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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이태원에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누구나 인정
하듯이 올해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유례가 드문 격동의 한해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물러가기도 전에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 전례 없는 태풍과 폭우 등의 기상 위
험까지 더해지면서, 위기가 전 세계의 일상이 됐습니다. ‘퍼펙트 스톰’으로 불리는 이런 상
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혜로운 정책과 국민의 화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둘러싼 극단적인 주장들은 서로에
게 예리한 칼날을 들이대고 있고, 갈등을 조율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성별, 세대 간 대결을 
조장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졌다지만 그마저
도 특정 진영을 위한 팬덤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이른바 ‘정치 훌리건’이 여론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이성적인 팬덤과 포퓰리즘 정치의 상호작용은 대한
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입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정치입니다. 본연의 목적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정치의 역주를 막
고,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SBS D포럼(SDF)은 올해 주제를 ‘다시 쓰는 민
주주의’로 잡았습니다.

만년 삼류라고 평가받는 정치 부문의 개혁을 위한 치열한 공론의 장을 통해, 석학들과 시민
들의 집단지성으로 우리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법을 찾아낼 수 있
기를 기대합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찾아뵙는 올해 SBS D포럼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청의 글

   대표이사 사장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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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D포럼 소개
‘지적인 당신을 위한 인사이트, SDF’

SDF는 SBS가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방송사로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실시
해온 대표적인 지식 나눔 프로젝트입니다. SBS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디지털 포럼
(SDF)과 미래한국리포트(FKR)라는 양대 비영리 포럼을 통해, 기술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한국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화두는 무엇인지 앞서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과 사회 문제를 따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시대에서, 변화에 
부응하고 더 많은 시청자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2018년부터 두 포럼을 계승 발전시킨 
SBS D포럼으로 SDF 시즌2의 문을 열었습니다. D 포럼에서는 디지털 관점의 한계를 뛰어
넘어 diversity(다양성), democracy(민주주의), data(데이터), dream(꿈), dignity(존
엄성) 등 다양한 화두로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해법을 모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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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시즌1: 서울디지털포럼 연혁 미래한국리포트 연혁 

2003 � 글로벌 토크 - 서울디지털포럼 전신(前身)
2004 � 디지털 컨버전스 혁명: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2005 � 쿼바디드 유비쿼터스: 디지털 미래사회의 조망
2006 � 인텔리전스: 디지털 진화의 미래, 지능형 서비스, 로봇 그리고 미래의 삶
2007 � 미디어 빅뱅! 경제와 사회에 대한 영향
2008 � 상상력: 기술, 정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우주 저 너머까지
2009 � 스토리: 새 장을 열다
2010 � 신(新) 르네상스: 또 하나의 세상을 깨우다
2011 � 초(超)연결 사회: 함께하는 미래를 향하여
2012 � 공존(共存): 기술, 사람 그리고 큰 희망
2013 � 초(超)협력: 내일을 위한 솔루션
2014 � 혁신적 지혜: 기술에서 공공선을 찾다
2015 � 깨어있는 호기심: 새로운 돌파구를 찾다
2016 � 관계의 진화: 함께 만드는 공동체 

제1차(2004) � 고령화 충격, 활로는 없는가
제2차(2005)�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제3차(2005) � 한국의 마지막 선택, 교육 동방학습지국의 비전
제4차(2006) � 행복의 조건과 가족의 미래
제5차(2007) � 꿈을 주는 리더십을 찾아서: 당신은 어떤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제6차(2008) � 기후의 역습: 지구의 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제7차(2009) � 위기를 넘어서
제8차(2010) � 2010 대한민국 ‘소통’
제9차(2011) � 경쟁의 딜레마: 공존의 新생태계를 찾아서
제10차(2012) � ‘착한 성장사회’를 위한 리더십
제11차(2013) � 행복한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 한국형 거버넌스는?
제12차(2014) � 한국사회 재설계: 공공성 그리고 착한성장사회
제13차(2015)� 광복70년 ‘좋은 정부의 조건’: 전환기를 넘어 착한 성장 사회로
제14차(2016) � 대한민국 新인구론: 생활공공성과 착한 성장사회.
제15차(2017) � 함께 쓰는 대한민국 성장방정식: 양극화 해소와 착한 성장사회

SDF 시즌2: SBS D포럼 연혁

2018 � 새로운 상식 — 개인이 바꾸는 세상
2019 � 변화의 시작 — 이게 정말 내 생각일까?
2020 � 겪어본 적 없는 세상 — 새로운 생존의 조건
2021 � 5천만의 소리 — 지휘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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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민주주의
SDF2022 주제

분열과 갈등을 에너지로 생존하는 정치…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권위주의와 포퓰리즘의 확산이  �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인종, 지역, 계층 등 �
서로 다른 집단 간의 극단적 대립은 �
민주주의의 퇴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7년 정치 민주화 이후, �
겉으론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속에선 심각한 파열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에 바탕을 둔 의견들이 �
자유로운 경쟁을 거쳐 합리적 의사결정으로 �
이어질 거라는 믿음에 기초합니다.

서로 다른 개인과 집단이 분출하는 이해를 �
슬기롭게 조율해야 할 정치가 오히려 국민의 분열을 조장할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갈등을 에너지로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는 시민들의 정치활동도 퇴행시켰습니다.

정책 성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국민의 정치적 선택은  �
무조건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팬덤 현상으로 변질되면서  �
급기야는 ‘정치 훌리건’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갈등을 넘어 모두가 존중받는 정치개혁…
‘업그레이드 1987’을 위한 ‘다시 쓰는 민주주의’

정치권이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
타협과 양보로 협치의 문을 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정치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반영하고 �
다가올 미래를 밝히게 하려면, 무엇을 보완해야 할까요? 

퇴행한 민주주의를 바로잡을 정치개혁 방안과,�
유권자들의 좋은 참여 방법을 찾기 위해 �
SBS D포럼은 장고 끝에 올해 주제를 �
다시 쓰는 민주주의’로 정했습니다.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
‘업그레이드 1987’의 담대한 노정에 �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행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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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찾아온 대면 포럼

■ 경품 이벤트

사전 참가신청을 하셨던 분들 중 개막식 시작 전 이른 시간 포럼을 찾아오는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 8시 전까지 도착해 등록데스크에서 네임택을 수령한 뒤 
SNS에 인증샷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20분께 ‘얼리 버드’ 선물을 드립니다. 

또, 포럼장 곳곳에 있는 현장 프로그램 체험에 참여하고 네임택에 있는 응모권
에 스탬프를 받아 주세요! 퇴장 시 응모함에 응모권을 넣으면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탬프 개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은 높아지니 적극
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질의응답 

세션 별로 국내외 자기 분야 최고의 연사들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
집니다. 카카오톡 ‘SDF2022’ 채널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연사에
게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질문창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ID검색과 QR
스캔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올해 SBS D포럼은 코로나 19 유행 이후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만큼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과 이벤트들이 준비됐습니다. 

1) ID 검색으로 질문하기
1. 카카오톡 친구 검색(돋보기) 아이콘 클릭

2. 검색창에 ‘SDF2022’ 검색 후 채널에 나온 ‘SDF2022’ 친구 추가

3. 대화창에 들어가 연사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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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R코드로 검색하기
1. 카카오톡 친구 추가 아이콘 클릭

2. QR 코드 클릭한 뒤 배너 및 아래에 첨부된 QR코드 스캔

▲ 해당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3. 홈에서 채널 추가

4. 연사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면 끝!



16 17

■ 공연

SBS D포럼은 방송사가 주최하는 포럼으로서 대중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는 다
양한 공연도 펼쳐집니다. 지난해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를 통해 대중
적인 주목을 받은 아티스트 모니카와 ‘콜라주 기법’을 통한 미디어 아트를 펼치
는 장승효 작가가 합동해 1부의 오프닝 퍼포먼스를 선보입니다. 2부에서는 SBS 
프로그램 ‘싱포골드’에 출연해 큰 관심을 모았던 합창단 하모나이즈 팀의 무대
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 사인회

민주주의를 고민하기 위해 SBS D포럼을 방문한 국내외 저명한 연사들을 직접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총 세 차례 사인회 시간이 준비됐습니다. 첫번
째 브레이크 타임에는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두번째 브레이크 타임에는 얀-베
르너 뮐러 교수와 김금희 소설가, 유호현 대표의 사인회가 준비돼 있습니다. 마
지막 브레이크 타임까지 임우진 건축가와 브라이언 헤어 교수의 사인회가 준비 
돼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책’대신 ‘사람’을 빌려주는 사람 도서관

SDF2022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사람 도서관을 개장합니다. 사람 도
서관은 종이로 된 책 대신 사람을 대여해 30분 간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 특별
한 도서관입니다.

