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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 원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지방

자치단체 플랫폼에 관한 사례 분석, 서울시교육청 상상톡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 원

리 초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교사,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최종 설계 및 운영 원리를 개발하였

다. 연구 결과,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를 위해 3개의 설계 원리와 11개의 세부지침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플랫폼 운영

을 위해 4개의 설계 원리와 13개의 세부지침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하여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하는 시도교육청에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사회혁신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velop principl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We have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local government platforms and the status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s 
Sangsang Talk to sketch out principles for the design and operation of the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In addition, 
an expert council consisting of teachers, experts, and official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helped establish the final draft of 
the design and operation principles. As a result, this research came up with three guiding principles regarding the design of the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and 11 detailed guidelines. Furthermore, the research addresses four operation principles 
and 13 detailed guidelines.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romote digital social innovation by providing the fundamental data on 
the design and management system to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that wish to operate an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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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 위기의 도래 

등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이

윤 창출을 목적으로 혁신을 추구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는 효율성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목

적으로 하는 공공부문의 정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1].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는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혁신은 사용대

상과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그동안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넓은 의미로서의 사회혁신이란 사회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사회적 협력에 기반하여 사회

적 가치 생산과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이다[2], [3]. 

한편, 좁은 의미로서의 사회혁신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혁신

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4], [5]. 즉, 정부 혁신은 사회혁신의 범위에서 이

해될 수 있다[6].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 혁신은 효율성과 생

산성 확보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

계자들의 참여를 강조하고, 여러 주체의 연대와 협동을 강조

하는 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혁신의 두 축인 방법의 혁신과 주체의 혁신을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하고 있다[7].

이러한 모습 중 하나로서 디지털 사회혁신은 광범위한 사

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회혁신 과정에 디지털 기술

을 활용하여 사회적이고 협력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8]. 숙의민주주의로의 진전, 개방형 정책 플랫폼으로의 전환 

요구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참여 공간이 온라인으로 확

대되는 형태의 사회혁신으로 볼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시민참여 플랫폼은 정보 수집 및 제공, 정책 결정 기관의 응

답, 소통 및 토론, 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와 반영 등의 모습

이 나타나고 있다[9].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

서 운영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책 제안 플랫폼은 2020년 

기준 총 300여 개가 있다[6]. 대부분 플랫폼이 국민신문고와 

연계되어 있으며 약 60여 개가 독립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관 

웹페이지를 활용하고 있다. 독립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대표

적인 사례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 행정안전부의 

‘광화문 1번가’, 서울시의 ‘민주주의 서울’ 등이 있다. 반면,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가 증가

하는 데 비해 교육청 수준의 운영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2017년부터 시작한 서울미래교육 상

상프로젝트(이하 상상톡1.0)는 부분적으로나마 디지털 사회

혁신 차원에서 정책 제안 플랫폼을 운영한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초기의 상상톡1.0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학교 현장이 

원하고 기대하는 교육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하였

다. 교육청은 상상톡1.0을 통해 모든 학교들이 미래교육의 비

전을 공유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토론을 통해 정책과제 및 제

안사항을 발굴하도록 지원하였다. 상상톡1.0은 교육청이 정

책을 수립해 학교 현장에 하달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학교가 토론을 통해 상상톡1.0에 제안한 내용을 교육청이 검

토하고 실제 정책화하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의 변화

를 의도하였다.

상상톡1.0은 운영방식에 따라 2017년~2018년의 온‧오프

라인 혼합형과 2019년~현재까지의 온라인형으로 구분된다. 

온‧오프라인 혼합형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상상톡 게

시판 메뉴를 개설하고, 학교의 토론 결과나 개인의 정책 제안

을 접수하는 방식이다. 학교의 토론 결과를 온라인 게시판에 

업로드하였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공존하는 방식이다. 

반면,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오프라

인에서의 토론을 교육청 차원에서 유도하지 않고, 온라인 게시

판에만 자율적으로 정책 제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도입 

취지를 볼 때, 상상톡1.0은 교육청 수준에서의 사회혁신 혹은 

디지털 사회혁신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실제 운영성과를 살펴

보면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2017년 이후 온라인 게시판

에 업로드된 정책 제안 건수는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동시에 

현장의 정책 제안에 대한 정책화 건수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현재, 상상톡1.0은 기존의 자율적 정책 제안 통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디지털 사회혁신으로서의 기능을 적극

적으로 구현할 것인가, 아니면 정책 의제 발굴과 비전 공유 

기능을 하는 한시적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상상톡1.0을 폐지

할 것인가 등의 기로(岐路)에 서 있다. 본 연구는 상상톡1.0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분야

의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와 선행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본 연구가 온라인 플랫폼 마련에 토대가 되고, 플랫폼 참여 

활성화와 효능감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Ⅱ.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과 국내·외 지

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를 탐색하였다.

