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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Ⅰ. 서론

1. 연구배경

◦2012년 세계 경제포럼에서는 세계 경제 기의 장기화와 한계에 착한 자

본주의에 한 회의론을 거론하면서 사회 신이 세계가 처한 새로운 실

을 개선할 것이라는 논의를 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사회 신과 시민참여 부서를 백악 에 설치

하 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 신이 새로운 변화의 흐름임을 암묵 으

로 드러내 주는 것임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 신국을 신설하여 서울시의 사회 신을 

주도 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

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NGO의 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

축할 것인지에 한 논의를 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 임

2. 연구내용

◦아시아 비정부조직 신 서  개최(ANIS)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홍콩 콘퍼런스 리뷰

◦사회 신 진을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원 모델 논의

◦서울시가 아시아 사회 신 본부(헤드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략  방

안에 한 일부 탁 연구 수행

－ANIS 회의 련 기획  진행(희망제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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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사회혁신의 정의

◦“사회(Social)”란

－사회  수요 는 사회 문제

－사회  가치

－창의성과 지향  가치 사이의 균형

◦“ 신(Innovation)”이란

－창의성

－성과 개선

－ 범

－실행력

◦“사회 신(Social Innovation)”이란

－사회  수요와 문제에 한 창의 이고 유용한, 새로운 근방식과 그 

안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 이고 효과 이며, 지속가능성과 정당성을 담보

－사회 신의 결과로 ‘사회  가치’ 창출

－사회  상호작용과정에 향을 미치는, 사회  요구에 한 새로운 반응

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well-being) 개선

－목표와 수단의 두 측면에서 모두 ‘사회 ’인 것으로, 사회  필요를 (효율

으로)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생산물, 서비스, 모델), 새로운 사회

 계 는 력의 창출, ‘사회에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실행 

능력을 키우는 것’(홍일표, 2012)

2) 사회혁신의 등장

◦유럽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로는 기술 변화, 지구화, 에 지 식량 안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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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 성역할 환, 이민, 경제  사회  배제, 고령화 등이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 기에 따라 증폭되는 추세

◦사회 신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유럽 사회의 총체  발  략의 논

의 맥락 속에서 등장

－‘ 신’은 ‘지식(knowledge)’을 경제, 사회 발 의 핵심에 둔 <리스본 

략>(Lisbon Strategy)의 주요 요소

－<유럽 2020 략>(Europe 2020 Strategy)도 지속가능(sustainable)하고, 

명(smart)하며, 포용 (inclusive)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사회 신

을 통한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참여 개발, 생산과 소비 습 의 

변화를 유도함

－“ 신은 사회에 배태되어 있다” 등 역과 경계를 허무는 사회 신이 등

장하며, 사회 신을 한 정부의 극 이고 능동  역할 요청

－그러나 사회 신 지원을 한 모델과 제도는 여 히 취약하여, EU 차원

의 개입 시도

－ 신의 ‘기원(origin)’으로서 ‘사회’를 의미하며, 사회와 경제의 계 재

설정(ex. CSR from charity to self-interest)  OECD에서도 ‘사회’에 근

거를 둔 ‘ 신’에 한 연구가 계속됨

－‘GDP’를 넘어선 진보와 웰빙의 요성이 확산되며 사회 신은 ‘지속가

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과 직결

3) 사회혁신의 분야

◦사회 신과 련된 주요 이슈로는 고령화, 기후변화, 국제이동성, 성장의 

가치 변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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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회혁신 6단계

4) 사회혁신의 이유

◦유럽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사회  요구와 도 들

－지구화와 결합된 속한 기술 변화, 이민, 실업, 빈곤과 사회  고립, 고

령화, 기후 변화 등이 서로 긴 히 연결

◦유럽의 재정 기

－유럽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 압박과 부채, 경제  기가 사회  기로 

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

◦ 통  방법들의 한계

－시장, 공공부문, 시민사회

◦유럽의 사회  경제는 요한 경제력(ex. EU 노동인구의 6%(11백만명) 고

용, 임 소득자의 4.2% 고용)

◦사회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

－사회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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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기회(1)：‘사회 신’ 분야를 이끄는 유럽

－경제에서 사회가 차지하는 비 이 커지고 직면한 과제들 부분이 ‘사회

인 것’

－성장과 일자리 원천으로서의 사회

◦  다른 기회(2)

－SNS를 통한 새로운 력, 이민을 통한 노동력의 양 ㆍ질  개선, 동아

시아의 성장과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기후 변화에 따른 녹색 기술, 지속

가능기술, 재생가능에 지 수요 증 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는 ‘ 기’를 ‘기회’로 환하기 한 략  개념

－유럽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도 장차 직면하게 될 문제라는 에서 련 

기술과 시장을 ‘선 ’하겠다는 의도로, 사회 신이라는 용어( 는 개념)

에 한 정의와 해설, 확산을 주도하려고 함

4.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1) 아시아의 사회혁신

◦아시아 사회 신의 방법론을 연구한 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왓

웍스(Whatworks) 연구 은 아시아 사회 신의 8가지 특징을 소개

－경제 성장과 통합

－도시화와 장소 만들기

－민주주의와 참여

－피  워(민 의 힘)

－지속가능성

－새로운 기술

－정부의 지원

－ 안교육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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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 신은 희망제작소의 사회 신 로그램을 들 수 있음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시 참여 거버 스

의 실 을 해 생겨났으며, 사회창안센터의 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창

의 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창의  생각의 수혜자는 시민들이라는 

“참여 거버 스”의 믿음을 실 시킴

－“사회창안 로세스”는 사회창안센터의 시민 거버 스를 실 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약 3,300개

의 아이디어 에서 4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 됨

2)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조직 인 차원을 넘어선 정부와 시민사이의 계를 고려한 방법이 필요

◦사회 신의 로세스 6단계

－(1) 발：질문하기, 발과 감, 문제의 인식(연구, 조사, 자료수집, 문

제의 가시화, 참여 요청, 진단)

－(2) 제안：정답 찾기, 해답의 상상, 다르게 생각하기, 개방  신, 참여

의 진, 기  활용

－(3) 형： 형 만들기, 새로운 아이디어를 한 재원마련

－(4) 지속성장：사업화, 소유구조와 조직형태, 지배구조, 조직과 경  모

델, 운 , 련 자본, 벤처 재원, 공공 부문의 지원

－(5) 규모확 ：보 , 감, 요구의 확산, 공공부문을 통한 규모확 , 

임, 조달

－(6) 시스템 변화：새로운 시스템 지원을 한 인 라 구축, 생산자/사용

자 형성, 규제와 재정, 정보, 회계, 진보  연합과 사회운동, 시스템 변화

를 한 재원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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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사회혁신 프로세스 6단계

5.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1) 사회혁신 국외사례

◦사회 신과 련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사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음

구분 주요내용

기업

인텔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사회혁신 요소를 도입한 대표적인 기업
- 인텔의 사회혁신 3가지 접근
① 사회적기업 역량강화(Empowering social entrepreneurs) 
②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하기(Transforming ideas into solutions) 
③ 파트너십 환경 만들기(Building the partnership ecosystem)

록펠러 재단

- 갈수록 복잡해지고 한 지역 국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시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사회혁신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

- 기금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기관과 개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
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계(eco-system)를 조성

식스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 그룹 구성원：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영파운데이션의 소셜벤처로서 3,000개
가 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 개인, 단체, 학계 등

- 최근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적으로 시작한 사회혁신 이니셔
티브 프로그램을 시작

- 유럽 내 대표적인 사회혁신 네트워크인 유클리드 네트워크 등과 함께 유럽 전역
에서 사회혁신 촉진 프로그램을 실시

- 매해 식스서머스쿨을 개최하고,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함. 최근 식스는 지역별 식스 네트워크를 론칭했으며 그 처음이 식스 아시아임

<표 1> 사회혁신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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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지방
정부