‘사람책’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 가운데 평소에 자주 만나거나 친근하게 대화
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소수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장애인, 기독교에서 이슬람교
로 개종한 한국인 무슬림, 성소수자 등 잘 몰라서 편견과 오해를 가지기 쉬웠던 
사람들을 SDF2022의 ‘사람책’으로 직접 만나 대화해 볼 수 있습니다. 관심있
는 분들은 SDF포럼장 옆 ‘컨퍼런스룸(국제회의장)‘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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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지식 탐구 유형은?

지적 욕구가 충만한 ‘지적인 당신’을 위해 준비한 맞춤형 지적 탐구 유형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4가지로 구성된 지식 탐구 유형 설명부터 나에게 꼭 맞는 추천 콘텐츠까지 알려
드립니다. 지적인 인사이트를 어떤 방식으로 얻을 수 있을지 현장에 준비된 테
스트를 받고 더 깊은 ‘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나는 어떤 부족일까?

나의 정치성향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섯 동물로 알아보는 재밌는 
정치성향 테스트도 현장에 준비됐습니다. 

특히 7번째 세션 유호현 대표의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민주주의’ 을 들으실 분들은 사전에 꼭 테스트를 받고 해당하는 부족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와주세요. 강연에 더 깊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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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2022 프로그램

Part1

SESSION 01 08:45 ~ 09:15

[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지속가능민주주의 #민주주의거장 #정치학계추천1위석학

아담 쉐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저서 〈민주주의 위기〉(2019), 
〈왜 선거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2018) 등

SESSION 03 10:05 ~ 10:20

더 나은 민주주의, 개헌으로 열자! 
#제도개혁 #협치 #더나은민주주의

김진표 
17~21대 국회의원
(전) 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SESSION 02 09:20 ~ 10:05

[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1) �‘여론정치’에서 ‘공론정치’로�
유홍림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차기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자�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2) �갈등과 대립에서 협치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가능성들�
박원호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3)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
김주형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함부르크 대학교 방문연구원

SDF2022 개막식 08:30 ~ 08:45

— 오프닝 퍼포먼스 ‘What is in Harmony’ 장승효×모니카 
— 개막사
— 주제영상

SDF2022 관객 사전 안내 08:00 ~ 08:30

SDF2022 ‘다시 쓰는 민주주의’ 주제 선정 배경 09:15 ~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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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4 10:40 ~ 11:10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민주주의�
#다시쓰다 #권력욕 #인지심리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SESSION 06 13:05 ~ 13:40

[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
#포퓰리즘 #정치철학 #민주주의공부

얀-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저서 〈민주주의 공부〉(2022), 〈누가 포퓰리스트인가?〉(2017) 등

SESSION 07 13:40 ~ 14:00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민주주의�
#어디서나민주주의 #정치성향테스트 #사회기술적상상력

유호현 �
옥소폴리틱스 대표 
(전)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트위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서 〈실리콘밸리를 그리다〉(2018),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2019)

SESSION 05 11:10 ~ 11:30

도서관이 살아있다 �
#타자이해 #대화민주주의 #관계의전환

로니 에버겔 
‘사람 도서관’ 창립자

휴식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사인회

10:20 ~ 10:40

점심
*11시부터 컨퍼런스홀에서 ‘사람 도서관’ 운영 시작

11:30 ~ 13:00

Part2

2부 오프닝 퍼포먼스
SBS ‘싱포골드’ 합창단 하모나이즈  

13:00 ~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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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8 14:00 ~14:20

위기의 저널리즘,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저널리즘위기 #퓰리처상 #정보민주화

앤 머리 리핀스키 
미국 하버드대 니먼재단 큐레이터 
(전) 시카고 트리뷴 편집국장 
(전) 퓰리처상 공동 심사위원장

SESSION 10 15:10 ~ 15:40

‘외로움’은 어떻게 포퓰리스트의 표적이 되는가?�
#고립사회 #외로움 #정치적극단주의

노리나 허츠 �
경제학자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전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비즈니스 경영센터 부소장 

저서 〈고립의 시대〉(2021),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2014) 등

SESSION 11 15:40 ~ 16:10

소통의 공간, 연결된 도시�
#도시와민주주의 #소통과공간 #연결

임우진  �
프랑스 정부 공인 건축가(DPLG)
아으베 아키텍쳐스 대표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현대미술비엔날레 최고상 2회 수상 

저서 〈보이지 않는 도시〉(2022)

SESSION 09 14:20 ~ 14:50

어떻게 지내요? 책, 타인, 그리고 민주주의�
#공통감각 #개인의발견 #성숙한인간

김금희�
소설가 
202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16 제7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

저서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2021), 〈복자에게〉(2020), 
〈경애의 마음〉(2018) 등

휴식�
얀-베르너 뮐러 교수, 김금희 소설가, 유호현 대표 사인회

14:50 ~ 15:10

Par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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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2 16:10 ~ 16:50

[SDF2022 연구발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전 생애에 걸친 시민교육�
#미래세대 #학교 #교육현장

학교에서 찾는 민주주의의 미래�
김명정  �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모경환   �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 부설학교진흥원장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장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SESSION 13 16:50 ~ 17:20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개(Dog)에서부터 민주주의까지�
#인류의진화 #생존의조건 #다정함

브라이언 헤어   �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 
스미소니언 매거진 선정 ‘세계 우수 과학자’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2021), 〈개는 천재다〉(2022) 등

SDF2022 폐막식 17:20 ~ 17:30

임우진 건축가, 브라이언 헤어 교수 사인회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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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오프닝 퍼포먼스
1부 SDF아트프로젝트 〈What is in Harmony〉

■ 미디어아트

각기 다른 모습과 속도를 지닌 고래들은 서로 그 자체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 다자주의적 공생의 시대의 도래이다. 

작가는 작품을 감상하는 이들이 ‘조화와 공생’을 통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
궁극적으로 바란다. 판타지아가 꿈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
현실이 되는 그날을 위해 SDF2022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
조화와 공생에 대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

갈등의 에너지가 아닌 공생의 에너지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 �
작가는 2022년 우리가 불가피한 입장차이는 있더라도 �
충돌하고 파열하는 것이 아니라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타자의 다양성을 존중하여 공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
있길 기원한다. 새로이 쓰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다. 

미디어아트는 장승효 작가의 메타포인 ‘고래’와 더불어 �
메타 휴먼 아티스트 로아 작가의 미장센으로 채워져 있다. 

메타 휴먼 아티스트 로아 작가는 본인만의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조형, 회화, 미디어 아트 
등의 장르를 넘나드는 21세기형 융복합 아티스트이다. 한글, 영문, 숫자를 모두 변환한 
일명 ‘로아체’는 이미지화 되어 그의 작품 곳곳에 스며든다.

로아 작가의 문자체는 작품 안에서 자유로이 비행하며, ‘Diversity(다양성)’, ‘개인’, 
‘다자주의’, ‘민주주의’ 등 작품 이면의 메시지를 부각한다. 

올해 초 활동을 시작한 로아 작가는 확고한 세계관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르의 아트, 
나아가 아티스트들과 콜라보레이션 해오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또한 작가는 
로아체를 백번 활용한 이미지 요소를 통해 장승효 작가와 함께 작품 세계를 구축했다. 

• ARTIST

장승효 미디어아트 작가

예술 장르의 활발한 융복합을 시도하는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작가 장승효는 화려한 ‘콜라
주 기법’을 통해 늘 새로운 작업에 도전한다.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작품 속 다양한 형태
의 세밀한 움직임들까지 놓치지 않는 높은 작업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는 미디어
아트뿐만 아니라 공간적 설치예술까지 섭렵하여 대중과 더욱 밀접한 위치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모든 작업 과정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과 철학을 담아내며 자신만의 
상징체계를 구축하여, 작품을 통해 보는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
를 창출해 내는 것에 작업의 목적을 둔다. 

장승효 작가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여러 미술관 및 박물관을 통한 전
시와 국내외 유수 기업과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미디어 페스티벌 전시, 각종 페어 
등을 통해 작품을 선보이며 미디어아트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 �SDF2022 미디어아트 작품에 함께 한 사람들�
콜라보레이션 작가: 로아 (ROA)�

큐레이션: 큐레이터 YZO�
영상디자인: 김유진, 김민서, 이준완, 윤건하, 홍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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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퍼포먼스 

모니카는 민주주의를 다시 쓰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동료 아티스트 김민지, 성민경과 함께 예술적 몸짓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당신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내가 힘든 만큼 당신도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길 바란다면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소중한 만큼 당신도 소중하다는 마음으로 �
우리 서로가 ‘나와 같다’는 마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해와 공감이 바탕이 되는 세상을 위한 경청,�
다시 쓰는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나만큼이나 소중한 모두를 위하여. 