2-1 서울시교육청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

현재 교육청 단위에서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

합적으로 운영하는 국내 사례는 없다. 국내 시도교육청에서는 

중앙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과 연계하거

나 교육청 홈페이지상의 게시판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대

부분이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 제안 플랫폼을 구축

하고 운영하려는 움직임과 비교하면 교육분야의 온라인 시민

참여 활동은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시도교육청

에서도 청원･발안･민원 등 법령에 근거한 단순 게시판 형태

의 시민의견 수렴 창구가 대부분이고, 참여율도 낮은 수준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7년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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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정책 제안과 토론 공간을 운영한 서울시교육청의 상상

톡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책 제안을 위한 통합 플랫폼은 없지

만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책 제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0].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의 화면 상단 메뉴에는 ‘참여제

안’ 항목이 있고, 하위 메뉴로 정책토론, 제안방, 주민참여예

산, 시민참여(시민참여단 공론화)가 있다. 이중 ‘제안방’은 ‘서

울미래교육상상톡(이하 상상톡)’으로 연결된다. 상상톡은 서

울시교육청이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시작

한 상향식(bottom up)의 교육토론 및 정책 제안 프로젝트이

다. 서울시교육청은 미래교육 관련 과제들을 홈페이지 제안방 

‘상상톡 정책플랫폼’에 올리도록 하고, 수합된 과제들을 각 부

서와 협력하여 정책화 하였다. 2019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이 주도하여 서울미래교육 과제를 수합하던 관 주도의 방식

을 종료하고, 온라인 플랫폼에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는 사

업만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은 다양한 행위자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기반이므로, 

상상톡은 제한적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게시물

이 비공개이고, 공개 게시물의 경우에도 게시물에서 바로 작

성자의 제안 내용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높지 않다. 대부분의 

게시글이 첨부파일 형태여서 이용자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했는지 한 번에 알기가 어렵다. 한편, 상상톡이 학교 현장의 

토론을 기반으로 하지만 플랫폼 상에서 사업 참여자 간 또는 

교육청과의 쌍방향 소통 기능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상상톡

에서는 댓글, 공감 기능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

라인 공간에서는 토론이 진행될 수 없다.

디지털 전환기에서 상상톡이 교육정책 공론장으로서의 위

상을 지니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설계‧운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상상톡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프로세스

를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온

라인 공간에 충분히 담기지 못하고, 첨부파일 형태로 매우 제

한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현장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운영 프로세스를 만들고, 참여 양

식과 가이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2-2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

서울시의 시민참여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일상

의 문제를 제안하고 토론을 통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공간

이다[11]. ‘서울의 공론장’을 모토로 2017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와 시민이 시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며 함께 실행하는 민

주주의 플랫폼이다. 기존의 민원, 청원 창구가 시민과 기관의 

일대일 소통에 머물러 있었다면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

울시 모두 플랫폼의 구성원으로 시민과 시민, 시민과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

영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플랫폼이 실제 목적에 맞게 기능

할 수 있도록 운영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사

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제안’과 ‘서울시의 제안’(서울시가 

묻습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민제안’은 시민들의 일상적

인 생활제안에서부터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제안이 올라와 있

고, ‘서울시가 묻습니다’에는 서울시의 정책 또는 시책에 대한 

제안과 이에 대한 투표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시민을 의제 및 

정책 생산자로 설정하고, 시 행정과 시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는 정책 제안플랫폼인 ‘바로소통광

주’를 운영하고 있다[12]. 광주광역시 바로소통광주 제안게

시판의 교육 분야 제안을 살펴보면, 내용에 따라 광주광역시 

담당자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검토의견을 게시하고 있

다. 그러나 제안 및 토론 게시물 관련 부서에서는 제안에 대

한 검토의견을 첨부파일 형태로 게시하여 홈페이지 이용자들

이 해당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바로소통광주에서는 

제안이 30일 동안 공감 50표를 받으면, 토론으로 이동한다. 

이때, 30일 동안 1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시민권익위원회에

서 논의를 통해 실행 여부를 결정한다. 광주광역시 사례는 교

육 관련 제안을 교육청 또는 시가 함께 검토하고 답변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소통광주로 연결되는 이유나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없

다. 교육청 홈페이지에서는 바로소통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관련 토론을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다.

마지막으로, 해외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 중 바르셀로나의 

데시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13]. 2016년 출범한 데시딤은 

카탈루냐어로 ‘우리의 결정’을 의미한다. 제안서를 만들고, 공

공회의에 참여하고, 숙의토론을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여

러 형태의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고, 결정사항 실행을 모니

터링함으로써 수천명의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조직화하는 것

을 가능하게 한다. 바르셀로나 시의회는 데시딤에 올라온 청

원, 각종 투표 결과를 검토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한다. 데시딤 

바르셀로나에서는 설문 응답, 제안, 대면 또는 가상 회의 토

론, 우선 순위 지정 등의 참여 활동을 할 수 있다.

