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득권 정치가 아닌 
진짜 민주주의를 

하승우/ 더  이음 연구위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역사의 현장 



또 다른 역사의 현장 



규제프리존과 지역주력산업, 차이는? 



소수자들은 더 힘들다 





개념부터 분명히.. 
민주주의냐, 민본주의냐? 

민주주의(democracy): 민중(demos)+지배(kratia).  

- 왜 아테네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요구했을까?: 클레이스테네스
(Cleisthenes)의 개혁과 민주정의 시대.  

민본주의(民本主義): 백성(百姓)이 나라의 근본(根本)  

- 정도전의 개혁 정책: 爲民(민을 위하고), 愛民(민을 사랑하고), 重民(
민을 존중하고), 保民(민을 보호하고), 牧民(민을 기르고), 安民(민을 
편안하게)  

 

-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일까, 민본주의일까? 

- 爲(for)와 與(with)의 정치. 

- 말하기의 정치(수사학)과 듣기의 정치(소통)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은? 
무너진 삼권분립 

제왕과 같은 대통령 
- 헌법상의 최고 권력 

- 3급 이상 공무원 1,800명 임명 

여당/야당의 국회 
- 행정부의 거수기 

- 당론에 종속된 대의제 

사법의 정치화 
- 선출되지 않은 권력/세습화 

- 정치의 사법화 

거짓 대의제/껍데기 
민주주의  



사실상의 양당제 = 부패 

자유당/한국민주당 계보 

나눠먹기식 정치/야합의 
상식화 = 부패 

진보정치의 배제/중도를 
표방하지만 사실상 보수화 

기득권에 유리한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대의되지 못하는 국민. 20
대 국회 남녀 83:17, 농민 
1명, 평균 연령 55.5세. 

대연정? 누구의? 



몰락하는 중간계급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에 따르면, 한
국에서 가장 집을 많은 소
유한 사람은 1,083채를 
소유하고 있다. 소득만이 
아니라 부동산같은 자산
까지 포함하면, 몰락하는 
중간계급의 허리는 휘다 
못해 부러지기 직전이다. 
이런 사회에서 더 이상 중
간계급은 판타지를 줄 수 
없으니 그들의 이야기가 
영화에서 사라지는 건 당
연하다. 
 



부서지는 삶 



한 개의 국가, 두 개의 나라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할 시간 

빨간약을 먹고 고통스럽지만 실제 세계를 직면할 것
인가, 파란약을 먹고 매트릭스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민주주의는 청와대나 국회가 아니라 거리에 



 



모이고 떠들고 움직인다면 

• 민란은 대개 통문通文 발송
과 함께 시작되었다. 통문은 
민회의 개최를 알리는데, 참
여하지 않으면 벌금을 걷거
나 집을 부쉈다. 즉 민란은 
공동체의 행동이었다. 

• 민회는 5일마다 열리는 장
시를 이용했고 여러 장시가 
동시에 열리면 엄청난 사람
들이 모였다. 산과 들을 덮
을 정도라는… 

• 모내기를 중단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고, 공동노
동조직인 두레가 통문과 민
회를 대신해 민란을 일으키
기도 했다. 



우리 역사에도 있다:만민공동회 

• 19세기 말의 만민공동회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누구나 참여해 
발언할 수 있는 민회였다. 임금에게 뭘 해달라는 상소도 아니
었고, 수령을 쫓아내기 위해 봉기했던 민란과 다른 형태의 정
치공간을 만들었다.  



행동하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가장 기본적인 것. 정보공유 



만남이 사람을 전염시킨다 
공간은 전염이다. 

“공간과 결사의 차이를 시야에서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회관에서 문자
를 배우거나 카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특정 집단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 이 공간은 새로운 이념을 접하고 공통
의 관심사를 인식하며 전술을 토론하고 
심지어 정치행위에 나서게 될 비공식적
인 기회를 제공했다. 민중회관은 생활세
계로서, 그로부터 한층 더 공식적인 형
태의 결사가 나타날 모체였다. „공간적’
이지 않고 결사나 모임을 주선하지 않는 
결사는 거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그런 결사는 촘촘하고 중첩되는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장소는 의미와 기억의 닻이다.” 



감시도 참여이다. 

국회의원 감시의 경우, 두 개의 사이트가 매우 유용하다. 대한민국 
정치의 모든 것 사이트(http://ko.pokr.kr/main)와 열려라 국회 사이
트(http://watch.peoplepower21.org/)에 가면 제법 많은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약력과 경력부터 회의 출석률, 제출법안, 상임위, 발언까
지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에서도 의
원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의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서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정치의 첫걸음이다. 

http://ko.pokr.kr/main
http://watch.peoplepower21.org/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시청과 시의회를 감시하자.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로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분산되어 있고, 그나마도 단체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시청과 시장이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http://www.cheonan.go.kr/kor.do 

지방의회의 홈페이지에 가면 의정일정/활동과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천안시의회 

http://www.cheonancouncil.go.kr/source/korean/assembly/late.
html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가까운 거리 내에 상주하고 있다. 지방
의회를 자주 방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역의 현안들을 주민들과 자주 이야기하며 그런 자리에 지방의원을 
초대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http://www.cheonan.go.kr/kor.do
http://www.cheonancouncil.go.kr/source/korean/assembly/late.html
http://www.cheonancouncil.go.kr/source/korean/assembly/late.html


 주민투표제도: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

리를 증진함을 목적 

 주민발의제도: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중 20분

의 1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

나 개폐를 청구 

 주민소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

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 

 주민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 후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

여 소송을 제기. 