일본
- 뉴공공공유(New Public Common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제공을 

정부만이 아니라, NPO, 일반 기업,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함 

호주

- 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효과적 공공서비스 제공
- 공공예산 마련의 새로운 방안인 소셜임팩트본즈(Social Impact Bond)：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이 서비스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가 원래 지출해야했던 서비스 비용을 투자자인 민간에게 돌려준다는 개념

<표 계속> 사회혁신 해외사례

2) 사회혁신 국내사례 

◦서울시의 시민사회 신 사례

－공공투자 리센터와 희망온돌 로젝트：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로 공공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힘

－트 터를 통한 즉각 인 시민 응 시스템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새로운 공유 방식의 도입 

－ 극  주민참여 산제 도입 

－페이스북을 통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 참여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신 추진 과제

－서울시 재정 황과 당면한 공공서비스의 신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

는 4가지 조건(재정 건 성 제고, 재정 분권화 시스템 개 , 참여, 인센티

와 동기 부여의 장치)의 선결이 요구됨

－선결조건에 따른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신 추제 과제는 재정 바로 세우

기(Financial Soundness), 재정 나 기(Fiscal Decentralization), 함께하기

(Doing Together), 보상하기(Motivation)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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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1) 아시아 비정부조직 혁신 서밋(ANIS) 개요

◦제목：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2012

◦주제：사회 신을 한 섹터 간 력

◦목 ：

－서울  아시아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솔루션인 사회 신

에 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용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국제 인 공유의 장으로서의 기능 조성 

－아시아 사회 신을 진하고 사회 신 생태계 조성을 한 실질 이고 

지속 인 력  네트워크 구축

◦일시：2012년 6월 13일 ~ 15일(2박 3일) 

◦장소：쉐라톤 디큐  호텔, 그랜드 볼륨(6층), 서울, 한국 

◦주최：(재)희망제작소, 인텔 아시아, 서울연구원 

◦후원：서울시 

◦ 트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아름  

다운 커피

◦연구 펀딩 트 ：록펠러재단 

◦참가자：총 16개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참석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국, 타이완, 키스탄, 인

도,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국, 미국 

－사회 신계 활동가, 연구자, 공무원 98명, 서울시 특별 세션 참가자 53

명, 일반 시민 43명 등 총 195명이 참가

2) 서밋 프로그램

◦행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 이고 유기 인 세션을 구성하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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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인 정보제공이나 통 인 강연이 아닌, 실질 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신의 참여형 토론 기법 용

프로그램 주요내용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밋에서는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사회혁신 관련 기관을 
초대해 최근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

- 리차드 홀(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담당), 아미라 이브라임(록펠러재단, 사회혁신 이니셔
티브 담당), 루이즈 풀포드(식스)가 초대되어 각 기관의 사회혁신 활동을 소개

아시아 사회혁신 
프로그램

-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는 참가자들이 아시아 사회혁신의 흐름을 빠르고 생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그나이트(Ignite)라는 방식을 도입

- 발표 후에는 세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아시아 사회혁신을 보는 관점과 사례들을 
제안하는 그룹 토론

- 총 6개 지역(홍콩,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에서 대표적인 사례와 흐름을 소개

참여형 오픈토론

- 주제별 토론 및 질의：기조발제와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 한겨레경제연구소의 이원
재 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됨. 발표자 전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사장과 조인동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김인철 서울시 경영기획관, 김선순 복지정책관
이 패널로 참여

- 오픈 협력 세션：오픈 협력 세션은 오픈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누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열린 구조의 세션으로 진행됨. 총 6개의 주제가 
논의되어 워킹그룹을 형성했으며 총 88명(중복 가능)이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기로 함

<표 2> 프로그램 및 주요 내용

3) 행사성과

◦주제에 맞게 공공섹터, 비즈니스 섹터, 시민사회섹터가 공동주최기 이 되

어 섹터 간 력 트 십을 형성

◦사회 신에 한 인식과 이해를 넓힘

◦국제네트워크/기 과의 트 십 형성：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사회 신네

트워크(식스, SIX)와 록펠러재단의 력을 이끌어냄 

◦지속 인 화와 활동을 한 워킹그룹 형성 

◦아시아 사회 신 사례들과 황에 해 함께 논의함으로써, 직 으로 논

의되던 사례들의 신성, 사회성을 분석하는 기회를 마련함 

◦아니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회 신 사례를 제안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

러한 사례들은 향후 아니스 사회 신 연구에 포함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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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1)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성공 인 사회 신을 해 공공섹터는 직 인 사업이나 로그램을 진

행하기보다 환경과 장(기 마련, 간지원조직, 제도  지원 등)을 마련해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력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과 서비스

를 발굴하도록 돕는 것이 요함

◦민간(비즈니스)섹터는 기업의 사회  책임(CSR)을 기업의 사회  신

(Corporate Social Innovation)으로 변화해야 함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사회문제 해결 략으로 취함으로써, 

신  아이디어의 생산과 성장을 돕는 환경과 생태계 조성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를 해 다른 분야와 력을 주도함으로

써, 사회 신을 한 력을 이끄는 진제 역할과 간지원조직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2)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1) 사회적기업 분야

◦사회 기업을 한 투자와 펀딩은 기술 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

로, 사회 기업의 내 인 능력 즉 흐름, 유연성, 변화에 한 응력, 확장

성이 요함 

－사회 기업을 한 투자와 펀딩은 ① 상품, 서비스 개발, ② 시장에 진입, 

③ 수익성, ④ 확장성 등 4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마다 다른 수입/비

용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른 펀딩이 필요함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기 마련의 신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으

며, 그 외 개미스폰서 로젝트, 굿펀딩, 펀듀, 업스타트, 텀블벅, 콘크리트 

등이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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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은 1% 기부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쉽게 기부할 수 있

는 기틀을 마련하 으며(개미스폰서 로젝트), 이를 통해 시민들과의 

소통  NPO 등의 재정  어려움을 도와  수 있는 기회를 마련

－ 재 6천 4백만원이 모 되었으며, 총 1,618명이 참가함

(2) 커뮤니티 개발 분야(Community Building)

◦가와드 칼링가(Gawad Kalinga)는 필리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인 가난과 

홈리스(Homelessness)를 해결하는 신 인 커뮤니티 개발 모델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계를 형성해 력하는 것을 강조함

－정부 기 , 사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 기부자의 력을 강조하며 안

정 이고 역량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

－홈리스에게 물리 인 주거공간과 사회  로그램(가치형성, 건강, 경제

력, 아이들과 청년 발 , 환경  지속가능성, 자가 식량 생산 등)을 함께 

제공해 종합 이고 체계 인 지원을 제공

◦성미산마을은 얼굴 없는 개인화와 과열되는 경쟁심리에 맞서 력 인 마

을 모델을 실험하고 창조해 옴

－이 공동체는 극 인 활동과 참여, 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기

반의 통 인 마을처럼 연 하게 됨으로써, 커뮤니티 단 의 경제 생태

계 형성

－마을기업, 동조합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지속 으로 해결

(3)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

◦과학기술의 발 은 90%의 소비 무능력자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 과학  질문에서 사회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

－ 정기술은 기존의 ODA 방식에서 차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지역에

서 직  생산하는 것은 물론, 생산 기술과 생산품을 지역이 리하고 

매함으로써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기 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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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 뭄푸니는 커뮤니티 심의 수력발 소 개발을 통해 력 공  해결 

 력 생산을 커뮤니티가 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커뮤

니티의 경제력도 향상시킴

－수력발 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투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커뮤니티가 

소유해 지속 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이를 해 마을 단 에서 가능한 교육 로그램을 통해 30%의 기술과 

70%의 사회  노력으로 커뮤니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베리어 이커스 기술(BarriersBreakers)은 청각장애인들을 한 화상 수