“

” 

• ARTIST

모니카 아티스트

모니카는 댄스, 퍼포먼스 디렉팅은 물론, 의상 디자인까지 다양한 퍼포먼스가 가능한 올라
운드 아티스트로 2021년 엠넷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를 통해 대중적
인 주목을 받으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스트릿 우먼 파이터’ 프로그램 이후에도 다수의 뮤지션과 협업하며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예술적 스펙트럼을 증명한 모니카는 각종 글로벌 브랜드의 광고 모델 자리를 꿰차
며 대체 불가능한 그의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켰다.

현재에서의 만족과 개인적인 완성을 넘어, 후진 양성과 댄스 문화 발전을 위해 다수의 강연
과 댄스 스튜디오 운영에도 열정을 다하는 모니카의 행보를 주목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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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사회자 소개

김현우
SBS 기자/ 8뉴스 앵커

2005년 10월, SBS에 기자로 들어와서 1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머리 싸매고 
고민하면서 평일 저녁 시청자들께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선후배, 동료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뉴스가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 
옮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혜림
SBS아나운서/ 8뉴스 앵커

SBS 8뉴스 앵커 두 아이의 엄마.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다시 한 번 되물으며 친절하게 쉽게, 
그리고 따뜻하게 뉴스를 전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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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Session 1

[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08:45 - 09:10 강연 / 09:05 - 09:15 질의응답 

아담 쉐보르스키 /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민주주의 위기』, 『왜 선거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저자

Session 2

[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09:20 - 10:05

(1) 유홍림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책임교수, �
‘여론정치’에서 ‘공론정치’로

(2) 박원호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갈등과 대립에서 협치로: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가능성들

(3) 김주형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시민참여의 제도를 통한 ‘민주적 혁신’

SDF2022 ‘다시 쓰는 민주주의’ 주제 선정 배경
09:15 - 09:20

Session 3

더 나은 민주주의, 개헌으로 열자!�
10:05 - 10:10  특별연설 / 10:10 - 10:20  질의응답

김진표 /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Session 4

심리학의 관점에서 다시 쓰는 민주주의�
10:40 - 11:10

김경일 /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Session 5

도서관이 살아있다 �
11:10 - 11:30

로니 에버겔 / 사람 도서관 창립자

[브레이크1] 아담 쉐보르스키 사인회 
10:2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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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언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Session 1.

#지속가능민주주의 #민주주의거장 �
#정치학계추천1위석학

선거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해결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원리이다. 선거에서 
졌다고 하더라도 다음 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다면, 선거는 자유와 평화 
안에서 여러 갈등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준다. 민주주의는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가 일상화된 사회에서 잘 작동한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쉽게 깨질 수 있고, 
포퓰리즘과 정치적 양극화에 쉽게 영향을 받는 위험도 지니고 있다. 아담 쉐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는 폴란드 출신이다. ‘민주주의 거장’으

로 불릴 정도로,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워싱턴대, 시카고대, 뉴욕대에서 교수로 지냈다. 2010년에 ‘정치학의 노
벨상’으로 불리는 요한 스키테 상(Johan Skytte Prize)을 수상했고 2018년엔 국제 정
치학회(IPSA)가 주는 후안 린츠 상(Juan Linz Prize)을 받았다. 저서로는 ‘Crises of 
Democracy(민주주의의 위기; 국내 미출간)’, ‘Why Bother with Elections?(왜 선거
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국내 미출간)‘등을 비롯해 다수 있다. 지난해엔 미국 국립과학원
(National Academy of Sciences)과 브리티시 아카데미(British Academy)회원으로 
선정됐다.

아담 쉐보르스키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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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의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집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 ‘SDF2022’와 친구를 맺은 뒤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연사에게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김진표 국회의장 특별 연설 뒤 이어지는 쉬는 시간(10:20~10:40)에
아담 쉐보르스키의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 �메신저 검색창에서 ‘sdf2022’라고 입력하거나�
이 QR코드를 스캔해 친구 추가할 수 있습니다.

SDF2022 
‘다시 쓰는 민주주의’
주제 선정 배경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님이 진단해주셨듯이 전 세계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
러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떨까요? SBS가 전국 18세 이상의 남녀 천 명에게 유무선 전화
로 물어봤습니다.

먼저, 우리의 민주주의를 평가해달라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45.8%)가 민주
주의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에 분명히 민주공화국으로 돼 있고 한국이 민
주주의 국가란 건 국민의 상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국민의 절반은 민주주의가 고장 났
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주의를 고장 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려 77.1%가 정치인이라
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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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엔, ‘정치인의 자질’ 부족을 답한 비율이 
60.9%로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으로 ‘거대 양당 체제’(15.5%), ‘정당의 공천제도’(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76.3%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로 국민을 잘 대표하는 의원을 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53.4%가 그렇지 않다
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에서 국민 관심사가 논의되고 토론돼야 하는데, 그
렇게 되고 있지 않다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에서 가장 먼저 뭘 바꿔야 할까요?

응답자의 36.2%는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
습니다.

그 다음으로, 자질을 갖춘 정치인이 길러져야 된다(19.6%)는 응답이었습니다.

양당 중심 정치 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정당이 새로 생길 필요가 있는지도 물어
봤는데, 61.1%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국민의 의사반영을 확대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늘리
는 방안에는 찬성(49.3%)이 반대(38.5%)보다 높았지만,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71.7%가 
반대했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겁니다.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개헌을 통해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
냐는 질문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5%p 더 높았습니다.

또, 개헌의 방향을 묻는 질문엔 정부형태를 바꾸는 것보단, 대통령 4년 중임제로의 개헌
(52.3%)을 가장 선호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표자를 뽑는 선거 제도는 민주화 이후 높은 수준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좋은 정치인이 뽑히고 다양한 국민 의견이 차
별 없이 반영돼야 합니다.

여론조사에도 나왔듯이, 국민들은 지금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팬덤정치와 혐
오정치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편승한 언론도 문제
고요.

극단적인 갈등과 대결의 정치로 국민의 삶과 국가 잠재력이 더 피폐해지기 전에 지금 바로,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SBS D포럼이 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공허함을 채우고,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공론장의 시작점이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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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연구발표]
공론 정치 확산을 위한 정치 개혁
: 제도 개혁과 민주적 혁신

Session 2.

#민주주의위기 #공론의회복 #새로운질서

전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 혹은 ‘위기’의 증상이 널리 관찰되는 가운데, 한국 민주주
의의 현상황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통해 지혜를 모으고 타협점을 찾아
가는 것이 아니라, 싸움에서의 승리를 위한 세력화와 적대적 경쟁만 남은 모습이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전환을 견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정치’
를 제안한다. 그리고 ‘공론정치’를 확산하기 위한 두 경로로 (1) 정치 관련 법·제도 개혁과 
(2) 시민참여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1) ‘여론정치’에서 ‘공론정치’로

기존의 정치과정이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공
히 배제적이고 극단적인 목소리가 힘을 키우고 있다. 그 결과는 ‘공론’(公論)의 소멸이다. 
무분별한 세력화와 표결에만 기대는 ‘여론정치’가 정치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조장하고 있
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공적 정당화와 숙고된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공론정치’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미국 럿거스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양정치사상사와 현대정치사상을 강의하면서, 리더십과 시민성 등 공동체적 삶의 
조건과 공동선의 실현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학장, 대학신문사
주간, 한국정치사상학회 회장,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주요 저서로는 『현
대 정치사상 연구』(2003), 『현대 정치와 사상』(역서, 2005), 『전쟁과 정의』(공역, 
2009), 『인권의 정치사상』(공저, 2010), 『서양 고대 중세 정치사상사』(공저, 2011), 
『정치학의 이해』(공저, 2019), 『현대정치의 위기와 비전』(공저, 2020), 『정치사상과 
사회발전』(공저, 2021)등이 있다. 10월말 차기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선출됐다.  