데시딤은 정책 제안 관련 토론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참

여예산 관련 토론과 투표도 진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토론을 

보면 의제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적인 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의견 수렴 및 토론, 

우선순위 결정 투표, 공무원과의 공청회, 시의원과의 미팅 등 

바르셀로나 시와 지구별 논의의 장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

로 데시딤에서 시의 실행계획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

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시의회의 거시적 정책 계획

이나 의제에 대한 실행계획이 올라온다. ② 시민은 계획에 대

한 ‘제안’을 작성하거나 제안에 대한 토론(지지, 반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온라인 세션 등 의제 관련 회의에 참여할 

수도 있다. ④ 시민의 의견과 제안을 취합해 실제 정책에 반영

한다. 이 과정이 플랫폼에 단계별로 모두 공개되고, 논의 이후

의 실행 결과에 대한 정보도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들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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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분석할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

째, 민주주의 서울과 데시딤 바르셀로나 모두 제안 과정이 진

행되는 단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둘째, 시민토론이나 

투표가 어떤 시민 제안을 통해 열리게 된 것인지 연계된 정보

를 제공한다. 셋째, 의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다양한 토론, 투

표 유형을 운영하고 있다. 찬반형, 설문조사형, 의견수렴형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넷째, 기관이 정책 의제를 제시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과 시민 제안을 정책화하는 과

정이 모두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텍스

트 기반의 비동기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동시에, 공청회, 공개

토론회, 온라인 실시간 미팅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여섯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 기관들이 연계

하여 다양한 시민 제안과 의견을 수용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

계를 갖고 있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그림 1과 같

이 수행되었다.

Stage Research methods and procedures

↓

Analysis of 
Sangsang 
Talk 1.0

Status of post
(content analysis)

+
Content of post
(text-mining)

↓

Developing 
Principle of 
designing 

and 
operation on 
the platform

Case studies and analyses of 
policy proposal platforms

↓

Focus Group Interview
(3 Teachers, 3 Experts, 3 School district staffs)

↓

Principle of designing and operation on th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그림 1. 연구 절차

Fig. 1. Research procedure

본 연구의 절차는 상상톡 실태분석과 플랫폼 설계‧운영 원리 

도출의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실태분석 단계에서는 상상톡의 

게시물 현황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후 실태분석과 국내외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잠정적인 상상톡 

플랫폼 설계와 운영 원리를 도출하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수

정‧보완하였다. 상상톡 설계 및 운영 원리는 플랫폼 설계와 운

영의 두 측면에 대한 상세설명과 예시자료를 포함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

1) 게시물 현황 내용 분석

상상톡1.0 게시물의 주요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904

개의 게시물을 수집하였다. 각 게시물의 식별 정보로 ‘글쓴

이’, ‘직급’, ‘소속학교’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고, 게시물 정

보로 ‘제목’, ‘현황 및 문제점’, ‘필요성 및 개선사항’, ‘기대효

과’, ‘새로운 정책 제안’, ‘등록 일자’, ‘공개 현황’, ‘조회수’가 

수집되었다. 내용 분석을 위해 작성연도, 학교급, 공개 현황, 

조회수, 게시물 형태를 범주로 설정하였다.

2) 게시물 내용 텍스트마이닝

상상톡1.0 게시물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집된 

904개의 게시물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으로 작성된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하였다. 첫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이 용이한 형태로 가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전처리를 실시하

였다. 데이터 전처리를 통해 문장에서 명사만 추출하고, 동의

어, 유사어 등을 대표 단어로 변환하였다. 둘째, 정제된 한글 

데이터에 대하여 R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

도 분석은 특정 문서에서 주로 등장하는 주요 단어를 의미하

며, 등장 횟수를 단어 빈도로 표현할 수 있다. 여러 문서에서 

무의미하게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TF-IDF를 활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빈도 분석과 

TF-IDF의 차이가 크게 없어, 빈도 분석을 중심으로 기술하

였다. 그리고 상위 50개의 단어에 대해 연결정도 중심성을 함

께 제시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이 크면 연결된 다른 노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단어와 단어 

사이의 구조적 등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CONCOR(CONvergence of iterated CORrelation)분석을 

하였다. CONCOR 분석은 상관관계 분석을 반복적으로 수행

하여 적정한 수준의 유사 군집을 찾아내는 방법이다[14]. 본 

연구에서는 빈도 분석 결과 상위 5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50 

× 50, 1-mode 행렬을 만들어 UCINET6.0을 이용하여 

CONCOR 분석을 하였다[15]. 군집을 이룬 단어에 대하여 

박사 2인이 협의하여 군집 명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게

시물에 대해 연도별로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였으나 지면 관

계상 전체 기간의 게시물 특징만 제시하였다.