화 통/번역 서비스를 화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화 

등의 통신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술임 

－이를 해 ① 화  인터넷 할인 서비스 운 을 한 제도 인 논의가 

필요하며, ② 수화 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훈련 로그램 운

 등에 한 정부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

(4) 디자인 분야

◦디자인은 최근 사회 신과 련된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다양한 로젝트에 도입되고 있음

－그러나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한 논의는 물론, 디자인의 활용방식과 디

자인에 한 이해의 차이  이해의 부족이 여 히 존재 

－이에 따라 직업 디자이 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디자이 로서 새로운 참

여자와 이해 계자를 새로운 자리에 개입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 자체  

개선과 해결의 과정을 디자인으로 인식하는 등의 사고의 환이 필요함

3)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아니스의 워킹그룹은 아니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시아 사회 신 생태계 

조성을 한 다양한 로그램이나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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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되는 모임이며, 아니스 공동주최자들은 이 활동이 지속 으로 진행

되고 구체 인 실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아니스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지속 인 화와 활동을 

통해 지속  력네트워크 조성에 주력

① 아니시드(ANISeed) 온라인 랫폼：https://aniseed.basecamphq.com/에

서 워킹그룹별로 활동  련 자료와  공유

② 워킹그룹별 미  진행：인텔에서 지원하는 웨비나(Web+Seminar) 랫

폼이나 그 외 화, 스카이  등을 통해 정기 인 토론 운

③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지역 인 거리와 시간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콘퍼런스 툴로, 사회

신 트 트 소개  베스트 사례를 공유

④ 아니스 콘퍼런스：매년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 신가들의 랫폼으로 

워킹그룹의 활동 내용이 오  력 세션 외에도 세션 주제로 진행

Ⅱ. 결론

1. 사회혁신 활성화 방법

◦ 간지원조직

◦우수 신 사례 선정과 시상

◦ 신지원  설립

◦ 신 허  구축

◦ 신 지원 기 /조직 설립

◦ 신 네트워크 구축

◦ 신 랫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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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의 발 (사회  경제는 사회 신의 원천)

◦정부는 ‘사회 신’ 지원

－과거에 정부는 사회 신의 선구자 으나 신을 제약하는 구조로 고착

되어 표 화된 해법만 양산

◦사회 신에 한 략  사고

◦ 신 활성화를 한 공  재원의 활용

－R&D 산의 효과  활용, 조직 내부 신 지원을 한 산 활용, 책임

의 배분과 민주  신, 새로운 과세와 공  자원 확 , 지 방식과 수단 

신, 공  투자 등

◦법제화

◦ 신에 한 인센티  제공

◦작업장으로부터의 신

◦조직 내․외부 력 강화

2.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 정한 기술의 사용과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을 단 에 알맞은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커뮤니티 간의 력은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참여자들 간의 활

발한 논의  진정성이 필요

◦청각장애인을 한 수화통역서비스는 새로운 모델 개발에 따른 규제  기

술활용을 한 법  장치의 필요 때문에 무엇보다 정부와 섹터 간 력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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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서울시정의 목 은 시민들이 존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릴 수 있게 

하는 데 있으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제반 환경은 한층 복잡하고 다양

해지고 있으며 사회문제해결을 한 정책과 제도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

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상에 한 새로운 해결책으로서 사회 신이 주요 어젠다로 부상

하고 있으며, 그 구체  방법론과 로그램, 실행사례들이  세계 으로, 

그리고 지역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지역 커뮤니티차원에서도 다양한 수

으로 시도되고 있음

◦서울시는 최근 사회 신을 구체 으로 실 할 수 있는 도시로서의 가능성

이 높으며, 아시아 최 로 도시 정부차원에서 사회 신 담당조직을 설립하

고 지원 정책을 계획하는 등 사회 신 주도 그룹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사회 신을 목 으로 하는 다양한 수 의 연구  네

트워크를 구성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 국내외 사회 신 

황을 악하고 사회 신 트 들과의 략 인 력방안을 모색하여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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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에 있는 서울의 사회 신을 진하며 나아가 아시아 사회 신생태계

를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이후 서울 신국을 신설하여 서울시의 사회 신을 

주도 으로 실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맥락에서 아시아 지역의 사회

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공부문과 NGO의 력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

축할 것인지에 한 논의를 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 임

제2절 연구내용

◦아시아 비정부조직 신 서  개최(ANIS)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홍콩 콘퍼런스 리뷰

◦사회 신 진을 한 지방정부의 역할  지원 모델 논의 

◦서울시가 아시아 사회 신 본부(헤드쿼터)로서 기능할 수 있는 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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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사회혁신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사회혁신의 정의

◦19세기 사용된 ‘사회  경제’, ‘제3섹터’는 연 와 호혜성에 기반을 둔 시

스템으로서의 사회 신을 의미함

◦1990년  이후 사회 신 개념이 재부상함

－인터넷 기술의 발달, 인터넷을 매개로 한 새로운 계(망)의 구성, 최근

의 융ㆍ재정 기 상황에서 사회 신 개념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함

◦사회 신에서 사회(social)란 사회  수요 는 사회문제, 사회  가치, 창

의성과 지향  가치 사이의 균형을 의미하며, 신(innovation)이란 창

의성, 성과개선 , 범  실행력을 의미함

◦일반  의미에서의 사회 신은 사회  수요와 문제에 한 창의 이고 유

용한 해결책으로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효율 이고 효과 이며, 지속가능

성과 정당성을 담보로 하고, 사회 신의 결과로 ‘사회  가치’를 창출하여

야 함. 이외에도 사회 신에 한 정의는 학자별ㆍ기 별로 다양하며 이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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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기관별 정의

닐슨(2003)
작금의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빈곤, 질병, 폭력 또는 환경오염과 같은 심오하고도 
기존에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는 방식에서 중요하고, 창의적이며 지속가
능한 방식으로의 이동

골덴베르그
(2004)

개인과 커뮤니티가 당면한 사회적, 경제적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새롭거나 
개선된 활동, 시도, 서비스, 프로세스, 결과물들을 개발하고 적용해 보는 것

Mulgan(2007)
사회적 목표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리킨다. 억압되어 충족되지 못한 
필요를 충족시킬 새 아이디어를 디자인해내고, 개발해내며, 발전시키는 프로세스

피어슨(2007)
사회혁신이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과를 내는 새로운 것들과 기존의 지식을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하여 성과를 내는것

빌레 & 폴(2008) 삶의 질이나 양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아이디어

사회혁신 스탠포드
(2008)

사회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 즉 기존의 해결책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
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며, 해결책에서 창출된 가치는 주로 사적인 개개인들보다 
사회 전체에 축적됨

Plan Institute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 정책, 관계, 자원들을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도입하
는 것을 통해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문제들을 변환시키는 것

Public Innovators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 변혁적이고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혁신으로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실천

사회혁신을 위한 센터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더 나은 방법들의 디자인과 실현임. “더 나은 방법”이라 
함은 변혁적인 개선으로, 점진적인 개선

Social Innovation 
Generation in Canada

사회혁신은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 규칙, 관련 자원, 권한의 흐름이나 믿음
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시도나 결과물,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

Plan Institute
새로운 아이디어, 실행, 정책, 관계, 자원들을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으로 도입하
는 것을 통해 깊이 뿌리박힌 사회적 문제들을 변환시키는 것

출처：희망제작소 사회혁신센터(http://idea.makehope.org)

<표 2-1> 사회혁신 개념 정의

◦사회 신과 련된 정의들은 사회 신과 련된 키워드를 강조하고 있으

며 <표 2-2>는 이 키워드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해 보여주고 있음

시작
사회적 필요, 시장 실패, 사회적ㆍ경제적 도전들, 과거에는 다루기 힘들었던 문제, 사회 문제, 
주요 목적은 사회적인 것, 사회적 웰빙이 목표

방법/

프로세스

새로운, 창의적인, 개선, 커뮤니티, 변혁, 혁신, 참여, 변화, 유연성, 상호작용, 연대 기반, 
디자인 프로세스,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과 발전