유홍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책임교수�
차기 서울대 총장 최종 후보자�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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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과 대립에서 협치로 �
: 한국정치, 제도개혁의 가능성들

현재 한국정치는 양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들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다
당제적 정치와 협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
들을 확인하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적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미국 미시간대에서 정치학 연구방법론과 투표행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선거 
조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펠로우와 플로리다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를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최근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Who Toes 
the Line? Mandate Type, Open-Primary Experience, and Party Defection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Korea Observer, 2022), 『한국정치의 재편성과 
2017년 대통령 선거 분석』(공저, 2018) 등이 있다. 현재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과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을 겸하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한국정당학회 부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원장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소장
(전) 플로리다대학교 정치학과 조교수
(전) 미국 선거조사 펠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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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의 제도화를 통한 ‘민주적 혁신’

현재 한국정치는 양당의 적대적 공존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
들은 많이 논의되었지만 이곳에서는 실현 가능한 제도적 대안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다
당제적 정치와 협치의 가능성을 검토해 본다. 특히 정당법이나 선거법 등의 제도적 문제점
들을 확인하고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적 협치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재직 
중이다. 주로 서양 근·현대 정치사상과 민주주의의 이론 및 실천과 관련된 쟁점을 연구하
고 가르친다. 시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혁신’과 시민교육, 한국 현대 정치사에 대한 이론
적 분석 등으로 관심을 확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in 
Luhmann”(2015), “숙의와 민주주의”(2018), “포퓰리즘과 민주주의”(공저, 2020), “민
주적 혁신의 개념과 유형”(공저, 2021) 등이 있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전) 함부르크 대학교 방문연구원



48 49

서울대학교에서 헌법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연구분야는 헌법, 헌법재판과 헌
정사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선거제도의 입법과 선거운동의 자유’(2017), ‘국제인권규
범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의 재조명’(2012), ‘천연자원과 헌법’(2020) 등이 있다. 현재는 서
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종익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공동연구

지구당 폐지의 결정과정에 대한 한국 정당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정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정당, 선거제도, 권력구조, 헌법과 개헌, 민주시민교육, 민주
주의, 포퓰리즘, 기억의 정치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는 “Changing South Korean 
politics without taking power? The presidential power trap three years 
after impeachment”(2022), “The Constitutional Court as a Facilitator of 

Fundamental Rights Claiming in South Korea,”(2021), 〈Politics of Memory 
in Korea〉(편저, 2021), 〈South Korea’s Democracy Challenge〉(편저, 2020),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공편저, 2018) 등이 있다. 현재는 독일 뒤스부르크-
에센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하네스모슬러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동아시아연구소(IN-EAST) 부소장
(전) 베를린자유대학교동아시아대학원교수
(전) 베를린자유대학교한국학전임연구원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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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제 및 관료제(권력기관) 비교연구로 영국 글라스고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민주화와 민주주의, 비교정치제도, 한국정
치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대통령제와 협치가능성』(2021), 『‘제왕’과 ‘레임
덕’』(2019), 『유럽정치론』(공저, 2018), 『Prosecutors and Presidents in New 
Democracies』(공저, 2017), 『민주주의 공고화에 있어 ‘법의 지배’의 우선성』(2017) 
등 다수가 있다. 현재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정당학회 연구이
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한국정당학회 이사
(전) 한국정치학회 이사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공동연구

핀란드 탐페레대학교에서 사회과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
학원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다. 한국인권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편집위원
장도 맡고 있다. 저서로 『핀란드의 의회, 시민, 민주주의(2019)』가 있다.

서현수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인권학회 연구위원장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편집위원장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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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민주주의, 개헌으로 열자!
Session 3.

#제도개혁 #협치 #더나은민주주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미스터 튜너’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달
인으로 불린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학위
를 받았다. 1973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
제부총리, 2005년 교육부총리를 지냈다. 2004년 정계에 진출해 5선 국회의원을 지냈으
며 민주당 원내대표,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으로 갈등을 만드는 정치’를 ‘협력으로 문
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승자독식’을 기본으로 설계한 정치제도를 
‘협력의 정치제도’로 바꿔 ‘능력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두가 동의
하는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낼 것을 제안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
다. 1973년 행정고시(13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재정경제부 심의관, 재무
부 세제실장, 재경부 차관을 거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으로 들어가 
‘2002 한·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
회 부위원장을 겸직하며 참여정부 출범의 밑돌을 놓았다. 2003년 참여정부 초대 경제부총
리를 맡아 경제 개혁을 추진했으며, 2005년 교육부총리를 맡아 교육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1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렸다. 17대부터 
21대까지 수원 지역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2022년 7월에는 21대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주요 저서로는 〈구직 대신 창직하라〉, 〈정치를 왜 합니까?〉, 〈김진표, 뚜벅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한국 경제 희망 있다〉 등이 있다. 

김진표
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17~21대 국회의원(5선, 경기 수원시무)
(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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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쉬는 시간에 �
아담 쉐보르스키 교수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장소: SDF2022 × ‘풀무질’ 서점 옆�
컨퍼런스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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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관점에서 다시 쓰는 민주주의
Session 4.

#다시쓰다 #권력욕 #인지심리

우리는 왜 민주주의를 다시 써야 할까? ‘다시 쓴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명한 인지심리학
자는 무엇인가를 기꺼이, 그리고 ‘다시’ 고민할 때 우리 사회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뛰어난 분석으로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읽어내는 그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그들의 권력욕
을 자극하고 있으며 권력욕에 휩싸인 정치인을 똑똑히 구분할 수 있는지, 선명한 혜안과 통
찰을 공유한다.

한국의 인지심리학자.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텍사스 주립대
학교(University of Texas-Austin)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간의 판단, 의사결정, 문제
해결 그리고 창의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중앙심리부검
센터장을 역임하면서 한국인의 자살 문제 해결에 공헌하기도 했으며 현재 게임문화재단 이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지혜의 심리학 (2017)〉과 〈적정한 삶 (2021)〉 등 다양한 책을 저
술했다. 최근에는 4차산업혁명, 메타버스, 게임, 그리고 피드백 사이언스 등의 분야에서 미
래사회의 삶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연구들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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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이 살아있다
Session 5.

#타자이해 #대화민주주의 #관계의전환

덴마크에는 색다른 책을 만날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바로 ‘사람책’ (The Human book, 
Open book). 같은 사회에서 살아가지만 한 번도 대화해본 적 없는, 내 주변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어 편견을 갖기 쉬운 대상이 ‘사람책’이 된다. 최근에는 100여 곳의 글로벌 기업
이 이 프로젝트를 리더십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왜 이런 기획이 시작되었고, 개인과 
사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무려 22년 전, 이 특별한 도서관을 만든 창립자에게 
직접 들어본다.

로니 에버겔(49)은 언론인이자 사회 운동가다. ‘사람도서관’과 ‘사람도서관기구(HLO)‘의 
설립자다. 아내를 먼저 떠나 보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태어났
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미국 등에서 지내기도 한다. 전 세계 다양한 공동체에 사람도서
관을 전파하는 HLO의 일을 이끌고 있다.

로니 에버겔
사람 도서관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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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F2022 × ‘사람도서관’ 안내

11시부터 SDF2022 ‘사람 도서관’이 운영됩니다. 평소에 직접 만나 얘기해볼 기
회가 많지 않았던 무슬림, 탈북민, 성소수자, 장애인, 타투애호가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들을 “사람책”으로 빌려 직접 대화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습니
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SDF포럼장 옆 컨퍼런스홀(국제회의장)을 찾아주세요!

■ 정치 성향 테스트 안내

다섯 동물로 알아보는 재밌는 정치성향 테스트! 유호현 대표의 세션을 들으실 
분들은 사전에 꼭 테스트를 받고 해당하는 부족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와주세
요. 점심 시간이 끝나기 전에 정치 성향 테스트를 하셔야 세션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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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Session 6

[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
13:05 – 13:25 강연 / 13:25 – 13:40 질의응답 

얀-베르너 뮐러 /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Session 7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민주주의�
13:40 – 14:00

유호현 / 옥소폴리틱스 대표

Session 8

위기의 저널리즘,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14:00 – 14:20

앤 머리 리핀스키 / 미국 하버드대 니먼언론재단 큐레이터

2부 오프닝 퍼포먼스 – SBS ‘싱포골드’ 합창단 하모나이즈 
13:00 – 13:05

Session 9

어떻게 지내요? - 책, 타인, 그리고 민주주의�
14:20 – 14:50

김금희 / 소설가

[브레이크2] 얀-베르너 뮐러, 김금희 사인회, 유호현 사인회 
14:50 –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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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콰이어 하모나이즈
SDF2022 오프닝 퍼포먼스

■ 하모나이즈 소개

2013년 창단된 하모나이즈는 국내 유일의 10년차의 쇼콰이어로, 전통합창이 주류를 이루
고 있는 국내의 합창 음악계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키며 주목받아왔다. 보컬 리스트와 뮤지
컬 배우, 래퍼, 댄서, 연주자, 프로듀서까지 대중음악계 다양한 포지션의 멤버가 신선한 조
화를 이루는 가운데 수려한 현대화성과 창법으로 모던한 하모니를 구사하는 하고 있으며, 
발레와 현대무용, 한국무용과 아프리칸, 스트릿 댄스 등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합창 음악에 
녹여내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2016년과 2018년, 러시아와 남아공에서 각각 열린 세계합창올림픽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쇼콰이어로 참가하여 금메달 4관왕 및 그랑프리에 올라, 세계적인 쇼콰이어 반
열에 올랐으며, 남아공의 한 식당에서 즉석공연으로 펼친 “라이온킹” 퍼포먼스 영상은 
Youtube 조회수 2200만 뷰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었다. 