3) 전문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는 표 1과 같이 상상톡 설계 및 운영 원리에 

전문적인 의견을 줄 수 있는 현장 교원 3인, 민간전문가 3인, 

교육청 관계자 3인을 섭외하여 총 3회 실시하였다. 전문가들

의 동의하에 협의 내용을 녹음 및 전사하였으며 질적 내용 분

석을 실시하였다. 교원 그룹의 전문가들은 상상톡1.0 사업 초

기에 참여자 혹은 촉진자로 활동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그룹

은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등을 기획하는 역할을 수행

하였다. 교육청 그룹은 상상톡 사업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상상톡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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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처리하는 장학사(관)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2021.6.28(월) ~ 6.30(수) 동안 그룹별, 90~100

분 정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전문가들에게는 협의회 일주

일 전, 사전 질문지가 배부되었다. 실제 전문가 협의회에서는 

질문지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 전문가들의 답

변 중 의문 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질문하였다(질문예시: 상상

톡 플랫폼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인가요?, 상상톡 플랫폼은 어

떻게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하나요? 국내‧외 정책제안 플랫폼 

중 상상톡 설계‧운영에 참고가 될 사례는 무엇인가요? 등)

표 1. 전문가 협의회 참여자 프로필

Table 1. Profile of FGI participant
Group
(date)

Cate
gory

Role Major career

Teacher
(2021.6.28.)

A Principal

Participation and using 
of Sangsang Talk 1.0

B
Teacher

C

External 
expert

(2021.6.29.)

D
Planner of 

public project

Planning of 
Gwanghwamun 1st 

Street 

E
Director of 

social 
cooperative

Planning of 
Democratic Seoul

Platform

F
Representativ
e of social 
cooperative

Operation of 
Democratic Seoul

School 
district staff
(2021.6.30.)

G
School 

inspector

Participation and using 
of Sangsang Talk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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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연구윤리 및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상상톡 게시물 중 많은 문서가 비밀

번호가 설정된 경우가 많아,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접근 

권한을 부여받아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데이터 보안을 위하여 

수집된 데이터에서 식별 정보는 모두 익명 정보로 변환하였

고, 분석이 끝난 이후에는 해당 정보를 모두 폐기하였다.

전문가 협의회의 전체 내용은 참여자들의 동의를 받아 녹

화되었고, 음성은 전사되었다. 녹화영상은 연구목적으로만 활

용하고, 연구 종료 시 폐기할 것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협의회의 그룹별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종합적인 

시사점은 연구진이 공동으로 분석하였다.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협의하여 조정하였다.

Ⅳ. 연구 결과

4-1 상상톡1.0 실태분석 결과

1) 게시물 현황 내용 분석 결과

상상톡1.0의 게시물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도별 추이, 

학교급별 참여 현황, 공개 현황, 게시물 형태를 내용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상톡에 게시된 정책 제안의 연도별 추이에 관한 분

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총게시물 수 904건, 2017년 659건, 

2018년 181건, 2019년 46건, 2020년 13건, 2021년 5월 현

재 5건으로 매년 정책 제안이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교육청 주도의 미래학교 상상과 관

련된 행사가 다수 진행되었고, 학교별로 상상톡 행사가 장려됨

에 따라 관련 정책 제안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2년 동안 토론 중심 상상톡 문화가 정착되었고, 2019년부터 

게시판 위주의 자율적인 정책 제안으로 전환됨이 영향을 미쳤

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하여 학교의 모

든 역량이 방역과 원격수업에 초점을 두었다는 측면에서, 교사

들의 자율적 참여가 낮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참여 현황 분석 결과

Fig. 2. Analysis result of participation status by year

둘째, 상상톡에 게시된 정책 제안의 학교급별 참여 현황 분

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유치원 12건, 초등학교 456건, 중

학교 274건, 고등학교 63건, 기타 5건, 교육청 94건으로 분

석되었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고, 유치

원과 고등학교는 비교적 참여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특정 학

교급의 정책 제안만 제안될 경우 전체 교육 맥락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급에서 상상톡에 참여할 수 있도

록 장려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그림 3. 학교급별 참여 현황 분석 결과

Fig. 3. Analysis result of participation status by schoo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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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상상톡에 게시된 정책 제안의 공개 현황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공개된 게시물은 395건으로 44%를 차지하

며, 비공개 게시물은 509건으로 56%를 차지하였다. 공개된 

게시물은 총 68,600회 열람되었으며, 한 게시물 당 평균 173

회 열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공개된 게시물은 게시판 및 

업무 담당자에 의해 총 1,741회 열람되었으며, 한 게시물 당 

평균 3.4회 열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개된 게시물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읽어 본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림 4. 정책 제안 공개 현황 분석 결과

Fig. 4. Analysis result of policy proposal disclosure status

넷째, 상상톡에 게시된 정책 제안의 게시물 형태 분석 결과

는 그림 5와 같다. 첨부파일로된 게시물은 620건으로 69%를 

차지하며, 게시판에 직접 작성된 게시물은 284건으로 31%를 

차지한다. 첨부파일로된 게시물은 대부분 교육청 또는 학교 

주도하에 이루어진 상상톡 행사의 결과물을 취합하여 올린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정책 제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열람해야 한다.