결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 공공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과 지구에게 혜택을 주는, 규모ㆍ
조직을 통해 개발되고 확산된, 사회적 영향, 지속가능한 이동, 시장 실패에 대응하는 실천, 
기존 규칙의 변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믿음의 변화, 권력 흐름의 변화, 전체로서의 사회, 
충족되지 않는 필요를 충족시키기,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더 큰 회복력을 갖는 방향

<표 2-2> 사회혁신 정의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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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사회혁신의 주요이슈

1. 사회혁신의 등장배경

◦사회 신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 온 유럽사회의 총체  발  략에 한 

논의 맥락 속에서 등장함

－리스본 략(Lisbon Strategy)에서 ‘ 신’은 ‘지식(knowledge)’을 경제, 사

회 발 의 핵심에 둔 주요 요소임

－<유럽 2020 략>(Europe 2020 Strategy)에서도 지속가능(sustainable)하

고, 명(smart)하며, 포용 (inclusive)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사회

신을 통한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 역량과 참여 개발, 생산과 소비 습

의 변화를 유도함

－ 신의 ‘기원(origin)’으로서 ‘사회’를 의미하며, 사회와 경제의 계 재

설정(ex. CSR from charity to self-interest)  OECD에서도 ‘사회’에 근

거를 둔 ‘ 신’에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

－‘GDP’를 넘어서 진보와 웰빙의 요성이 확산되고 있으며 사회 신은 

‘지속가능한 발 ’(sustainable development)과 직결됨 

◦유럽사회는 기술변화, 지구화, 에 지와 식량 안 , 기후 변화, 성역할 

환, 이민, 경제 ㆍ사회  배제, 고령화 등 세계경제 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 고 이러한 문제들은 새로운 사회  요구와 도 이 필요함

◦유럽은 재 심각한 재정 기 상태로 재정 압박과 부채, 경제  기가 사

회  기로 환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시장, 공공부문, 시민사회 모두 통  방법들에서 한계가 나타남

2. 사회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회  기업가들：‘거 한 환-새로운 모델의 형성’을 주제로 한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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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포럼1)에서 사회  기업가들은 사회 신이 세계가 처한 어려운 

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주장함

◦버락 오바마 미국 통령：‘사회 신과 시민참여 부서’를 백악 에 설치하

고 ‘사회 신펀드’ 마련

◦데이비드 캐머런 국 수상：‘큰 사회은행(Big Society Bank)’ 설립

◦박원순 서울시장：서울 신기획 -사회 신담당  신설

3. 사회혁신의 주요이슈와 영역

◦ 신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시기는 존하는 문제들이 더욱 악화되거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리고 이를 해결하려는 기 들이 재 문제

보다는 과거의 문제들을 반 하고 있을 때임

◦사회 신과 련된 주요 이슈는 고령화, 기후변화, 국제이동성, 성장의 가

치 변화이며 이를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음

자료：윤지현(2010；126-127)

<그림 2-1> 사회혁신 6단계

1) 세계 경제 기의 장기화, 한계에 착한 자본주의에 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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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사회혁신의 주체2)

1. 개인

◦소수의 웅 이고, 활동 이며, 사회변화를 원하는 개인들이 먼  사회변

화를 만들어왔음. 역사는 이런 개인들이 다수를 설득해가면서 세상을 어

떻게 고쳐 왔는지에 한 이야기를 들려 . 로버트 오웬, 옥타비아 힐, 마

이클  등이 이런 역사  을 보여주는 사람들임

◦18세기 가장 요한 사회  신가인 로버트 오웬은 뉴래나크(New Lanark) 

지역에서 4개의 방직공작을 사서 돈을 벌기 해서만이 아닌 세상을 재창조

하는데 쓰기로 함. 오웬의 경 하에서 뉴래나크의 방 공장과 마을은 모범

인 공동체가 되었음. 그는 일하는 어머니들을 한 탁아소를 만들고, 무료 

의료 진료와 녁수업을 포함하는 종합교육을 시작하 음. 이 게 새로운 

동 이고 상호주의 인 운동은 거 한 향을 미침

◦19세기 오웬의 추종자 던 옥타비아 힐은 그녀가 아이일 때부터 생 명

의 아버지인 토마스 사우스우드 스미스 박사, 기독 사회주의자의 리더인 

모리스, 존 루스킨 등 동시  진보  사상가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음. 

1864년 루스킨은 악명 높은 슬럼가인 라다이스 이스에 건물 3채를 

사서 옥타비아로 하여  리하도록 했음. 그녀의 훈련 로그램은 주택 

리의 기본을 이뤘으며 첫 번째 기 인 호라스 스트리스 트러스트는 이후 

모든 주택 연합의 모델이 되었음. 그녀는 도시 내 10 의 사교를 한 사

학교를 시작했고 공공 공원을 만들었으며 술과 아름다움으로 병원들을 

장식할 것을 캠페인 하기도 하 음. 1895년에는 내셔  트러스트를 설립함

◦20세기 명한 사회  신가인 마이클 은 1945년 노동당 리서치부서장

으로서 복지국가 형성을 돕고, 국민 건강 서비스를 포함한 근본 인 사회

2) 윤지 , 2010, “사회 신의 이해”, ｢한국사회 신학회보｣제1권 제1호, 한국사회 신학회, pp.12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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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과 포 인 복지 규정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정부의 힘을 

보았음. 그의 가장 요한 업 은 새로운 조직과 모델들을 창조했다는 것

임. 열린 학, 소비자 연합,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 추가교육, 열린 

술 학 등 60여개의 독립  조직들이 그것임

◦이외에도 유명한 사회 신 리더들이 있으며 이들은 부조리에 반하여 싸우

고, 진  사회  변화를 동반하는 용기 있는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2. 변화를 위한 운동

◦환경주의는 19세기에 숲 보호나 환경보호를 한 운동 등의 조가 있었

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해 과학 으로 고무된 운동, 기업들의 오

염에 반 하거나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정치 인 운동, 각국의 녹

색당이나 그린피스와 같이 직  조치 운동 등 환경에 기 한 여러 운동

이 있었음. 환경주의는 도시 재활용부터 지역 농장까지 다양한 범 의 사

회  신을 만듦. 오늘날의 환경주의는 유기농 음식문화나 음식물 쓰 기 

처리, 자치 정부  시민사회까지 안사업뿐 아니라 새로운 에 지 자원

으로의 환을 꾀하는 비즈니스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페미니즘은 매우 다양한 풍조로부터 성장했음. 서구에서는 18세기와 산업

명의 인간주의, 그리고 랑스 명 때 여성의 공화당 클럽에서 페미니

즘이 비롯된 것으로 보임. 이는 지 , 문화 , 정치 , 경제  운동으로 진

화되었고, 법률제정 등을 통해 결실을 이루어오고 있음. 특정 직업에 여성

의 할당량을 증진시키거나 아동돌 센터의 통합, 낙태 권리, 공정한 이혼

법, 강간과 성희롱 방지, 육아 휴직  어머니들을 한 기술 로그램들이 

노동시장에서 페미니즘 운동을 통해 사회  신을 달성함

◦변화를 한 운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 으로 형성되어 있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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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넘어 력을 꾀하고 있음. 인상 인 풀뿌리 운동들은 진 인 사

회  신 확산에 선구 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회  신을 리 퍼뜨

리고 있음

3. 혁신적인 조직

◦모든 신이 새로운 조직들에서 오는 것은 아님. 많은 사회  신은 존

하고 있는 조직이 스스로 경신하고자 하는 데서 옴. 인터넷은 미국 군  

내에서, 기후 변화의 기 이해는 미항공우주국 NASA로부터, 아이들 양육

련 진보된 아이디어들은 덴마크와 같은 국가 내 기존 공공조직과 문조

직들 내에서 진화했음. 조직이 성공하려면 존하는 활동과 떠오르는 활동

들, 그리고 미래 주력 활동이 될 수 있는 더 진 인 가능성들에 집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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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제1절 아시아의 사회혁신

1. 아시아 사회혁신의 발달 배경

1) 홍콩의 사회혁신

◦홍콩은 150년간 식민지 으면 지난 14년간 국의 특별행정구역이었음. 