 주민참여예산제도: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이 공유. 

 

 그러나 제도가 있다고 해서 주민참여가 자동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참여제도도 활용하자 



지역정치전략을 세워본다면 
 

기존의 지역정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 선거제도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역정치 

                         이해관계에 종속된 정치 

                         기득권 카르텔과 토호세력에게 잠식된 정치 

                         공무원 조직의 부패와 시민의 무기력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어떤 목표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부분(선거제도 등)과 정치적인 
힘을 조직해서 가능한 부분(지역정치활동 등) 



지역정치전략을 세워본다면 
 

구조적인 변화필요성 
- 선거제도, 선거구획정의 민주화 

- 지방자치구조: 단체자치→주민
자치, 단체장→지방의회 

- 개발 중심의 정책을 지속가능성
으로: 이해관계자를 찾아라. 

- 공무원 조직의 폐쇄성 타파: 칸
막이 행정, 공공성 독점 타파 

- 긴 노동시간, 불안정 노동의 전
환: 여유 없는 시민생활, 높은 
참여비용→지역노동, 기본소득 

- 중앙언론, 중앙 중심의 여론구
조 전환. 지역언론/공론장 

 

 

 

주체적인 활동 
- 선거 등 주요 국면에 개입하기: 

정당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 

- 지역현안에 대한 정보발굴 및 
공유/공론화 등. 

- 지방정부 감시/비판. 

- 나와 우리의 이해관계를 공적인 
의제로 전환시키기. 

- 냉소주의 극복을 위한 작은 성
과 이루기. 공적인 행복.  

- 생활정치를 위한 공적인 대화/
소통/공감능력 기르기 



권리는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
야 합니다. 권리를 가진다는 것
은 특권을 갖고 있다는 뜻이 아
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권리가 없어”라고 주장할 수 있
는 권리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
리를 위해 싸워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는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게 아
니라 주제에 대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꺼내놓고 자신의 생
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책임
이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 지도자는 민중의 열정과 꿈
을 번역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지, 그 꿈을 만드는 사람이 되
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꿈
을 표현함으로써 그 꿈을 재창
조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산다는 게 무슨 힘이 될까? 



민주주의의 힘은 공존과 우정에서 



                                                                                                                                                                                                                                                                                                                                                                                                                                                                                                                                                                                                                                                                                                                                                                                                                                                                                                                                                                                                                                                                                                                                                                                                                                                                                                                                                                                                                                                                                                                                                                                                                                                                                                                                                                                                                                                                                                                                                                                                                                                                                                                                                                                                                                                                                                                                                                                                                                                                                                                                                                                                                                                                                                                                                                                                                                                                                                                                                                                                                                                                                                                                                                                                                                                                                                                                                                                                                                                                                                                                                                                                                                                                                                                                                                                                                                                                                                                                                                                                                                                                                                                                                                                                                                                                                                                                                                                                                                                                                                                                                                                                                                                                                                                                                                                                                                                                                                                                                                                                                                                                                                                                                                                                                                                                                                                                                                                                                                                                                                                                                                                                                                                                                                                                                                                                                                                                                                                                                                                                                                                                                                                                                                                                                                                                       
지방정부 재정이 궁금하시다면..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지방정부의 주요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  내고장 알리미 
   http://www.elis.go.kr/ 

지방정부의 조례가 궁금하시다면..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laiis.go.kr/jsp/cmm/main/MainIndex_02.jsp 

궁금한 통계자료들..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http://lofin.moi.go.kr/portal/main.do
https://www.laiis.go.kr/jsp/cmm/main/MainIndex_02.jsp
http://www.elis.go.kr/
https://www.laiis.go.kr/jsp/cmm/main/MainIndex_02.jsp
https://www.laiis.go.kr/jsp/cmm/main/MainIndex_02.jsp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숫자에 질리신다면..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지방정부의 보고서들이 궁금하시다면.. 

  - 정책연구관리시스템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잘 쓰시려면 숙련이 필요합니다. 연습~~^^ 

연습을 잘 하려면 구체적인 궁금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지역에 관해 뭣이 궁금한가? 뭣이 중헌가?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http://www.index.go.kr/potal/main/PotalMain.do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http://www.prism.go.kr/homepage/main/retrieveMain.do


녹색당, 떡갈나무 혁명을 만들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