• �수상�
2018 남아공 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2관왕 및 그랑프리�
2016 러시아 세계합창올림픽 금메달 2관왕 및 그랑프리

• �방송�
SBS 예능 〈싱포골드〉 출연�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출연�
KBS 예능 〈불후의 명곡〉 출연�
Mnet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6〉 출연�
tvN 휴먼다큐 〈리틀빅 히어로〉 출연�
JTBC 예능 〈쇼다운〉 출연�
TV조선 예능 〈개나리 학당〉 출연�
MBN 예능 〈보이스킹〉 〈드루와〉 출연

• �앨범�
Single 〈Sun Will Rise〉 발매�
Single 〈Oh Happy Day〉 발매�
Single 〈Christmas Party〉 발매

• �공연�
하모나이즈 단독콘서트 〈해피홀릭〉 전국투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15개 도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문화교류의 해 콘서트(블루스퀘어)�
엔니오 모리꼬네 영화음악콘서트(롯데 콘서트홀)�
한스짐머 영화음악콘서트(롯데 콘서트홀)�
부산 국제합창제 헤드라이너 콘서트(부산 영화의 전당)�
대구 세계합창축제 헤드라이너 콘서트(대구 오페라하우스)�
— 그 외, 라이브 공연 800여회 활동 

• �협연�
잔나비 2.5집/3집 전곡 콰이어 녹음 및 전국투어콘서트 콰이어 세션�
포레스텔라 전국투어콘서트 콰이어 세션�
미라클라스 전국투어콘서트 코러스 세션�
손승연/울랄라세션 콘서트 코러스 세션�
대중가수 인순이/박정현/바다/웅산 협연�
뮤지컬배우 마이클리/브래드리틀/카이/민우혁/박강현/김보경 협연

최근, SBS의 퍼포먼스 합창 배틀 프로그램 〈싱포골드〉에 출연 중으로, 역동적인 무대로 시
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들에게 보다 대중친화적인 합창음악을 선
사해나가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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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Raise Me Up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s surround me
And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me 
And I am still am waiting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 �소프라노�
권해민(Kwon Haemin)�
김문주(Kim Munju)�
김효은(Kim Hyoeun)�
신예린(Shin Yerin)�
하고운(Ha Goun)

– �알토�
구민선(Koo Minseon)�
김지민(Kim Jimin)�
김지우(Kim Jiwoo)�
문하영(Moon Hayoung)�
송민주(Song Minju)�
이은주(Lee Eunju)

– �테너�
김기태(Kim Gitae)�
이민성(Lee Minsung)�
장민성(Jang Minseong)�
한만재(Han Manjae)�
한의종(Han Euijong)

– �바리톤�
김태우(Kim Taewoo)�
이병욱(Lee Byungwook)�
이승준(Lee Seungjun)�
이지훈(Lee Jihoon)

– �감독�
예술감독 오장석(Oh Jangseok)�
음악감독 박성실(Park Seongsil)�
음향감독 차도담(Cha Dodam)

•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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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EATIVE TEAM

예술감독&연출 오장석

예술고에서 연극영화&뮤지컬을, 대학에서 실용음악과로 진학하여 보컬과 작곡을 전공하
며, 무대 예술의 다양한 장르에 전통한 예술가로서 성장해왔다. 2008년 MBC 대학가요제
에서 직접 작사/작곡/프로듀싱한 곡으로 대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시작한 그는 8인조 혼성 보컬그룹 파티캣츠의 리더이라 프로듀서로 정규 앨범을 발
매하며 다양한 공연활동을 해왔다. 또한, 서울공연예술고/한국뉴욕주립대/서울종합예술
대 등 다양한 대학의 실용 음악과의 외래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는데 함께 힘써왔
다. 2013년, 쇼콰이어 하모나이즈를 전격 창단하여 2022년 현재까지 하모나이즈의 예술
감독으로 하모나이즈의 작곡과 편곡, 무대연출, 영상연출을 총괄해오고 있으며, 국내에 쇼
콰이어 전문의 디렉터이자 프로듀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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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사회자 소개

김소원
SBS아나운서

박찬욱 감독의 최근 인터뷰를 떠올린다.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까다로운 한국 관객들 덕에 
한국 영화의 발전이 있었다는. 어디 영화 뿐이랴. 
한국의 민주주의 역시, 까다롭고 꼬장꼬장한 국민 
덕에 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올해 SDF 테마는 
민주주의이다. 영화 이야기도, 민주주의 이야기도 

흥미로운 나는 〈접속무비월드〉와 〈12뉴스〉, 
〈뉴스토리〉를 오래 진행해 왔다.

김주우
SBS아나운서

서강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SBS 17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해 현재 ‘모닝와이드’, ‘접속! 
무비월드’, ‘건강비결 좋아요’와 라디오 ‘김주우의 
팝스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 관심이 많아 방송 활동 외에도 유튜브 채널 
운영, 집필 및 강연 등을 통해 다양한 층의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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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기조연설] 
민주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 요소

Session 6.

#포퓰리즘 #정치철학 #민주주의공부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많다. 민주주의 위기의 실체는 무엇일까? 단순히 국
민 뜻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얘기일까? 지금의 상황이 심각하긴 하지만 민주주의
에 위협을 가할 정도는 아닌 것일까? 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지금의 문제를 짚어봤
으면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수 요소인 정당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서도 다같이 관심을 갖기를 촉구한다.

독일 출신이다. 베를린, 런던, 옥스포드, 프린스턴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공부했고, 이후 옥
스포드에서 10여 년간 연구 펠로우로 지냈다. 1999년에 유럽과 미국의 인문교양을 융합
하는 독일의 첫 영어 인문교양대학(現바드칼리지 베를린)을 공동 설립했다. 2000년에는 
대한민국에서도 자주 논의되는 통일에 대해 서독 지식인들의 의견을 책으로 편찬했다. 3년 
후에는 독일 권의주의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연구가 영향을 끼친 전후 유럽의 다양한 사상
가와 운동에 대한 책을 썼다. 2007년에는 ‘집단적 귀속’의 또 다른 개념으로 국가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헌법 애국주의’를 주제로 동명의 짧은 저서(Constitutional Patriotism, 
국내 미출간)를 펴냈다. 이 무렵에 프린스턴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재직 
중이다.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초빙교수직을 지내기도 했다. 2011년에는 20
세기 유럽 정치 사상의 역사를 다룬 책을 펴냈고, 2016년에는 2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된 
포퓰리즘에 관한 짧은 책을 펴냈다. 2019년에는 자유주의를 주제로 책을 펴냈으며, 이 책
은 향후 영어로 번역될 예정이다. 2021년에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금 강조하고 오

늘날 이러한 원칙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민주주의 공부〉를 펴냈다. 흔히 ‘민주주
의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상황을 해결할 방안과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는 건축과 민주주의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얀-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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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베르너 뮐러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얀-베르너 뮐러의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집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 ‘SDF2022’와 친구를 맺은 뒤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연사에게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 얀-베르너 뮐러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김금희 소설가 세션 뒤 이어지는 브레이크 타임에 
얀-베르너 뮐러의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 �메신저 검색창에서 ‘sdf2022’라고 입력하거나�
이 QR코드를 스캔해 친구 추가할 수 있습니다.

Session 7.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 데이터 기반 실시간 민주주의

#어디서나민주주의 #정치성향테스트 �
#사회기술적상상력

확증 편향과 필터 버블의 시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려주는 개인화된 미디어 시대
에 세계 정치가 도전 받고 있다. 기술이 만들어 낸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인문학적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있다.