지난 14년간 진 인 탈식민지화가 진행되었으며, 홍콩 시민들이 을 뜨

면서 정체성을 찾는 시간이 되고 있음. 특히 1980년 와 1990년  이후 특

히 의사결정  권리 주장에의 참여 요구가 늘어남 

◦한편으로 홍콩은 14년간 진 인 재식민지화가 진행됨. 국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상황 속에서 홍콩의 자주성은 훼손됨. 이런 가운데 

진행되는 시민참여나 주민참여는 형식 일 수밖에 없음

◦이런 상황은 공공주택서비스 제공을 해 진행되는 커뮤니티 내 역사 인 

장소들의 재개발에서 볼 수 있음. 홍콩의 역사를 간직한 커뮤니티가 괴

되고 문화  유산들이 기에 처하지만, 정부는 지역 문화와 유산을 보호

하면서 경제성장도 하는 재개발 방법에 한 아이디어가 없는 실정임. 이

는 바로 사회 신  아이디어의 부족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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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응하기 한 활동가, 시민, 거주민 심의 반  운동과 논쟁 토론은 

기에는 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문제의식을 발하는 계기가 되었

으며 블루하우스와 같이 성공 인 사례를 이끌어냄

－블루하우스는 홍콩 사회 신의 씨앗으로 이곳에서 섹터 간의 화가 시

작되고 미래를 생각하는 계획이 구상되기 시작함

2) 태국의 사회혁신

◦태국의 지난 해 홍수는 80년만의 최악의 홍수로 6백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

음에 따라 재난 당시 많은 이들이 정부나 큰 규모의 기 이 해결해주기를 

기 했으나 실제로는 속수무책이었음

◦이와 달리 일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가기 

시작함

① 100,000명 이상의 자원 사자 참여

②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의 시암아시아(SiamAsia) 페이지는 단 2명에 의

해 운 되었으나 15,000명 이상이 이 페이스북의 가입자가 되었음

③ 청년 그룹은 400,000바트의 기부 을 모았으며, 교환학생들도 함께 함 

④ 가장 큰 사망 원인인 기 감 을 막기 해 교수와 학생들이 을 이  

수천 개의 ‘Floodduck(홍수오리)’을 만들어 배포함 

◦일반 시민들이 보여  사회 신의 씨앗을 연결할 사회 신 네트워크의 필

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함

2. 아시아 사회혁신의 특징

◦최근 아시아 사회 신의 방법론을 연구한 운데이션(Young Foundation)

의 왓웍스(Whatworks) 연구 3)은 아시아 사회 신의 8가지 특징을 소개하

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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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 성장과 통합

◦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지만, 경제  불평등도 지속 으로 커지

면서 빈부격차, 양극화, 사회  배제 등의 문제 해결이 시 해짐에 따라 그 

책을 고민하기 시작함

◦이와 함께 아시아 사회는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를 마주하면서 공동체 형성을 

통해 신경제주의에 응하는 동시에 사회  배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게 됨

◦사례：성미산마을(한국), 가와드 카링가(필리핀) 

2) 도시화와 장소 만들기

◦아시아는 가장 빠른 도시화를 보이는 지역4)으로, 이로 인해 나타난 도시 빈

곤층에 해 정부가 질 좋은 서비스(거주권, 안 , 법, 교육, 보건서비스 등)

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지역의 심, 지역의 지혜와 자산과 지역의 시스템에 기 한 장

소만들기가 시도되고 있음 

◦사례：슬럼드웰러 인터내셔 (Shack/Slumdwellers international)커뮤니티 개

발 인스티튜트(CODI：Community Organization Development Institute), 문

화 지도그리기(태국)

3) 민주주의와 참여

◦아시아 사회 신의 아주 요한 흐름 의 하나는 민주주의임

◦ 앙집권  통제에서 지방자치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를 통해 참여 민주

3) 왓웍스 연구 로젝트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통해 운데이션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임. 
이 로젝트는 개별 인 성공사례가 아닌 사회  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살펴보는 연구

로 크라우드소싱을 연구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 주요 상지는 아 리카와 동아시아이며 

연구 기간은 1년(2011~2012)임(findingwhatworks.org).
4)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50년 아시아 도시 인구가 지 의 2배에 이를 것으로 망함(아니스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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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가 떠오름. 정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참여는 더욱더 요해주고 있음

◦하지만 참여는 종이나 말이 아닌 행동이라는 에서 시민과 이를 진하고

자 하는 정부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 최근 간지원조직들이 퍼실리테이

터가 되어 참여의 장을 만들어내면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음

◦사례：사회창안 회(한국), 커뮤니티 뮤지엄(홍콩)

4) 피플 파워(민중의 힘)

◦사회 신의 심에는 항상 시민들이 있음. 실제 사회  변화를 창조하고 

있는 이런 시민들은 서양 등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하  그룹이 아닌 통

이지만 느슨한 네트워크의 형태나 더 새로운 형식으로 활동

◦이러한 시민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뉨. 첫째는 풀뿌리 신가들로 지역의 

필요와 목소리에 응하며 통 인 방식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둘째

는 Y세  신가로 기업가 정신을 지니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 도시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음

◦사례： 야난 로제름바타나, 아쇼카 펠로우(풀뿌리 신가), 오  드림, 

체인지퓨 (태국, GEN Y)

5) 지속가능성

◦사회 신  아이디어들과 이니셔티 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방법에 

해 고민하고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실 하기 해 재 마이크로 크 딧, 

사회 기업, 새로운 정책과 모델들이 시도되고 주목받고 있음

◦사례：사회 기업, BOP(bottom-of-pyramid), 인구  커뮤니티개발 회(PDA)

6) 새로운 기술

◦최근 모바일 기술과 커뮤니 이션 기술이 범 하게 도입되면서 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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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이 될 뿐만 아니라, 정보의 근, 사회  정치  동원, 거버 스의 형

태와 질에도 큰 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비 과 응만이 아니라, 신  아이디어를 생산하

고 사회문제에 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데 직 으로 활용되고 있음 

◦사례：무료 심캠페인(Free Lunch Campaign), 박원순 펀드(소셜 미디어와 

크라우드 펀딩), 싱크 카페 

7) 정부의 지원

◦사회 신을 해서는 (부드러운)제도  지원과 제도  신, 정치  리더

십 등이 필요함 

◦최근 거버 스와 제도  지원의 새로운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음. 개방 이

고 통합 인 거버 스와 의사결정구조를 지향하며, 법 이고 재정  틀을 

마련해 거시 으로 지원함( ：사회 기업 진법) 

◦하지만, 사회 신을 정책 으로 실행하는 것은 아직 미진하며 이는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요구됨

◦사례：태국 헬스 로모션 재단

8) 대안교육모델

◦아시아 사회 신에서 독특한 특성은 교육임. 아시아 내 주입식 교육의 열

풍과 함께 안  교육 모델이 소개되고 있음.

◦이러한 안교육모델은 다음 세 를 새로운 신의 소비자가 아니라, 신

을 일으키는 생산자로 키우는데 주목하고 있음

◦사례：MAD(Make a Difference) 홍콩, 하자센터 한국, 스쿨 오  쏘트(School 

of Thought)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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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사회혁신 

1) 희망제작소의 사회혁신 프로그램

◦희망제작소의 사회창안센터는 2006년 희망제작소 창립 시 참여 거버 스

의 실 을 해 생겨났음. 사회창안센터가 진행하는 로그램들은 사회 변

화가 시민들의 창의 인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창의 인 생각이 만들어

내는 혜택의 수혜자는 바로 시민들이라는 “참여 거버 스”의 믿음을 실

시킴. 시민들은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사회 문제들을 더 잘 이해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결책들도 역시 더 잘 만들어낼 수 있었음

◦그러나 일반 이 제안한 해결책이 실행되기까지 명확하고도 쉬운 방법

이 흔치는 않았음. 의 아이디어를 모아 해결책으로 실행되는 것을 도

와주는 랫폼이 있다면, 더 쉽게 시민 참여 거버 스가 실 될 수 있음. 

