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회 6차회의 결과 보고】
1. 회의 개요
가. 일시 : 2005. 4. 15(금) 16:00~18:00
나. 장소 : 지속위 중회의실(618호실)
다. 참석자 : 김승묵 간사, 박재묵 총무, 박수선 위원, 전성환 위원, 정진승 위원, 조상
행 위원, 최정철 위원, 홍준형 위원, 행정팀(김경원, 엄두용, 박태순)

라. 진행순서
1) 개회 (김재묵 간사)
2) 갈등관리포럼 및 전문가 워크샵 계획(안) 보고(김경원 팀장)
3) 보고안건에 대한 토의(간사 주재, 전 위원 참여)
4) 폐회(간사)

2. 주요 회의 결과
가. 갈등관리 포럼 개최계획 관련
나. 갈등관리 전문가 워크샵 개최계획 관련
ㅇ 워크샵 준비를 위한 운영체제 정립
-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준비소위원회 구성 운영(박재묵 위원 책임)
- 전문위원, 기타 전문가 등 자문단 자문
ㅇ 프로그램의 내용, 협력기관 등을 마련하여 다음 전문위원회 보고
라. 향후 계획
ㅇ 차기회의
- ‘05. 5. 26(목) 16:00, 지속위 중회의실
- 갈등관리전문가 워크샵 개최계획안 심의

3. 주요 회의 내용
가. 제5차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주요 조치사항 보고
1) 포럼 준비를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다음 전문위원회 보고키로 함에 따라
- 소위원회(위원장 박재묵 위원)를 구성하여 포럼계획 마련
나. 시범사업 기관별 사업추진상황 발표 및 자문
1) 포럼의 명칭은 “2005년 제1차 갈등관리포럼”으로 함
- 2004년 포럼(1차례 개최)과 연계하여 2차포럼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하였으나,
이번 포럼의 특성을 감안하여 2005년 1차포럼으로 함
2) 포럼의 주제(명칭)을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등으로 수정
- 당초 :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 수정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또는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홍준형)
3) 토론자 내용 일부 수정 필요
- 언론인 1명 추가 필요(강찬수기자 등)
- 환경부(유제철과장)과 박수선 위원 내용중복 우려
* 법제정 주관부처인 국무조정실(담당과장) 참여하는 것으로 조정
4) 포럼내용에 대한 홍보 교육을 위한 기록유지
- 기록용 VTR 녹화 검토
* 포럼계획 수정자료 : 별첨
다.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워크샵 관련
1) 워크샵의 추진체계 정립
- 관련 협력기관을 중심으로 운영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되, 준비회의 총괄을 맡
아 주신 팀(박재묵 교수 등)이 계속 추진
- 운영소위에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참여 필요
- 운영소위에 마련한 안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위해 관련전문위원, 기타 전문가
가 참여하는 자문단 구성 운영
2) 워크샵의 내용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운영소위에서 더 논의를 거쳐 다
음 전문위원회에서 확정
3) 워크샵의 내용은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운영소위에서 더 논의를 거쳐 다
음 전문위원회에서 확정

[붙 임]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포럼 계획(최종안)
□ 목

적

ㅇ 갈등관리기본법에서 도입하게 될 참여적 의사결정의 기법과 활용방법을 소
개하고, 국내에 적용된 사례 발표와 이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참여와
숙의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참여적 의사결정의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개최개요
ㅇ 일시 : ‘05.5.6( 금 )14:00 ～ 17:30
ㅇ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ㅇ 참석대상 : 100여명
- 지속위 갈등관리정책전문위원, 갈등관련 전문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공기업 간부 및 직원
- 시민․사회단체 간부 및 활동가, 기타 전문가
ㅇ 주

제 : 공공갈등과 참여적 의사결정

□ 주요내용
ㅇ 참여적 의사결정의 의의와 활용 방안(발제1 : 김환석 교수)
ㅇ 국내에서 시도된 참여적 의사결정의 사례를 의사결정의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발표(4명, 총60분).
ㅇ 발표 사례를 사전에 평가․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참여적 의사결정의 성공
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발제2 : 김유환 교수)
ㅇ 주요 갈등을 체험하고 해결을 위해 참여한 전문가 토론(5명, 총50분).
ㅇ 질의 응답 및 토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