다섯 동물로 알아보는 재밌는 정치성향 테스트!�
2부 시작 전 테스트에 참여한 뒤�
스티커를 붙이고 참석하기를 권장합니다

■ 정치 성향 테스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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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7년간 일하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기업문화에 대해 고민하였다. 실리콘밸리의 전반을 소개한 〈실리콘밸리를 그
리다〉와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리한 책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를 펴냈다.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방법론을 가장 중요한 의사결
정을 내리는 정치에 소개하고자 옥소폴리틱스를 창업하였다.

유호현
옥소폴리틱스 대표
(전) 샌프란시스코 에어비앤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 트위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저서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이기적 직원들이 만드는 최고의 회사〉

■ 유호현 대표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김금희 소설가 세션 뒤 이어지는 브레이크 타임에 
유호현 대표의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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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8.

위기의 저널리즘,
민주주의를 위협하다

#저널리즘위기 #퓰리처상 #정보민주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언론에 대한 ‘불신’과 ‘혐오’. 민주주의 쇠퇴와는 어떤 연결고
리가 있을까?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은 어디까지, 어떻게 수행
되어야 할까? 이전과는 다른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전 세계 언론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
고 있는지 들여다본다.

앤 머리 리핀스키는 하버드대 니먼언론재단의 큐레이터(대표)이다. 〈시카고트리뷴〉에서 편
집장 및 선임부사장을 지냈으며, 정부 부패를 다룬 보도로 퓰리처상 탐사보도 부문을 수상
했다.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퓰리처상 국제보도, 특집기사, 해설보도를 이끌었다. 시카고대
학교에서 시민참여국의 국장과 선임강사를 맡은 바 있다. 또한 퓰리처상 선정위원회의 공
동의장을 지냈고 하버드대 니먼 펠로우였다. 현재는 미국 예술과학 아카데미의 회원이자 
비영리 언론 연구기관 포인터 인스티튜트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앤 머리 리핀스키
미국 하버드대 니먼언론재단 큐레이터
(전) 시카고 트리뷴 편집국장
(전) 퓰리처상 공동 심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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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9.

어떻게 지내요? 
— 책, 타인, 그리고 민주주의

#공통감각 #개인의발견 #성숙한인간

우리는 정녕 이런 공동체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혐오와 고립, 갈등과 반목으로 폐쇄적이고 
매우 ‘불안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는 2022년의 한국.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타
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야 할 공동체 사회에 대해 어떤 상을 그리

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본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등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개인들의 정동적 변화들을 예민하게 포착해온 작가는 책이라는 역사상 가장 오
래된 ‘미디어’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앞으로 우리의 공동체적 감각을 되살릴 방법에 대해 
제안한다.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래 〈너무 한낮의 연애〉(2016), 〈경애의 마음〉

(2018),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2021) 등 아홉 권의 책을 펴내며 한국문학의 차세대 
주자로 급부상했다. 우리 일상 내면에 흐르는 감정과 사유의 드라마를 따뜻한 시선과 감각

적 문체 그리고 독창적인 인물 형상화로 표현해낸다는 평가를 받는다. 첫 소설집 〈센티멘털
도 하루 이틀〉로 신동엽문학상을 받은 이후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현대문학상, 우현예
술상, 김승옥문학상 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2019년에는 온라인 서점 예스24 주최 독자들
이 뽑은 한국문학의 미래가 될 젊은 작가 1위로 선정되었다.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한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힘쓴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았다.

김금희
소설가
2020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16 제7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 수상
저서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2021), 〈복자에게〉(2020), 〈경애의 마음〉(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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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쉬는 시간에 �
김금희 소설가, 얀-베르너 뮐러 교수, 유호현 대표의 �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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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Session 10

‘외로움’은 어떻게 포퓰리스트의 표적이 되는가?�
15:10 – 15:30 강연 / 15:30 – 15:40 질의응답

노리나 허츠 /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Session 11

소통의 공간, 연결된 도시�
15:40 – 16:10

임우진 / 프랑스 정부 공인 건축가(DPLG)

Session 12

[SDF2022 연구발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전 생애에 걸친 시민교육�
16:10 – 16:50

모경환 /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명정 /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

Session 13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개(Dog)에서부터 민주주의까지�
16:50 – 17:10 강연 / 17:10 – 17:20 질의응답

브라이언 헤어 /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

SDF2022 폐막식 
17:20 – 17:30

임우진 건축가, 브라이언 헤어 교수 사인회 
1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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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움’은 어떻게 
포퓰리스트의 표적이 되는가?

Session 10.

#고립사회 #외로움 #정치적극단주의

전 세계에 ‘외로움’ 주의보가 내려지고 있다. 세계적 정치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외로움을 
단순한 감정 상태로 봐선 안된다고 경고한다. 커지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개인의 문제로 끝
나지 않고 이 사회를 소외와 배제, 양극화와 정치적 극단주의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다. ‘외
로움’이 어떻게 정치적 포퓰리즘의 표적이 돼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지 세계를 이끄는 
사상가의 진단과 해법을 들어본다.

노리나 허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전 케임브리지대학교 국제비즈니스 경영센터 부소장
저서 〈고립의 시대〉(2021), 〈누가 내 생각을 움직이는가〉(201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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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저버〉가 “세계를 이끄는 사상가 중 한 명”으로 선정하고 〈보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감
을 주는 여성 중 한 명”으로 선정한 경제학자 노리나 허츠는 베스트셀러 작가, 여러 기업의 
사외이사, 기조 연설자 등의 이력을 자랑하며, U2의 보노가 아프리카의 HIV/AIDS 퇴치를 
위한 ‘레드 재단’을 설립하는 데 영감을 준 인물이다. The Silent Takeover (소리 없는 인
수; 국내 미출간), The Debt Threat(부채 위협; 국내 미출간), Eyes Wide Open (눈을 
크게 뜨고; 국내 미출간) 등은 20개가 넘는 국가에서 출간되었다. 허츠의 가장 최근 저서로

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고립의 시대〉가 있다.

정기적으로 논평가로 활동하는 허츠는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가디언〉, 〈파이낸셜타임즈〉, 〈디차이트〉, 〈엘파이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논평
을 기고했다. 또한 미국 CBS ‘디스 모닝’, 영국 BBC ‘퀘스천 타임’, 일본 NHK ‘글로벌 토
론’ 등 세계 여러 방송국의 대표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하고 있고 네 편에 달하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진행했다. 미국 최대 라디오방송국 ‘시리우스 XM’에서 자신의 이름
을 딴 방송을 진행하고 영국의 주요 민영방송사 ITV의 경제 에디터를 맡은 바 있다.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펜실베니아대학교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MBA) 학위를 받았다. 케임브리지대에서 10년을 보낸 후 2014년에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현재 동 대학 세계번영연구소의 명예교수로 활동 중이다. 허츠
는 전 세계 여러 정부와 기업의 자문역을 맡고 있으며, 워너뮤직그룹과 워크휴먼의 이사회
에 참여 중이다.

■ 노리나 허츠에게 궁금한 게 있다면?

노리나 허츠의 강연이 끝나면 질의응답 세션이 이어집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 ‘SDF2022’와 친구를 맺은 뒤
질문 내용을 남겨주시면 사회자가 연사에게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 �메신저 검색창에서 ‘sdf2022’라고 입력하거나�
이 QR코드를 스캔해 친구 추가할 수 있습니다.

SDF2022 × ‘풀무질’ 서점에서 
노리나 허츠 교수의 자필 사인책을 판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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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의 공간, 연결된 도시
Session 11.

#도시와민주주의 #소통과공간 #연결

인간은 욕망과 필요에 따라 공간과 도시를 만들고, 그 결과물은 다시 그곳을 살아가는 이
들의 사고와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공간과 도시는 왜 그렇게 만들어졌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어떻게 변해갈지 이야기한다. 우리가 만들어낸 공간은 어떻게 우리를 민주적인 시민
으로 만들어주는가? 오랜 시간 도시와 공간, 소통에 대해 고민하고 시도해온 도시 건축가
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홍익대 건축학과와 파리 마른라발레 도시건축대학(ENSAVT)을 졸업했다. 프랑스 정부 공인 
건축가(DPLG)로 20년 넘게 파리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지 유명 건축가인 Chaix & 
Morel, Dominique Perrault, Valode & Pistre와 함께 유럽 전역에서 중요한 건축, 도시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여러 협업 작품 중 파리 〈프티팔레 리노베이션〉, 보르도 〈생 카테린 광
장〉 등이 대표적이고, 한국에는 도미니크 페로와 함께 디자인한 〈이화여대 ECC〉가 잘 알려
져 있다. 2010년 AEV Architectures(아으베 아키텍쳐스)를 설립하여 프랑스뿐 아니라 최

근에는 한국에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인화이트 주택〉

과 파리 〈순그릴 샹젤리제 레스토랑〉으로 이탈리아 피렌체 국제 현대미술비엔날레 역사상 최
초로 2회 연속, 디자인 부분 대상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상을 수상했다. 저서로는 우리 도시
의 숨겨진 이면을 흥미롭게 드러낸 『보이지 않는 도시』(2022)가 있고, ‘소통하는 건축’과 
‘연결된 도시’라는 주제로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임우진
프랑스 정부 공인 건축가 (DPLG)
아으베 아키텍쳐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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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우진 건축가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폐막식 이후 SDF2022 X 풀무질 서점 앞에서 
임우진 건축가의 사인회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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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연구발표]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교육
: 전 생애에 걸친 시민교육

Session 12.