그림 5. 정책 제안 게시물 형태 분석 결과

Fig. 5. Analysis result of policy proposal post form

2) 게시물 내용 텍스트마이닝 결과

상상톡1.0의 게시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텍스트마이

닝을 통해 빈도 분석과 CONCOR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전체 기간의 상상톡 게시판에서 출현 빈도가 높은 상

위 50개의 단어는 표 2와 같다. 빈도가 높은 단어로 학교, 교

사, 학생, 교육, 지원, 업무, 수업, 운영, 학부모, 확대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 학생, 교육 등 일반적으로 많이 등

장하는 단어 외에 특징적으로 업무(6위), 연수(15위), 예산

(18위), 교권(50위) 등의 단어가 높은 빈도를 보였다. 연결정

도 중심성 분석 결과, 빈도의 순위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둘째, 전체 기간의 정책 제안에 대한 CONCOR 분석 결과, 

그림 6과 같이 4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4개의 군집에 대하

여 그룹명을 지정하고 주요 단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룹 1에서는 교사, 학생, 문제, 참여, 내용, 학부모, 생각, 시간, 

교실, 지도, 활용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학생 생활 지도’라

는 그룹명을 설정하였다. 그룹 2에서는 학교, 교육청, 교권, 

학년, 관련, 학보, 업무, 폐지, 어려움, 마련, 전문, 배치, 학급 

필요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학교 업무 지원 및 교육청 사

업 정비’라는 그룹명을 설정하였다. 그룹 3에서는 지원, 개선, 

제도, 교직원, 정책, 연수, 확대, 강화, 운영, 방안, 예산, 자율, 

사업, 교육과정, 정책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학교 교육과

정 운영 지원 방안’이라는 그룹명을 설정하였다. 그룹 4에서

는 교육, 수업, 실시, 중심, 학습, 활동, 변화, 방법, 다양, 설

치, 평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어, ‘교수학습의 변화’라는 그

룹명을 설정하였다. 이어 연도별로 진행한 텍스트마이닝 결과 

전체 기간에 제시된 정책과 유사한 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사점

상상톡1.0 게시물 현황 내용 분석과 게시물 내용 텍스트마

이닝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플랫폼

에 제안된 정책을 모든 사용자들에게 개방하고 공론화할 필

요가 있다. 상상톡1.0에서 공개된 게시물은 평균 173회 열람

되었는데, 이는 많은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정책 제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들은 다른 사용자

로부터 제안된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댓글, 공감, 추천 

등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반복

적으로 제시되는 정책은 게시물을 상단에 고정하여 해당 정

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책 추진 과정을 한눈에 살펴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게시물에 대

한 테스트 마이닝에서 매해 유사한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적 난제, 장기 과제에 대해 반복적으

로 정책 제안을 받는 것보다는 제기된 주요 제안에 대해 추가

의견을 받거나 추진 경과를 알려주는 것이 소모적 행정을 피

할 수 있다. 셋째, 상상톡을 학교나 교육청의 온라인 회의 도

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율적 온라인 참여로만 운영할 경

우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어, 기관의 회의 및 행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주별 토론 주제 제공, 의견 수렴 도구 제공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등과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협

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가 제안하는 정책 중 교육

청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역사

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

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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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k Word(Korean) Freq %
Degree 
Centrality

