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민주주의  
Digital Democracy

엑투스 노동자 협동조합 최예준



누구냐 넌?

엑투스 노동자 협동조합 

protocol arnachy 

4녀(땡큐 -형경,혜강,산,연옥) 

유기견 2 마리

엑투스 협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

2000년을 경제성장과 고용이 분리 
decoupling 되는 현상발생 

2000년 경제 체계가 디지탈화(인터넷 
경제), 자동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던 
시점 

없어지는 직업 > 새로운 직업 

고용없는 성장은 계속된다.



디지털 민주주의란 ?

소셜 네트워크? 전자 투표? 정보, 투명성?



민주주의 - “동막골” 민주주의, 내 손에 쥘 수 있는 민주주의

인민군장교 - “거, 기리니까니, 고
함 한 번 디르지 않고, 부락민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거, 위대한 영도
력의 비결이 뭐요?” 

촌장: “뭐를 마이 멕여야지, 뭐,”

“웰컴투 동막골" 영화의 한장면



디지털 민주주의 나머지 반쪽

정보 소통, 의사결정 또는 온톨로지 게임 투명한 디지털 분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란?

- 중개자 없이 금융/거래/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기술 

- 분산화된 장부 형태로 기록되어 중앙 집중
형 장부보다 안전하다 

- 암호화된 기록방식으로 조작이나 이중 사
용이 방지된다. 

- 참여자들이 각각의 장부를 가지는 방식으
로 참여자가 블록체인의 운영비용을 공동
으로 부담한다 블록체인 운영원리 [매일경제]



디지털 민주주의와 블록체인 - Nation as a Service

- 블록체인에 기록된 형태로 실행 -> 
행정집행비용 절감 - 중개자(공무
원?)가 없음 

- 조세와 행정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국가 등장(예 - 에스토니아의 인터넷 
영주권)  

- 전통적인 조세국가에 대한 도전(?) 

- 좋은 일자리로서 공무원(?) 



디지털 민주주의 이야기 … 그녀의 민주주의

“올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아침에 내 휴대폰으로 2031년도 예산에 대한 배당으로 2000만원
이 내 계좌에 들어왔다. 음 나도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게 실감난다. 하지만… 이 돈을 쓰고 싶은데 맘 데로 쓸 수 없는게 
안타깝긴 하다. 내년 예산에만 배정 할 수 있다니...내가 필요한 곳에 꼼꼼하게 배정해야지.  어떻게 써야할까?     
  
 내년 대학등록금이 걱정인데 등록금 지원 예산에 더 분배를 하자고 할까? 아니면 아빠를 위해  은퇴연금예산 인상안에 
배당을 해볼까? 음 그건 지지투표만하고 엄마 아빠한테 배당하시라고 하고, 나는 요세 인끼 짱 “헬스& 뷰티” 예산에 배
당해야 겠다. 음~ 내 성형수술비를 예산으로 받을 수 있으려나?”  친구들과 같이 얘기를 해봐야 겠다.



디지털 온톨로지 ?

네트워크 상에서 온톨로지는 사람들간의 합
의를 개념적이고 컴퓨터에서 다룰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한 모델.  

개념의 형식이나 사용상의 제약조건들을 명
시적으로 정의한 기술.  

온톨로지는 특정한 영역을 표현하는 데이터 
모형 Model 에서 특정한 영역 Domain 
에 속하는 개념과, 개념 사이의 관계를 기
술하는 정형 Formal 어휘 vocabulary 의 
집합.

그녀의 온톨로지



온톨로지 게임 - 국사 교과서 국정화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 《1984》, 
조지 오웰 

●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
용의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 역사학자 E.H.카 

● "한 사회가 어떤 역사를 쓰느냐, 어떤 역사를 
쓰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그 사회의 성격을 
뜻 깊게 암시하는 것은 없다." ― 역사학자 
E.H.카

중고 검정교과서들

https://namu.wiki/w/1984
https://namu.wiki/w/%EC%A1%B0%EC%A7%80%20%EC%98%A4%EC%9B%B0
https://namu.wiki/w/E.H.%EC%B9%B4
https://namu.wiki/w/E.H.%EC%B9%B4


디지털 민주주의는 온톨로지 구축 게임이다

민주주의 사회

자유
시장

교육

계몽

국정
교과
서

분배 자원
의제언론

민주주의 온톨로지에 경쟁하고 있는 이념들

복지

조세

설정



Blockchain OS - Nation as a Service 

- 온톨로지 게임 지원 - 온톨로지 합의에기반  

- 온톨로지는 - 기존 법체계가 수립되는 과정  

- 직집 민주주의 실행 - 블록체인  

- 온톨로지 기반 스마트 컨트랙 -> 행정체계 대체 

- 조작 불가능 완전 공개 장부 (Blockchain) 

- 프라이버시 (sMPC)

Blockchain OS 개념도



디지털 민주주의와 블록체인에 대한 생각꺼리들...

기존 금융자본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용절감 

위기의식 - 금융시장의 파괴적 혁신의 가능성 - trusted third party 

디지털 민주주의에서 블록체인의 역활은 무엇인가? 

합의 consensus 에 대한 힘 power 으로서 역할 

블록체인의 의미(Value)는 무엇인가? 

p2p 

tru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