#미래세대 #학교 #교육현장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은 저절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통
해 양성된다. 바람직한 시민문화의 형성을 위해 전 생애에 걸친 시민교육이 요청되는 시점
이다. 대학, 시민사회, 정당 등이 시민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참여 효능감과 절차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념적 편향성, 반지성
적 풍토를 벗어나 시민교육의 최소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교육의 정착과 
시민문화의 육성이 필요하다. 정파성 주입 금지, 논쟁점 명료화, 학습자의 역량 강화라는 독
일 시민교육의 원리를 참조하여 평생학습 사회에 걸맞은 시민교육을 기획, 실행해야 한다. 청소년 시민교육 연구로 미국 UC 버클리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

는 사회과 교육, 시민교육, 다문화 교육이며 주요 저서로는 『사회과 교육』(2021), 『시민
교육의 이해』(역서, 2021), 『다문화 교육』(2022), 『청소년 문제와 보호』(2020)등이 
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
흥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모경환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서울대학교 부설학교진흥원장�
(전)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장�
(전)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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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찾는 민주주의의 미래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역량을 갖춘 시민의 충원으로 보장된다. 18세 선거권과 피선거
권, 16세 정당 가입이라는 제도적 환경의 변화 속에 학교의 정치교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여전히 지루하고 딱딱한 정치 수업, 함부로 다루기 힘들지만 매력적인 현실 정치의 
학습 소재들, 교육 중립성과 편향성의 갈등 속에서 단념하게 되는 학교교육의 도전들. 이대
로 메마른 지식만 가르칠 것인지 아니면 생생한 시민의 삶을 수업에 불어넣을 것인지, 학교
의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연구로 서울대학교에서 사회과교육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사회과 교육과정, 정치교육, 시민교육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정치관계법 개
정에 따른 학교 참정권 교육의 개선 방안(2022)』, 『정치교육의 재구조화 방안 (2018)』, 
『청소년 문제와 보호』(공저, 2020) 등이 있다. 2022년 강원대학교 교육상을 수상하였
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명정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한국사회과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
학교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강원도교육청)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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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 개(Dog)에서부터 민주주의까지

Session 13.

#인류의진화 #생존의조건 #다정함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콩
고 분지에서 시베리아 대륙까지 이르는 여정을 통해 인간과 가장 유사한 보노보와 침팬지, 
가장 가까운 친구인 개의 머리 속을 탐구해보자. 이 동물들의 내면에 숨겨진 진실에서 우리
는 우리 인간만의 특징과 사고방식의 형성과정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몸과 
생각 형성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바로 ‘다정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 인
간도 다정함을 통해 진화했다는 발견으로 이어진다. 인간의 다정함을 다른 동물에 비교함
으로 인간의 선함과 잔혹함의 역설을 파헤치고, 제도가 인류사회에 기여했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된다. 이 세션을 듣고 나면 반려견도, 민주주의도, 절대 이전과 똑같이 볼 수 없을 것이다. 브라이언 헤어 박사는 미국 듀크대학교의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를 맡고 있

다. 2004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어진 독일 라이프치히 막스 플랑
크 연구소에서의 연구로 2005년, 마흔 살이 안 된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독일의 가장 저명
한 과학상인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 상’을 수상했다. 2007년 ‘스미소니언 매거진’은 헤어 
교수를 ‘36세 이하의 세계 우수 과학자 35인’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헤어 교수는 100편
이 넘는 과학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의 연구는 국내외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2019년 그
의 연구는 스티븐 스필버그감독의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혐오하는가’에 소개 되기도 했다. 

그의 첫 책 〈개의 천재성〉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됐으며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브라이언 헤어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
스미소니언 매거진 선정 ‘세계 우수 과학자’
저서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2021), 〈개는 천재다〉(202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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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언 헤어 교수에게 사인을 받고 싶다면?

이어지는 폐막식 이후 ‘SDF2022 × 풀무질’ 서점이 있는 복도에서
브라이언 헤어 교수와 임우진 건축가의 사인회가 진행됩니다.

101

■ 경품 이벤트 안내

네임택에 있는 응모권에 스탬프를 모으셨나요?
잊지 말고 퇴장 시 입구에 있는 응모함에 넣어주세요!
1등 당첨자 1명분께는 애플워치 8을, 
2등 당첨자 20분께는 연사 저서 세트를 드립니다.
스탬프 개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며
당첨되신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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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 다이어리
SDF의 지난 1년

매주 수요일마다 발송하는 뉴스레터 SDF 다이어리는 달라지는 세상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화두를 새로운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연중 소통 채널입니다. 지난 
2020년 5월부터 정기 발송을 시작한 SDF다이어리는 지금까지 (10월 초 기준) 총 120편
이 발송되었습니다. 

올해의 SDF는 민주주의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만큼, 다이어리에도 그 고민을 담
았습니다. 숙의 민주주의 정도를 측정하는 ‘브이뎀 지수’로 현재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또, 전문가들을 만나 우리가 가까운 미래엔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거를 치룰 수 있을지 그 가능성도 짚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오랜 시간 전장에서 취재하면서 전쟁에 대해 깊이 고민했던 저널리스트 카림 벤 
켈리파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성’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나아가, 매사추세츠 공과대
학 미디어 랩의 디렉터 다바 뉴먼과 함께 저 먼 우주에서 찾을 수 있는 더 나은 지구의 미래
를 그려봤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전하고 SDF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과 고민을 통해 SDF의 세계관을 연중 공유했습니다. SDF다이어리는 SDF
공식홈페이지(www.sdf.or.kr)에서 구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투표 방식 진화 가능성을 짚어본�
〈Ep.108 블록체인 투표 시대 가능할까?〉

더 나은 인류의 미래를 우주에서 찾아본�
〈Ep.97 왜 다들 ‘우주’,’우주’하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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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간성’을 고민해 본�
〈Ep98. 전쟁, 그리고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브이뎀’ 지수로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후퇴를 짚어본�
〈Ep106. 민주주의, 대체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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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핀란드에서 매주 진행되는 대정부 질의 현장도 SBS D포럼 취재팀이 참관했습니다. 
‘북유럽 정치는 원래 다 잘하는 것 아니야?’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지켜본 핀란드 대정부 
질의. 기대 이상의 시간이었습니다. 산나 마린 총리와 각 부처 장관,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
여 그 주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데 인신공격성 발언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사실 산
나 마린 총리의 스캔들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조심스럽게 정치 공방이 있
지 않을까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딱 한 시간 동안 진행된 핀란드 대정부 질의 시간. 처음 참관한 취재팀임에도 핀란드의 그 
주의 현안과 쟁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핀란드 대정부 질의는 
의회가 대의민주주의 중심축으로써 공론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막말과 
고성, 질책만을 듣다가 끝나는 우리의 국회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520일 정도. SBS D포럼은 우리 정치와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해
야 하는 화두를 포럼과 다큐멘터리 등에 담았습니다. 오랜 기간 정치를 미워하고 불신했지만, 
이제는 정치를 통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만족감과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SDF2022 다큐멘터리 
: 비호감 정치와의 이별선언

〈다시 쓰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SBS D포럼은 서울대 국가전략원 민주주
의 클러스터와 함께 우리 사회 정치 제도,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정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과 핀란드의 정치 제도와 

문화 등을 직접 취재해 다큐멘터리 〈비호감 정치와의 이별 선언〉을 제작했습니다. 