Rank Word(Korean) Freq %
Degree 
Centrality

1 School(학교) 1,804 2.91 985.253 26 Classroom(교실) 227 0.37 133.556

2 Teacher(교사) 1,385 2.24 850.414 27 Relevant(관련) 225 0.36 107.424

3 Student(학생) 1,298 2.10 753.535 28 Securing(확보) 225 0.36 115.939

4 Education(교육) 790 1.28 505.465 29 System(제도) 224 0.36 129.727

5 Support(지원) 761 1.23 394.707 30 Problem(문제) 222 0.36 141.121

6 Task(업무) 749 1.21 371.828 31 Reinforcement(강화) 219 0.35 119.404

7 Lesson(수업) 732 1.18 466.99 32 Method(방안) 218 0.35 117.414

8 Operation(운영) 584 0.94 328.848 33 Activity(활동) 215 0.35 123.485

9 Parents(학부모) 515 0.83 284.798 34 Speciality(전문) 201 0.32 116.04

10 Expansion(확대) 407 0.66 270.162 35 Idea(생각) 193 0.31 152.152

11 Education Office(교육청) 388 0.63 199.293 36 Change(변화) 189 0.31 158.737

12 Curriculum(교육과정) 364 0.59 256.404 37 Policy(정책) 183 0.30 87.404

13 Variety(다양) 346 0.56 226.303 38 Business(사업) 182 0.29 98.202

14 Improvement(개선) 333 0.54 218.394 39 School staff(교직원) 180 0.29 115.505

15 Training(연수) 327 0.53 170.162 40 Learning(학습) 178 0.29 115.788

16 Time(시간) 300 0.48 175.020 41 Difficulty(어려움) 172 0.28 110.98

17 Preparation(마련) 286 0.46 144.717 42 Installation(설치) 172 0.28 83.545

18 Budge(예산) 279 0.45 145.667 43 Content(내용) 170 0.27 88.444

19 Evaluation(평가) 275 0.44 172.232 44 Instruction(지도) 160 0.26 91.818

20 School Year(학년) 271 0.44 139.404 45 Way(방법) 158 0.26 97.222

21 Arrangement(배치) 245 0.40 113.313 46 Center(중심) 157 0.25 107.929

22 Implementation(실시) 242 0.39 158.919 47 Application(활용) 157 0.25 87.212

23 Abolition(폐지) 242 0.39 143.980 48 Need(필요) 154 0.25 38.091

24 Autonomy(자율) 242 0.39 201.354 49 Participation(참여) 154 0.25 102.101

25 Class(학급) 233 0.38 118.586 50 Teacher's authority(교권) 154 0.25 85.879

표 2. 빈도 분석 결과

Table 2. Result of Frequency Analysis(Top 50)
*Korean was written together for accurate understanding of words.

그림 6. CONCOR 분석 결과

Fig. 6. Result of CONCOR Analysis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3, No. 5, pp. 815-826, May. 2022

http://dx.doi.org/10.9728/dcs.2022.23.5.815 822

4-2 전문가 협의회 결과

1) 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에 대한 의견

현장 교원,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그룹이 전문가 협

의회에서 제안한 상상톡 플랫폼 설계 원리에 대한 의견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제안된 정책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개방

하고, 플랫폼 이용이 간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

문가들은 상상톡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의 낮

은 인지도와 사용자 관점에서 설계되지 않은 플랫폼의 문제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상상톡은 대부분 비공개글로 되어 

있어서 제안된 정책에 대한 의견 공유가 불가능하다. 공개된 

글의 경우 조회 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상상톡에서의 

상호작용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초기, 상상

톡의 개방성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었으나 상상톡에 올라오

는 글들이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어뷰징 이슈: abusing issue)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시민참여 플랫폼의 어뷰징 이슈는 해결되

어야 할 과제이지 개방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이슈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은 상상톡의 활용 방법과 원칙을 분명히 공지하고, 

금칙어 기능 등의 기술적 장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플

랫폼의 가입 및 이용 방법이 간편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

재의 상상톡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

능하다. 플랫폼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할 경우, 편리한 인증 절차를 통해 접

속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SNS 인증 및 연계를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면 참여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아이디어도 제시되었다.

셋째, 전문가들은 참여자들이 상상톡에 제안된 정책에 대

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상

톡1.0은 비공개된 글에 대해 참여자와 운영자 간의 1:1 상호

작용만 가능했다. 물론, 운영자의 피드백이 별도도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존재했다고 규정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상톡은 대부분 

비밀글로 되어 있으며 공개된 글에 대해서도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표시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상상톡에서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와 참여자, 참여자와 운영자

(교육청) 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와 운영자간의 상호작용은 참여자의 제안(글)에 대한 운영자

의 답변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공감 표시와 같이 

단순한 의견 표출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제안된 정책

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안건에 

따라서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생각이 공유되고, 토론과 숙의의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안건의 정책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었다.

넷째, 전문가들은 플랫폼 상에 제안된 정책의 처리 과정과 

결과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참여자들

의 정책 제안이 전체 처리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플랫폼이 활

성화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이 해당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기대와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외

부 전문가 그룹은 이러한 기대와 신념을 효능감으로 표현하

였다. 또한, 현장 교원 그룹에서는 정책 제안 처리과정의 정보 

공개가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전문가들은 플랫폼에 제안된 안건들이 처리되

는 방법, 처리 과정과 결과 등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

보를 시각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2)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에 대한 의견

현장 교원, 외부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그룹이 전문가 협

의회에서 제안한 상상톡 플랫폼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종

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의 운영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고 제시하였다. 운영 목적에 따라 설계 방향과 운영방식이 달

라질 수 있다. 현장 교원과 외부 전문가 그룹에서는 정책 제

안과 정책 홍보 플랫폼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대해 교

육청 관계자 그룹도 대체로 동의하였으나 단계적으로는 교육

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플랫폼으로써

의 기능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이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참여 주체는 개인이며 참여 범위는 

전체 시민이 될 필요가 있다. 상상톡이 현재와 같이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다른 제안 플랫폼이나 소통 채널과 차별화

되지 않는다. 온라인 플랫폼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상상톡은 개방적

인 구조로 설계하되 참여자들은 자율적으로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을 통해 생산된 제안의 처리 기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제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별로 의견이 달랐다. 외부 전문가들은 

