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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인터렉티브 소통 플랫폼 개발을 위한 핵심성공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21세기 행정의
주류기조로 자리잡은 신행정학파는 사회적 형평성 이론(Social Equity Theory)을 기반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
인 참여 소통을 통한 참여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의 확보를 무엇보다 중요시하고 있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는 도시행정의 기획, 행, 평가 과정에서 공공정책의 수혜자인 시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 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공공서 스의 개발을 진하는 정적인 효과를 기할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효 성과 효과성을 높이는데도 게
한다. 한편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한 스마트시티의 발현과 확산은 다양한 기술이 도시행정에 접목되며 시민생활의
편리성을 진시 뿐 아니라 현대 행정의 필수 요소인 시민참여의 과정과 질을 게 향상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 과정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인터렉티브 소통 플랫폼의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시나리 에
요인 가중 를 도출하여 반적인 시민참여
스의 프 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시나
리 로서 도시계획 지원플랫폼의
/ 관점에서 관 요인을 도출하고 문가를 대상으로한 문을 통해 최 시민참
여
스 프 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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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고르게 돌아가는 효과를 창출한다[2, 3].
시민참여 과정의 양과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1. 서론

시정책에 대한 또는 도시문제 해결에 대한 시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도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도시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공
공성과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를 통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
양질의 성장을 이루는 데 있다[1]. 신행정학을 주창한 미국의
행정학자 프리데릭슨(H. George Frederickson)은 사회적 형
평성 이론(Social Equity Theory)에 기반하여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하는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
고 주장하며 도시행정이 직면한 다양한 의사결정의 대안은
시민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시민의 도시
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현대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참여
정당성(Throughput Legitimacy) 을 강화하여 도시 성장의

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리고 최근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한 스마트시티의 발현과 확
산은 추상적이며 당위적으로 논의되어왔던 참여정당성 확보
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스마트시티를 위한 다양
한 기술들이 시민생활에 접목되며 시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
택하게 할뿐 아니라 정보의 투명성과 소통 가능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를 더욱 충족시키며, 시민사회가 행정의 기획집행-평가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속에서 중요한 협업 파트너
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미 스마트시티의 성공선례를 만들어가는 많은 선진 도시들에
서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문제 해결과정

주체로서 시민사회가 부상하고 그 혜택의 산물이 결국 시민

에 보다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 플랫

1)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지원으

드시 ‘디사이드 마드리드’). 이러한 시민참여 플랫폼이 성공적

로 수행되었음(과제번호 RS-2022-00143404)."

폼이 도시행정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다(예 : 스페인 마드리

- 1058 -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으로 자리잡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민이 보다 편리

용

하게 이러한 플랫폼에 접근하고 사 성을 높이게 하는

노력

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민참여 과정과 질을 제
고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인터렉티브 소통 플랫폼의 개발에

오 따른 요인별 가중치를
도출하여 전반적인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프레임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한 시나리오로서 도시계획 지원플랫폼의
UX/UI관점에서 관련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한
설문을 통해 최종 시민참여 거버넌스 프레임을 제시한다.
있어 핵심적인 성공요인과 시나리 에

“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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