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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의 글

프로그램

코로나19로 인한 인고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고 있어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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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치고 힘든 이 때 이렇게 공동학술회의 초대장을 띄우게
되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공동주최자
들은 각 기관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특히 학술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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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고심 끝에 면대면 학술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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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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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동학술회의의 대주제는 “공론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숙의민주주의”입니다.




특히 이것은 우리 한국사회 공론장의 분열 및 과열 양상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할 대안으로서 ‘숙의’민주주의 접근법에 주목하면서 이론적 연구 및
국내의 경험적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한 함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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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대구경북연구원, 한국공론포럼, 한국NGO학회가 거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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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쳐 준비하고 숙성시켜 온 중요한 학술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학술회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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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과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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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상 실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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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회를 통해 특별한 공로자 몇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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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 공론장을 유구한 공론 창출의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대구로 유치해




주신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님의 혜안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공동주최자이면서 유익하고 실천적인 논문을 직접 발제하실 한국공론포럼의
박태순 상임대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NGO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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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연구위원장님의 탁월한 학문적 통찰과 기획력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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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별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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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이번 공동학술회의가 한국의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우리 모두의 공감대와
이해도를 한층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는 큰 깨달음의 장이 되기를 바라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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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대구에서 뵙기를 청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공동주최자 대표 한국NGO학회 회장 서 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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