사회창안센터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여러 방

법을 시도하고 발 시키고 있음

◦“사회창안 로세스”는 사회창안센터의 시민 거버 스를 실 시키는 첫 

번째 시도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온라인으로 등록된 약 3,300개의 

아이디어 에서 40개의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 됨

◦사회창안 로세스는 다음의 차로 진행됨.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사

회 창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아이디어들은 삶의 질

/사회 복지, 공공재, 경제, 문화/ 술, 환경, 지역/참여, 인권/소수 집단 등으

로 분류됨.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구라도 등록된 아이디어에 한 의

견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음

◦매주 사회창안센터 연구원과 시민 패 이 함께 아이디어의 실행을 해 기

존에 실행되고 있는 아이디어와의 복성, 공공  가치, 아이디어의 실  

타당성 등을 평가함. 평가를 통과한 아이디어들은 신문 캠페인이나 여타 

미디어들을 통해 에게 알려지게 됨. 미디어 캠페인의 목표는 공공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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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진행시키고, 그 결과로 공공 합의까지 이끌어내기 함임. 이와 함께 사

회창안센터는 시민, 문가, 련 공무원이 모여 선정된 아이디어의 실

을 해 제기된 안건들에 해 토론하는 와 와  포럼을 기획함

◦법제화가 필요한 아이디어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당  모임인 호민  클

럽에 넘겨지는데  호민  클럽은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법안 상정까지의 

법제 과정을 지원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으로, 각기 다른 당 소속 국회의

원 38명이 속해있음

◦이처럼 와 와  포럼과 호민  클럽 등에서 논의된 아이디어는 마침내 법

제 과정이나  련 공공 기   지방 정부와의 합의를 통해 실화되며 

때로는 채택된 아이들이 그것의 실행과 련된 민간 기업으로  달되어, 

바로 이 아이디어들이 반 된 상품이나 서비스들이 제공되기도 함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사회창안 로세스 운 에 이어, 2008년부터 사

회창안센터는 매년 사회창안 회를 개최함. 이 회는 일반 들이 제안

한 사회문제 해결안과 상세 실행 계획을 평가하는 국  규모의 회로 

시작되었는데 사회창안 센터는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특정 사회 인 문제

들( 를 들어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참가자들에게 

제시함

◦2008년에는 한 달 동안 국 으로 일반 의  아이디어를 온라인으로 

모집한 결과 총 763개의 아이디어가 등록되었고 그  최종 10개의 아이디

어가 선정되었음. 결선 회 때에는 아이디어 제공자들이 세부 실행 계획

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음

◦2009년에는 회 형식에 약간의 변화를 줬는데 최종 5개의 아이디어를 웹

페이지를 통해 선정한 후 아이디어 제공자들에게 두 달의 시범실행 기간을 

. 아이디어 제공자들은 두 달간의 시범실행 이후 결과를 최종 경연일에 

발표함. 이러한 방법은 아이디어 제공자가 짧은 기간 안에 아이디어를 

실화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계기가 됨. 따라서 기 시범실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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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심사 원들이 우승자를 선정하는 데 가장 요한 정보가 됨

◦2009년 회에서 발표된 제안들  몇몇은 지 도 그 개발과 운 이 진행 

이며, 도시 농업 로젝트인 “이웃, 랄랄라”, 각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을 청해 기존의 편견을 없애가는 “리빙 라이 러리” 등은 재까지 지속

되고 있음

제2절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국가가 제공하는 통 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으며, 최

근 악화된 경제 상황이 국을 심으로 한 유럽과 미국에서 이를 타개하

기 해 공공 산 감축 등 공공섹터의 신  노력이 실한 상황임

◦과거 공공 산을 약하기 해서는 통 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자산을 처분, 동결하고 구매  소비를 이는 등의 노력이 시도되었음

◦조직 인 차원에서 공공 산을 약하는 신 인 방법들은 보통 조직내 

부서와 역을 넘어서 이 짐

① 규모의 경제：비 업부서  웹포털 콜센터의 통합 

② 범 의 경제：원스톱 서비스 제공 

③ 흐름의 경제：서비스 통합

④ 신축의 경제

⑤ 회로경제：미래 비용 감, 자 방과 련된 방법 

◦조직 인 차원을 넘어선 정부와 시민사이의 계를 고려한 방법이 필요하

며, 이는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하고 여기

에 새로운 경제 개념을 도입할 것인지와 계된 부분임 

① 책임 경제：커뮤니티 자산, 공원 도서  등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시

민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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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시성 경제：공공 감시를 강화하는 방식

③ 규제와 험의 경제 

④ 헌신의 경제：자원 사나 사회 기업 등을 활용해 동기를 부여하고 이

를 통해 헌신도를 높이는 것 

◦네스타(NESTA)의 크리에이티  카운실(Creative Council)은 지방정부가 공

공 산을 감축하면서도 어떻게 효과 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돕

는 로그램임. 사회 신의 주요 로세스에 근거해 진행됨 

◦아래와 같은 지방정부 신 로드맵이 필요함

① 아이디어 생성：연구를 통한 신의 상 발굴  아이디어 생성

② 워킹 로토타입 개발： 신의 상을 홍보하고 아이디어를 가시화하

는 단계로 2박 3일의 캠 나 페스티벌을 활용할 수 있음 

③ 테스트  실행：시상과 인센티  시스템 활용 

④ 로토타입 선택 과정：지방정부는 선택 시 측불가능성 등의 리스크

를 감수해야 함

◦ 로세스의 단계

① 문제를 이해하고 기회를 찾아내는 것 

② 아이디어의 생성 

③ 아이디어 테스트 

④ 효과의 평가 

⑤ 용  실행

⑥ 성장  확  

⑦ 체 시스템화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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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사회혁신 프로세스의 단계

◦연구를 통해 세부정책을 만드는 기존의 통 인 방식보다는  소규모 시범

사업을 통해 테스트해보는 것이 요함. 이는 실에 직  용하기 때문

에 정책서류보다 실용 임. 네스타는 조군 활용을 통해 로토타입 선택 

시 나타날 험을 경고하기도 함

◦이와 함께 방차원의 근방법을 통해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시 응 비용을 이는 것도 요함 

◦공공 산의 한계 속에서 신  방법을 도입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비 신 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함. 즉 신을 한 공간을 

마련하기 한 창조  해체, 출구 략이 필요함. 출구 략은 과거의 행

에서 탈피하는 과정을 만들고 실제로 과거의 로그램을 새로운 로그램

으로 병합시키거나 그만두어야 하는 것을 의미함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신을 도입하고 시도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며, 

요한 것은 다양한 모델을 고민해 보고 각 지방정부에 맞는 모델을 채택하

는 것임 



제3장 사회혁신의 현황과 발전  27

<그림 3-2> 지방정부 혁신 도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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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제1절 국외사례 

1. 기업의 사회혁신

1) 인텔

◦인텔은 기업의 사회  책임에서 더 나아가 사회 신 요소를 도입한 표  

기업임.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집약시키는 기업인 인텔의 사회 신에 한 

3가지 근은 다음과 같음 

① 사회 기업 역량강화(Empowering social entrepreneurs) 

② 아이디어로 사회문제 해결하기(Transforming ideas into solutions) 

③ 트 십 환경 만들기(Building the partnership ecosystem)

2) 록펠러 재단

◦록펠러재단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한 지역 국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 

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 경계를 넘어선 력과 사회 신이 필

요하다고 에서 출발함

◦사회 신을 해서는 아이디어의 신뿐만 아니라 과정의 신이 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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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특정한 능력이 필요함. 특히 사회 신을 지속 으로 이끌어나가기 

해 사회부분에서의 능력이 필요함

◦ 신  역량을 갖춘 기 들은 경계를 넘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

계(eco-system)를 형성함. 이들은 서로의 경험을 나 고 배우고 방법론을 

개발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이나 문제들이 지원체계에 더 쉽

게 근하도록 함( ：인도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기 )

◦록펠러재단은 기  지원을 통해 이러한 신 인 기 과 개인을 지원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이를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한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음

3) 식스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최근 사회 신이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사회 신 역의 신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  가장 표 인 네트워크

는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이하 SIX)를 

들 수 있음

◦식스(SIX)는 런던을 심으로 활동하는 운데이션의 소셜벤처로 3,000개

가 넘는 사회 신 련 기 , 개인, 단체, 학계의 그룹들을 멤버로 두고 있음. 