시민들의 숙의와 토론 이후에 교육청에서의 검토를 주장했고, 

교육청 그룹에서는 안건에 따라 다양한 심의 절차를 마련하

되 교육청 안에서의 검토를 통해 공론화 안건을 선정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교육청 그룹은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책 제안 

이외에도 업무 개선과 민원의 성격을 갖는 안건이 올라오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의 통합수준에 대해서 교육청 플

랫폼 내 통합 운영을 제안하였다. 제안 플랫폼과 소통 채널을 

통합함으로써 플랫폼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력과 자원의 경제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이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 및 홍

보 플랫폼으로써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팀)의 필요성

을 제시하였다. 제안 플랫폼은 타 부서 간의 연계와 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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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상상톡 전담부서는 각 부서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이 플랫폼 운영 및 관

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전문기관을 통한 운영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전문가들은 상상톡이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되더라도 교육청이 직접 안건을 제안하거나 수요자들이 소비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의 콘텐츠는 시민들의 제안을 가공한 것일 수도 있고, 교육청

의 필요에 의해 직접 제작한 것일 수도 있다. 교육청은 중장

기 정책 수립이나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도 있다. 

즉, 상상톡은 정책 수립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시민들의 참여

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4-3 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 도출 결과

1)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원리

상상톡1.0 실태분석, 국내외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 전문

가 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상톡 플랫폼 설계 의견을 토대로 온

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원리를 도출한 결과는 표 3

과 같다.

Principle Detailed instructions

1. 
Openne
ss

1.1 Ensure that all citizens can participate in policy 
suggestions and that anyone can see the proposed 
policy.

1.2. Be open with the process that the suggested 
policy will go through and its result to the public.

1.3. Allow the suggested policy to be shared on other 
platforms easily. 

1.4. Present the rules for using the platform. 

2. 
Ease of 
Use

2.1. Enable login with simple authentication.

2.2. Visualize the tendency of the proposed policies 
on the platform. 

2.3. Ensure that citizens that easily search for the 
proposed policies on the platform.

2.4. Design the platform so that it is easy to use the 
policy proposal menu. 

2.5. Create a platform that can be accessed with all 
devices.

3. 
Interacti
on

3.1. Provide tools to share their thoughts such as a 
'like' button or emojis. 

3.2. Encourage discussions on the suggested policy. 

표 3.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설계 원리

Table 3. Design principles of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첫째, 상상톡 플랫폼이 누구나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정책 제안이 처리되는 과정과 결과가 공개

되어야 한다. 플랫폼의 개방에 따른 비방글, 부적합글 등에 대

한 이슈를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적용할 필요

가 있다.

둘째, 플랫폼은 사용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

어야 한다. 우선, 회원가입과 로그인 절차가 간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포털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아이디를 통

해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상상톡 플랫폼이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검색되어야 한다. 플랫폼 활용하는 사용

자들의 관점에서 각종 요소를 검토하고, 사용용이성을 확보한 

UI(User Interface)/UX(User Experience) 요소들을 추가

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상톡은 참여자 간, 참여자와 운영자 간 다양한 방

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댓글, 공감 표

시 기능이나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 다양한 수준의 상호작용

을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상호작용 행위를 유도할 수 있는 시

각화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가장 많은 참여가 

나타난 안건을 노출하거나 제안자와 유사한 안건을 연관 글

로 표시함으로써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각 설계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자료를 담은 가

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하였다.

2)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원리

상상톡1.0 실태분석, 국내외 정책 제안 플랫폼 사례, 전문

가 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상톡 플랫폼 설계 의견을 토대로 온

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원리를 도출한 결과는 표 4

와 같다.

표 4.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 원리

Table 4. Operation principles of online education policy 
proposal platform

Princip
le

Detailed instructions

1.
Integra
tion

1.1 Integrate online policy proposal platforms of each 
Office of Education. 

1.2. Link the platform with each Office of Education 
website.

1.3. Associate the platform with local government 
platforms for suggestions.

2. 
Partici
pation 
Promo
tion

2.1.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create contents for 
the participating citizens to enjoy.

2.2. Create a feedback standard and process and 
provide feedback stage by stage.

2.3. The Office of Education should suggest policies 
first and allow citizens to discuss them.

2.4. Provide discussion topics and learning topics so 
that it is possible to host events using the platform.

2.5. Encourage voluntary participation through 
promotions.

3. 
Demo
cracy

3.1. Keep the management of suggested policies 
transparent.

3.2. Ensure democratic discussions.

4. 
Sustai
nability

4.1. Operate a team to act as the command center.

4.2. Employ experts to manage platform operation and 
service.

4.3. Create long-term goals and consider constructing 
the platform in planned phases and operational 
expansion.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 DCS) Vol. 23, No. 5, pp. 815-826, May. 2022

http://dx.doi.org/10.9728/dcs.2022.23.5.815 824

첫째, 플랫폼은 통합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합하고, 

기존의 교육청 홈페이지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시

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 플랫

폼과 연동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제안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촉진해야 한

다. 단지, 참여자들의 정책 제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

청이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여 참여 동기를 높일 필요가 있다. 

