on 

their way home

2

Industrial accident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equipment technology 
development

3
Addition of motorcycle front license plate and 
development of number recognition system

4
Seat belts that can be adjusted to fit the body 
of the disabled

5 Driving aids for older drivers

Table 13. The Final Selection Result of the Public Life 

Safety Idea for 2021

<표 13>에서 보듯이 아이들 귀가길을 지켜주는 안삼

위치 서비스, 산업재해 재난·안전 관리 시스테 및 장비기

술개발, 이륜차 전면번호판 추가와 번호인식 시스템 개

발, 교통약자의 몸에 맞도록 조절이 가능한 안전벨트, 고

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보조 장치 등의 국민의 아이디어

에 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여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광화문 1번가’ 국민참여 사례를 분석하여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화 과정을 분석하고 국민참여를 통

한 정책화를 도출했던 요인들을 밝혀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노정하

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참여를 통한 정책

화를 위한 성공요인을 도출함에 있어서 계량적인 분석기

법을 활용하여 국민참여과정, 온라인채널을 통한 의사소

통, 전문가와의 협업 등의 영향요인들이 국민참여 과정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후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Joint Ministry of the Republic of Korea.(2021)/ 2021 

Comprehensive Government Innovation Promotion 

Plan, Republic of Korea

[2] http://psr.kr/data-archive/bill/?mode=view&board_pi 

d=36

[3] Mantel, S.P., Tatikonda, M.V. and Liao, Y., "A 

behavioral Study of Supply Manager Decision Making: 

Factors Influencing Make versus Buy Evaluation," 

Journal of Operations Management, 24(6)(2006): 

822-838.

[4] https://ko.wikipedia.org/wiki/%EA%B4%91%ED%99%9 

4%EB%AC%B81%EB%B2%88%EA%B0%80

[5]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 

page=1&id=95084235

[6] https://gwanghwamoon1st.go.kr/front/intropage/intro

pageShow.do?page_id=802f8b174ee34ad7942a44f6117

1547b&menu_id=409

[7] D. J. Seo, M. Y. Kim.(2021). The Conceptual Model of 

the Smart City Platform for the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9(11), 63-73. DOI : 

10.14400/JDC.2021.19.11.063

[8] B. S. Choi, C. W. Kim & W. Y. Jo. (2014. 4. 10.). 

Platform, It changes the management. Seoul: SERI, 

17-24.

[9] https://hello-imawesome.tistory.com/16

[10] J. S. Yoe, S. H. Ahn & O. Y. Kwon (2011). Innovation 

with sincerity, breaking the wall with customers., 

Dong-A Business Review, 74(1), 4-7.

[11] Z. Hoque., & W. James. (2000). Linking balanced 

scorecard measures to size and market factors: 

impact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12(1), 1-17. 

DOI : 10.2308/jmar.2000.12.1.1

[12] M. J. Choi, S. H. Lee, S. S. Cho, Y. J. Jung & S. W. 

Jo.(2020). The Living Lab Model of Smart City Based 



디지털융복합연구 제20권 제4호54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4), 284-294

[13] The White House. c. Petition the White House on the 

Issues that Matter to You. 

https://petitions.whitehouse.gov/

[14] House of Commons Information Office. (2010). Public 

Petitions. Factsheet P7. https://www. parliament.uk/ 

documents/commons-information-office/P07.pdf

[15] https://open.canada.ca/en/coronavirus

[16] https://open.canada.ca/data/en/dataset

[17] H. P. Zhang, J. K. Kim, H. H. Wang & Y. K. Lee. 

(2018). The Effect of Intrapreneurship on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Open Innovation -Focused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Busa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3), 101-111. 

DOI : 10.14400/JDC.2018.16.3.101

[18] B. Y. Jeung. (2018). Influence on Successful Aging and 

Mediation Effect of Retirement Preparation by Social 

Paritication Attitude of Public Officials in Korean 

Baby Boom Gener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1), 93-101. 

DOI : 10.14400/JDC.2018.16.1.093

[19] M. S. Jeong.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Learning on Corporate Performance: 

Case Study on Mediating Effects of Intangible Asses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11), 97-105.

DOI : 10.14400/JDC.2017.15.11.97

[20] J. W. Yoo. (2003). Expansions of the Civic 

Partici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a Participatory 

Democracy, Korea Policy Sciences Review, 7(2), 

105-125..

[21] S. J. Yoon. (2013). The Science and Technology, 

Citizen Participation: Exploring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Applicabilities of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National 

R&D Investment Direction, Eumseong-gun: KISTEP.

[22] Y. J. An, S. H. Lee & M. O. Yoo. (2019). An 

Establishment of the Smart City Model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s, Daejeon: DSI.

[23] J. T. Kim & J. S. Han. (2017). Cultural Management 

Innovation through the Adoption of Internet of 

Thing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3), 65-75.  

DOI : 10.14400/JDC.2017.15.3.65 

[24] S. M. Yoo. (2018).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Urban Convergence ‘Smart City’. Hyundai E&C Today, 

355. 8. 

[25] H. S. Lee & S. H. Lee. (2016). Study on the 

Environment of Collaboration on Private Enterprises: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for Public Organiz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1-7. 

DOI : 10.14400/JDC.2016.14.9.1 

[26] R. Y. Clarke. (2013. 10). Smart Cities and the Internet 

of Everything: The Foundation for Delivering 

Next-Generation Citizen Services. IDC Government 

Insights: White paper, 1-18.

[27] Sidewalk Labs. (2020). Sidewalk Toronto.

https://www.sidewalktoronto.ca/.

[28] S. W. Kim. (2016).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Personaliz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61-69. 

DOI : 10.14400/JDC.2017.15.6.61  

이 향 수(Hyangsoo Lee) [종신회원]

․ 1993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

과 (행정학사)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석사)

․ 2004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행정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건국대학교 인

문사회융합대학 교수

․ 관심분야 : 정책평가, 성과관리, 지식관리, 정보화정책, 이민

정책

․ E-Mail : yun7ju7@kku.ac.kr

이 성 훈(Seong-Hoon Lee) [종신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영문학과

(문학사)

․ 1993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

제학석사)

․ 2002년 9월 :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 2011년 3월 ~ 2016년 2월 : 청주대

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지식자본,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leeseonghoon@korea.ac.kr

정 용 훈(Jung, Yonghun)    [정회원] 

․ 2000년 2월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경제학사)

․ 2002년 2월 :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

제학석사)

․ 2010년 1월 : 뉴욕주립대 대학원 (경

제학박사)

․ 2013년 3월 ~ 2018년 2월 : 인하대

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고려대학교 경제통계학부 교수

․ 관심분야 : 국제경제, 생산성, 산업조직

․ E-Mail : yjung45@korea.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