최근 유럽 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정책 으로 시작한 사회 신 이

니셔티  로그램을 시작한 식스는 유럽 내 표 인 사회 신 네트워크인 

유클리드 네트워크 등과 함께 유럽 역에서 사회 신 진 로그램을 실

시하고 있음5) 

◦식스는 매해 식스서머스쿨을 개최하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지속

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고 있음. 최근 식스는 지역별 식스 네트워크를 선보

는데 그 처음이 식스 아시아임

5) www.socialinnovation.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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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의 이런 모든 활동은 국가, 분야, 섹터 등 다양한 경계를 넘어선 력

을 바탕으로 이 지고 있음

2. 지방정부와 사회혁신

1) 일본

◦뉴공공공유(New Public Commons)라는 개념을 심으로 일본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제공을 정부만이 아니라, 비 리단체(NPO), 일반 기업, 시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시도는 행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존에 련 역에서 유사 

로그램이나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들에 의해 시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에서 장 을 가지고  있음

◦하지만 탁사업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노동 빈곤층과 공공서비스 질에 

한 책임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하는 부분, 그리고 NPO에 닥친 작은 

거품경제 등이 문제 으로 두되고 있음.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해 

특히 건강한 거버 스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2) 호주

(1) Radically Redesign：혁신적 디자인을 통한 효과적 공공서비스 제공

◦호주의 사회 신센터는 새로운 해결안을 찾기 해 다양한 방법과 근방

식을 찾고자 노력을 해왔으며, 그 의 하나로 진 인 리디자인(Radically 

Redesign) 을 만들었음

◦공공서비스의 사용 개선의 측면에서 볼 때, 개선된 결과를 창출하는 서비

스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가 요하며 이를 해서는 사용자 경험의 개선

과 커뮤니티 자원의 활용방안에 해 고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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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사회 신센터는 서비스 제공에서 기존의 하향식 방식과 달리 상향식

을 기본으로 하향식을 결합하고 있음. 즉, 먼  사용자들의 문제와 욕구를 

상 결과들과 결합해 이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나리오와 참여를 통해 로토타입을 생산해냄

◦이를 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기술,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

들(디자이 , 사회학자, 커뮤니티에서 일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분석가들) 

의 조가 필요함

◦이러한 로그램으로 호주의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Family by Family라는 

로그램을 진행하 음. 이 로그램은 가족들이 직  이 서비스를 디자인

하는데 참여해 수혜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로그램을 생산해내며, 서비

스 제공 한 가족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짐.  최근에는 풍요로운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공공 산을 감하는 공공서비스라고 하면, 부분이 자, 격차를 해소하

는 것에 을 두기 마련임. 하지만, 극 인 해결을 해서는 단순한 격

차가 아닌 진 인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해서는 사람을 

자원으로 여기고 과 태도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2) Social Impact Bond：공공예산 마련의 새로운 방안

◦소셜임팩트본즈(Social Impact Bond)는 공공 산 감과 공공서비스 신

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두되고 있음. 국, 미국에서 소규모로 시도되고 

있는 이 방법은 최근 호주 뉴사이즈 웨일즈 주정부6)도 시범 로젝트로 시

도함

6)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주정부의 가족 공동체 서비스부는 뉴사우스웨일즈주에 거주하는 사회

경제 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부분의 개인, 가족 그리고 공동체들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

임. 3백만이 넘는 고객들이 뉴사우스웨일즈에 있으며, 2010/2011년에는 56억달러의 산이 집

행되었으며 2만명이 넘는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음. 벤 게일즈는 각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는

지를 확인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음. 



제4장 사회혁신 국내외 사례  35

◦소셜임팩트본즈는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 민간이 투자를 하고 이 

서비스가 목표를 달성할 경우 정부가 원래 지출해야 했던 서비스 비용을 

투자자인 민간에게 돌려 다는 개념임. 공공서비스 제공을 해 공공 산 

확충을 돕는 새로운 방법임

◦기존의 공공서비스( 탁)계약이 서비스 상에 따라 계약과 투자가 진행되

었다면, 소셜임팩트본즈는 공공서비스를 성과에 따라 지 하며, 국 인 

서비스 제공능력을 고려해 지역과 개인에 응할 수 있는가, 즉 신에 

을 둠 

◦호주의 뉴사이즈웨일즈 주정부는 ① 성과에 을 두고 서비스 제공자도 

성과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는 , ② 방, 기 상황 개입에 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 ③ 섹터 간 력을 한 역량이 향상된다는 (성과에 한 

평가와 이해가 커짐. 작동하는 방법에 해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일이 

진행됨)을 고려해 시범 로젝트를 시도함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모든 이해 계자(정부, NGO, 투자자)의 사

고방식 변화가 필요하며 특히 정부와 NGO는 로그램이 성취해야 할 성

과와 혜택에 한 이해를 증진해야만 함. 더불어 데이타 수집과 분석 역량

을 증진시켜야 하며 지속 인 개선이 필요함. 끝으로 기 설치와 시도에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는 을 고려해야 함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는 재 3개의 일럿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셜임팩트본즈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아래 몇 가지 이유로 다른 계약

이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음. ① 성과 성취와 연결

된 비용지 , ② 공공지출의 효과측정, ③ 신과 개선에 한 인센티 , 

④ 서비스 제공과 운용에서 NGO의 역량강화, ⑤ 요구와 정부의 우선순

를 개입을 통한 표출이 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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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사례 

1. 서울시의 시민사회 혁신 사례

◦서울시는 다양한 시민참여와 소통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IT를 활용한 

새로운 시도는 새로운 력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다른 신의 

가능성을 기 하고 있음

◦최근 서울시는 사회 신  방식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표 인 사

례로는 공공투자 리센터와 희망온돌 로젝트가 있음

－공공투자 리센터는 사업타당성 심의 조사를 통해 공공지출 감소의 효

과를 보이고 있음

－희망온돌은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로 공공지출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그 외 주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음

① 트 터를 통한 즉각 인 시민 응 시스템 

② 커뮤니티 맵핑을 통한 새로운 공유 방식의 도입 

③ 극  주민참여 산제 도입 

④ 페이스북을 통한 새로운 의제 발굴과 시민 참여 

2.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혁신 추진 과제

◦서울시 재정 황과 당면한 공공서비스의 신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의 선결이 요구됨

① 재정 건 성 재고：공공서비스 신을 한 기본 요건 

② 재정 분권화 시스템 개  

③ 참여：지역 커뮤니티와 민간부문의 참여

④ 인센티 와 동기 부여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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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바로 세우기(Financial Soundness)

◦재정건 성 제고는 공공서비스 신을 한 기본요건임

◦수입 극 화와 재정지출 억제의 개념보다는 재 소에 투자우선순 에 

따른 효과  지출이 바람직함

◦재정 바로 세우기의 요건

－재정운용의 원칙 는 규율 확립 

－비용 비 효과의 극 화 

－역스필오버(Reverse Spillover) 효과의 방지

2) 재정 나누기(Fiscal Decentralization)