때로는 교육청이 새로운 정책,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

제 및 안건을 제시하고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는 것도 필요하

다. 또한, 정책 제안에 대한 피드백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각 수준 및 반응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

다. 교육청은 정책 제안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양한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제안 플랫폼은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

해 정책 제안의 처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적 숙의 토론을 플랫폼 운영과정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 제안 플랫폼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 제안 플랫폼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타

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나 팀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플랫폼을 운영할 필

요가 있다. 사업 초기에는 정책 제안 플랫폼의 효과를 명확하

게 가늠할 수 없어, 가용할 수 있는 자원 범위 내에서 플랫폼

을 운영하되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각 설계원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과 예시자료를 담은 가

이드라인을 함께 개발하였다.

Ⅴ. 결  론

서울시교육청이 2017년에 시작한 상상톡은 온‧오프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이다. 학교가 토론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면 

교육청이 이를 검토하여 정책으로 실현하는 사업으로서 일종

의 디지털 사회혁신의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교

육청이 주도하는 오프라인 정책 제안 방식이 폐기되고 온라

인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도록 변경한 이후 참여율이 현저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톡은 디지털 사회혁신 기능

을 수행하는 정책 제안 사업으로 유지‧발전시킬 것인가 혹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까지의 상상톡을 ‘상상톡1.0’으로 규정하고 디지털 사회혁신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정책 제안 플

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상톡

1.0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타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 운영 

사례와 비교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전문가 협의회

를 통해 현장교원, 민간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으로부터 정

책 제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정책 제안 플랫폼의 설계 원리는 개방성, 사

용용이성, 상호작용성으로, 운영 원리는 통합성, 참여 촉진성, 

민주성, 지속가능성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

울시교육청의 상상톡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온라인 플

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밝혔다. 기존의 상상톡1.0 플랫폼의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정책 제안 플랫폼이 만들어지

기 위해서는 구현하고자 하는 원리가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리는 구체적인 설계 및 운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정책 제안 플랫폼 개발자 혹은 각종 협의체와의 의사결

정과정에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설계‧운영 

원리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실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원리가 효과적

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토 및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단순히 기존의 상상톡1.0의 유지 및 개선

보다는 새로운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의 상상톡2.0을 제안

하였다. 상상톡 2.0은 민간, 공공기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

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를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

여 실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시사점을 반영하되 상상톡1.0 운영의 한계와 성과, 현장교원

과 교육청 관계자 등의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청 차원

의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디지털 사회혁신의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이라는 비전에 적합한 정책 제

안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교육계

는 사회적‧문화적‧기술적‧환경적 변화에 직면해있다.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전 세계적인 동향이다. 서울

특별시교육청은 그동안 혁신미래교육을 추진해왔으며 새로운 

학교 및 교육과정 체제, 자율화와 분권화 등을 구현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 서울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

로 하는 의제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실문제들도 산적해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상톡2.0은 교

육청 수준에서 기획‧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으로서 디지털

사회혁신의 측면에서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고 선도하는 모

델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온라인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를 실

행하기 위해서는 후속되는 연구 및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우

선, 상상톡2.0에 대한 서울교육공동체(시민, 학생, 학부모, 교

직원, 교육청 관계자 등)의 폭넓은 요구와 인식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상상톡2.0이 기존의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이 아

니라 새로운 사회적 흐름과 교육분야의 비전을 반영하는 플

랫폼이기 때문이다. 서울교육동체의 요구와 인식에 대한 파악

은 플랫폼의 목적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투입될 수 있는 자원

의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기간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자료분석 

및 수집방법을 문헌분석, 사례분석, 전문가 협의회로 한정하

였다. 후속되는 연구 및 실행과정에서는 전문가 타당화, 요구

도 분석, 계층분석 등을 통해 플랫폼 설계 및 운영 원리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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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토타

입 구현을 통해 사용성 평가를 실행하고 수정함으로써 완성

도 높은 상상톡2.0을 개발하는 과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사용성 평가는 상상톡2.0의 실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예, 학생, 학부모, 교직원, 교육청, 일반시

민 등). 물론, 상상톡2.0을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구현하고

자 한다면 실제 사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수시로 수집하고, 

플랫폼 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시교육청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미래교육체제를 선언하였다. 온라인 교육정

책 제안 플랫폼으로서 상상톡2.0은 교육청 수준의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의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공동체가 정책 제안을 통해 참여하고 숙의함으로써 서

로 다른 의견에 공감하고 합의에 이르는 것은 정책과 현장의 

불일치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과정을 경험하고 내면화하도

록 하는 것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계의 역할

이기도 하다. 본 연구가 기존의 상상톡1.0으로부터 상상톡2.0

으로의 전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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