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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열린정부주간 맞아 대한민국 열린정부 방향 모색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주관 민관합동행사(5.16.~20.)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를 5월 16일(월)부터 5월 20일(금)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세계열린정부주간(Open Government Week)은 개방·반부패·참여 등 열린
정부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정부와 협력하는 혁신가를 조명
하기 위해 국제협의체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OGP)이

Government Partnership,

주관하는 국제 기념주간이다.

○ ‘세계열린정부주간’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열린정부주간을 통해
70개가 넘는 국가가 1,300개 이상 열린정부 행사를 개최해왔다.
○ 몇 가지 예로, 에스토니아는 디지털 거버넌스 국제회의를 개최해 반부패를
위한 디지털 도구(툴)을 소개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은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열린정부를 알리고 이행하는 계기로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활용해왔다.
□ 우리나라는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이 출범한 2011년에 가입해 국제적
연대에 동참해왔으며 행정안전부 주도로 2017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제11대 열린정
부파트너십(OGP) 78개 정부를 대표해 의장국을 역임했다.
○ 지금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세계 민주주의국가 연대를
대표해 활동해왔다.

□ 올해도 대한민국의 열린정부 활동을 주도하는 민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가 2022년 세계열린정부주간을 맞아 열린정부 활동을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합동행사를 개최한다.
○ 특히, 이번 세계열린정부주간 행사는 대한민국이 2021년 OGP 의장국으로서
서울에서 개최한 「2021 OGP 글로벌서밋」주제에 맞춰 국제적으로
논의한 내용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자리로 더욱 의미가 있다.
□ 5월 16일(월) 열린정부 가치와 실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정부·시민
사회·학계·청년뿐만 아니라 국제협의체도 참여해 대한민국 열린정부
활동에 대한 평가와 나아갈 길을 논의하고 대한민국 열린정부 국가실행
계획 수립 개선 방법을 모색한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
대표가 토론 사회를 맡고 알랜 우(Alan Wu) 열린정부파트너십(OGP)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임담당관, 티나틴 니누아(Tinatin Ninua) 열린정부
파트너십(OGP) 독립평가기관(IRM)* 차장, 박지환 오픈넷 이사,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손성민 학생 등 정부·시민사회·국제협의체·
청년의 시각을 공유하기 위해 토론자로 참여한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독립평가기관(Independent Reporting Mechanism):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의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 수립·이행을
평가하는 독립 기관
○ 아울러, 세계열린정부주간 계기 대국민 사전 행사(이벤트)를 진행해
알아본 ‘국민이 생각하는 열린정부’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 첫째 날 열린정부 토론회에 이어 디지털·참여·반부패 분야를 다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시민참여 토론회(5.18.)」, 「국민의 알권리와
열린정부 과제 발전 방향 세미나(5.20.)」가 개최된다.
○ 5월 18일(수)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와 시민참여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기반(플랫폼) 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발제하고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 이준수 레티스랩 대표,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신민수 디지털혁신정책포럼
공동대표가 디지털플랫폼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토론한다.

○ 5월 20일(금) 「국민의 알권리와 열린정부 과제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 행정안전부 시민사회 성장 기반 마련
과제 이행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이선중 서울시립대학교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논의하고,
산업기술·국가첨단산업특별법과 열린정부 간 갈등을 주제로 박경신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
□ 「세계열린정부주간, 국민이 만드는 열린정부」 행사는 동대문디자인
플라자(ddp)에서 개최되며 열린정부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 가능하다.
○ 행사 참여 방법은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등록하고 안내받을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개최되는 열린정부 행사는 세계열린정부주간
공식 누리집(www.opengovweek.org/map/)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은 세계 민주주의국가 연대이자 정부를 투명하고,
부패 없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국제협의체다.
○ 대한민국을 포함해 77개국(2022년 5월 기준)이 수천 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 열린정부파트너십(OGP) 회원국 정부와 시민사회는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공동 수립해 이행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는 열린정부 가치를 확산하고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2017년 정부-시민사회 정례협의체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를
출범시켰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는 2개년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을 수립·이행·
평가하고, 열린정부 가치 확산과 인식 제고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민간위원장인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열린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감, 문화, 개개인의 의식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라며,

○ “세계열린정부주간을 통해 열린정부 가치를 알리고, 정부와 협력하는
시민사회·국민이 더욱 목소리 낼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세계 민주주의국가
연대에 동참해 열린정부를 구현해 온 국가”라고 말하며,
○ “앞으로도 투명성·반부패·시민참여 등 열린정부 가치 구현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보다 공고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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