거대 양당이 사실상 국회를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독일과 핀란드는 다당제 정치 
지형을 오랜 기간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다당제 정치 지형에서는 어느 정
당도 의석의 과반을 차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당끼리 협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당을 다시는 협력하지 않을 정당처럼 공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
가들은 다당제 정치 지형이 합의 정치 문화를 자리 잡도록 하는 요인으로 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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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F2022 연사 명단

김경일 /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
김금희 / 소설가
김명정 / 강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김주형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김진표 /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노리나 허츠 /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세계번영연구소 명예교수
로니 에버겔 / 사람 도서관 창립자
모경환 /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
모니카 / 아티스트
박원호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브라이언 헤어 / 미국 듀크대 진화인류학, 심리학, 신경과학과 교수
서현수 /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싱포골드 ‘하모나이즈’

– �소프라노�
권해민(Kwon Haemin)�
김문주(Kim Munju)�
김효은(Kim Hyoeun)�
신예린(Shin Yerin)�
하고운(Ha Goun)

– �알토�
구민선(Koo Minseon)�
김지민(Kim Jimin)�
김지우(Kim Jiwoo)�
문하영(Moon Hayoung)�
송민주(Song Minju)�
이은주(Lee Eunju)

– �테너�
김기태(Kim Gitae)�
이민성(Lee Minsung)�
장민성(Jang Minseong)�
한만재(Han Manjae)�
한의종(Han Euijong)

– �바리톤�
김태우(Kim Taewoo)�
이병욱(Lee Byungwook)�
이승준(Lee Seungjun)�
이지훈(Lee Jihoon)

– �감독�
예술감독 오장석�
(Oh Jangseok)�
음악감독 박성실�
(Park Seongsil)�
음향감독 차도담�
(Cha Dodam)

아담 쉐보르스키 / 미국 뉴욕대 정치학과 명예교수
앤 머리 리핀스키 / 미국 하버드대 니먼언론재단 큐레이터
얀-베르너 뮐러 /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
유호현 / 옥소폴리틱스 대표
유홍림 /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민주주의 클러스터 책임교수
이선우 /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우진 / 프랑스 정부공인 건축가(DPLG)
장승효 / 작가
전종익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네스 모슬러 / 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정치학과 교수
사람책 
반도현

이미자

파이보이

YTG

심기용

유태온

한혜경

장승희

박김영희

김소원 SBS 아나운서
김주우 SBS 아나운서
김현우 SBS 기자 / 8뉴스 앵커
최혜림 SBS 아나운서 / 8뉴스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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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이용탁 SBS A&T 차장 (미술감독)
전세진 SBS A&T 사원 (무대디자인)
손성수 (주)메이벤/무대제작
김유신 SBS A&T 차장 (소품)
정기석 SBS A&T 차장 (전식) 김용선 성명영 
비전CI/ 박영도 김호철 정태순 강효원 (LED)

비주얼 디자인

문상훈 감독 (기획 및 제작)
최다솜 (프로그램북 디자인) 
최지유 (LED/CG 디자인)
김은영 (발표자료 디자인)
섹션 나인/ 양석훈 (LED VJ)
박은영 (자막 디자인)
이경숙 (자막 운영)

기술 카메라 조명

[1호 중계차]�
기술감독� 안필호 SBS A&T 차장�
영상� 김영일 SBS A&T 차장�
� � 백길현 SBS A&T 차장대우�
� � 김봉규 SBS A&T 차장대우 �
SM� 권회준 SBS A&T 사원�
� � 장수필 SBS A&T 사원�
음향� 김열규 SBS A&T 부장�
� � 이흥재 SBS A&T 차장대우�
� � 김혜민 SBS A&T 사원�
� � 김상윤 SBS A&T 사원�
음향보조� 고낙현 SBS A&T 사원�
W/L SYS� 이호중 SBS A&T 차장�
1호 중계차 운행� 정한종 SBS A&T 사원�
1호 발전차 운행� 정승규 SBS A&T 사원�
W/L 장비차 운행� 최지훈 SBS A&T 사원�

SBS D 포럼 만든 사람들

기획 – SBS 보도본부 논설위원실 미래팀

고철종 SBS 논설위원실장
이정애 SBS 미래팀장
이승재 SBS 차장/기자
박현석 SBS 차장/기자
박준석 SBS 차장/프로그램 매니저
채희선 SBS 기자
전연남 SBS 기자
최예진 작가
최유진 작가
김화원 작가  
신소희 그래픽·디자인 감독
임세종 촬영감독
송현주 콘텐츠 마케터
김준용 SBS 차장/ 보도운영
전혜진 행정
김재현 행정
권정연 번역

연출 – 하승보 SBS 국장

최성락 SBS 차장/ 보도본부 PD
안철호 SBS 차장/ 예능본부 PD
김준수 SBS 차장/ 예능본부 PD
홍성우 PD/ 굳텐더브로드캐스트
배현집 PD/ 조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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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제작

영상취재� 최준식 양현철 / SBS 영상취재기자 
종편감독� 황돈희
종합편집      � 이원정 / 제이팝미디어
녹음           � 김흥배 
조연출        � 박종혁 
                � 임정욱 
해외코디     � 권보미 (핀란드)
               � 김찬 (독일)
번역         � 이대일 (독어)
               � 정정아 (독어)
       � 유치숙 (독어)
               � 권세현 (독어)
              � 박인영 (핀란드어)
               � 김정도 (핀란드어)
              � 한유경 (영어)
               � 김인선 (영어)
음악� 솔미디어컴퍼니
CG� 정혜경 / 솔미디어컴퍼니

홍보 – SBS 콘텐츠프로모션팀

전은진 부장 (사보)
금혜성 차장 (SDF담당)
김연식 차장 (사진)
옥정식 (사진)
정호성 (사진)

편성 – SBS 편성팀

이은지 편성팀장
신규홍 부장
강성훈 차장
유장현 차장 

[6호 중계차]�
기술감독� 석정훈 SBS A&T 부장�
영상� 윤영석 SBS A&T 차장�
SM� 남태현 SBS A&T 차장
음향� 김종선 SBS A&T 사원� �
음향보조� 조재민 SBS A&T 사원�
� � 김진관 SBS A&T 사원� �
6호 중계차 운행� 이기선 SBS A&T 사원�
6호 장비차 운행� 김경선 SBS A&T 사원� �
스탶차 운행� 한지연 SBS A&T 사원�
카메라� SBS A&T 영상제작 1팀 
� � 이은우 김경태  
� � 강태구 신성화
� � 양형석 송낙훈
� � 이황호 박민우
� � 김지현 우하은
� � 손영준 강성훈
� � 한재진 이용준
� � 이기범 김정현
퍼스트� 강준영 민보아스
� � 김재호 이건
조명� 김태현 SBS A&T 사원
� � 신소현 SBS A&T 사원
조명협력업체� 라이팅코리아 이지용, 송민기
중계 부조 연출� 김대철 SBS A&T 부장
� � 신진수 SBS A&T 부장
� � 편찬형 PD
분장� 김은정 SBS A&T 차장
� � 황인혜 황민아
미용� 심정화 SBS A&T 사원
� � 김은희 김소담 
외부음향� 고종진 / 큐도스 에이티
카메라 특수장비� 세눈 / 윤찬웅 김정훈 임주성 박재웅 양홍석 박준영 백선호
와이어카메라� 우리두리영상 / 양재훈 장성영 고범석 주은서
음악·음향효과� 윤재영
투명 프롬프터� 오름 / 하승수 원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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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화상 프로그램

이테크시스템 (시스코웹엑스) / 유인준 전재형

Special thanks to

손석민 SBS정치에디터
김정윤 SBS정치팀장
권란 SBS정치팀 차장/기자
이한석 SBS정치팀 차장/기자
최고운 SBS정치팀 차장/기자
이대욱 SBS통일외교팀장
곽상은 SBS 파리특파원

서경채 SBS 경제에디터
송욱 SBS산업과학팀장

강선우 SBS팩트체크담당 부국장
우상욱 SBS 뉴스플랫폼총괄

최선호 SBS 8뉴스팀장
정성엽 SBS 8뉴스부 부장                  
정호선 SBS D뉴스플랫폼부 부장

박진호 SBS 뉴스D스튜디오총괄

마케팅 – SBS M&C

김태환 팀장
김여진 프로
최상현 프로

웹서비스

 – �SBS 디지털뉴스랩�
박은미 차장 �
오수연 차장�
김유경 차장�
박진호 과장�
이상훈 팀장�
김현지 팀장�
남승훈 팀장�
김도희 대리�
오윤지 대리�
이기영 대리�
이혜지 대리�
강보배 사원�
김지선 사원�
이재원 사원

 – �SBSi�
김연희 부장 (총괄)�
김비치 부장 (웹디자인)�
김준영 (웹기획)�
문혜빈 (웹운영)

대행사 – ㈜ 지엘컴

총괄� 김다애
PM� 김지선
등록팀� 배성아, 유안상
연사행정팀� 장윤구, 우승완
통역 관리� 이지연
운영� 양현수, 강동은
사람도서관� 장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