◦25개 자치구의 분권화 시스템 개  필요

◦자치구에 보다 큰 재정 자율성 부여 

◦서울시와 자치구 간 세입 구조의 개선 모색 필요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 지속 추진

－분권화의 패러다임 변화 필요

∙상 정부의 재정 독 주의 지양 필요

3) 함께하기(Doing Together)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 장려

◦공공서비스 제공에 민간부문의 참여유인 

－기업의 사회  책임 유인

∙공공구매계약 시 사회  책임을 다한 기업에 가산  부여

－지역 공동체의 공공서비스 참여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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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상하기(Motivation)

◦자치구의 공공서비스 신 노력 보상

◦조정교부 제도의 인센티  지 방식 개선

◦ 재는 3가지 기 에 의하여 인센티  지

－ 재：재정운 의 안정성, 건 성, 효율성

－향후：공공서비스 신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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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행사 설계

제3   행사 결과

제5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제
5
장
 
아
시
아
 
사
회
혁
신
 
생
태
계
 
조
성
을
 
위
한
 
참
여
적
 
방
법
론 



제5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41

제5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참여적 방법론

제1절 행사 개요

1. 행사 목적

◦서울  아시아 도시의 사회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솔루션인 사회 신에 

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용 가능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 국제

인 공유의 장으로서의 기능 조성

◦사회 신 진과 확산을 한 로컬 거버 스의 구성  그 과정에서의 지

방정부의 상과 역할, 범  등에 한 구체 인 논의 진행

◦아시아 사회 신을 진하고 사회 신 생태계 조성을 한 실질 이고 지

속 인 력  네트워크 구축

2. 행사 구성

◦제목：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2012

◦주제：사회 신을 한 섹터 간 력

◦일시：2012년 6월 13일 ~ 15일(2박 3일) 



42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연구

◦장소：쉐라톤 디큐  호텔, 그랜드 볼륨(6층), 서울, 한국 

◦주최：(재)희망제작소, 인텔 아시아, 서울연구원 

◦후원：서울시 

◦ 트 ：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Social Innovation Exchange), 아름  

다운 커피

◦연구 펀딩 트 ：록펠러재단 

◦참가자：총 16개 아시아와 그 외 지역에서 참석

－한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홍콩, 국, 타이완, 키스탄, 인

도, 말 이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호주, 국, 미국 

－사회 신계 활동가, 연구자, 공무원 98명, 서울시 특별 세션 참가자 53

명, 일반 시민 43명 등 총 195명이 참가

<그림 5-1> 행사 구성도

3. 행사 구조 

◦2012년 제 3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은 기존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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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참여행사(Invitation- only event)에서 벗어나 소통, 참여, 열린구조로 기

획됨. 일반 시민과 지역의 활동가 등 사회 신에 심 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일 오  오 닝 세션을 에게 공개함

◦서울연구원의 공동주최를 통해 시민섹터를 표하는 (재)희망제작소, 비즈

니스 섹터를 표하는 인텔 아시아와 함께 공공섹터의 참여가 이루어졌으

며 공공섹터의 역할과 지방정부의 과제를 함께 논의해보는 지방정부 특별 

세션을 마련함. 더불어 기존 아니스 행사 진행 형태인 네트워크, 그룹 토론, 

1：1 교류를 심으로 한 행사가 진행되었음

<그림 5-2> 행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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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사 프로그램

1) 6월 13일(1일차)

일시 내용 

9：00 등록

10：00

환영 인사 
- 윤석인(희망제작소 소장)
- 안잔 고쉬(인텔 아시아 태평양 디렉터) 
- 이창현(서울연구원 원장) 

10：30
기조 연설 
- 제프 멀건(네스타 대표)
- 박원순(서울특별시장) 

11：30 점심시간 

13：00

글로벌 사회혁신 투어 
- 리차드 홀(인텔)
- 아미라 이브라힘(록펠러재단)
- 루이즈 풀포드(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대표)

13：50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 에이다 웡(홍콩당대문화, 홍콩) 
- 수닛 슈레스타(체인지퓨전, 태국)
- 이정옥(아레나, 한국)
- 시호 니시야마(릿쿄대학, 일본)
- 제클린 로(리엔센터, 싱가포르)
- 크리스천 스텐타(호주사회혁신센터, 호주)

15：10 휴식

15：30

서울시 특별 세션：공공예산과 사회혁신
세션기조발표：제프 멀건(네스타 대표)
사례발표 
- 배준식(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 브렌튼 카핀(호주사회혁신센터 대표)
- 토시오 스가와라(일본자치행정연구소 연구위원)
- 벤 게일즈(호주 사우스웨일즈 정부 디렉터) 
토론 
- 좌장：이원재(한겨레경제연구소 소장)
- 패널：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전영 사장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서울시 경영기획관 김인철 
서울시 복지정책관 김선순 

19：0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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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월 14일(2일차)

일시 내용

9：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사회혁신의 방법론 
왓웍스 리서치 팀(영파운데이션)
- 로렌 칸
- 지니 리
- 임소정 

11：30 포스터세션 

12：30 점심시간

14：00 사회혁신랩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 
- 수닛 슈레스타(체인지퓨전, 태국)
- 김아란(아름다운 재단, 한국)

종합적인 커뮤니티 빌딩 
- 토니 멜로토(가와드 칼링가, 필리핀)
- 유창복(성미산마을, 한국)

기술을 이용한 사회적 해결방안
- 장수영(포항공대, 한국)
- 트리 뭄푸니(이베카, 인도네시아)
- 쉴피 카푸어(베리어브레이크, 인도)

16：00 휴식

16：20
워크숍 1：농촌지역 사회경제적 변화를 위한 섹터 간 협력
- 스리니바스 가루다챠르(인텔)

17：00
워크숍 2：협력을 위한 디자인적 접근
- 백준산(데시스 코리아)
- 하워드 챈(커뮤니티 뮤지엄 프로젝트)

19：00 저녁식사(카페 슬로비)

3) 6월 15일(3일차)

일시 내용

9：00 등록 및 네트워킹

10：00
아니스 2012 돌아보기 
- 에이다 웡(홍콩당대문화)
- 리차드 홀(인텔)

10：30 오픈 협력 세션 

12：30 점심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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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내용

청년 기업- 혁신과 기업가정신
- 키쇼 발라지(인텔)

14：00

아니스의 미래 계획 
- 아니스 2013 및 향후 계획 
- 식스 아시아 네트워크 소개
- 토론

14：45
폐회인사
-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제2절 행사 설계

1. 주제 선정 

◦아시아 사회 신 황 조사：국내외 사회 신 기 과 네트워크 활동  사

례 조사 

◦아니스(ANIS) 커뮤니티  사회 신 트 들과의 논의를 통해 공통의 이

해를 기반으로 하는 주제 선정    

2. 참가자 및 발표자

◦정부, 민간, 학계, 기업, 비정부기구 등 분야를 제한하지 않고 사회 신을 

실질 으로 진하는 사회 신 리더들과 실무그룹 선정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2012는 다양한 섹터에서 활동한 제  멀건

(Geoff Mulgan)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두 기조연설자는 복잡한 사회문제 해결을 한 새로운 시도인 사회 신이 

성공 으로 이 지기 해서는 섹터 간의 력이 요하며 이를 해 구체

인 노력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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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멀건 박원순 대담 

<그림 5-3> 기조연설 사진 

<그림 5-4> 기조연설 중인 제프 멀건 

발표자：제프 멀건(Geoff Mulgan) 영국, 네스타 CEO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의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는 영파운데이션의 초대 대표였으며 현재는 네스타
(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the Arts)의 CEO를 맡고 있음.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영국 정부 정책실장이자 총리실 정책자문담당을 맡았으며, 그 이전에는 싱크탱크 데모스를 설립함.  LSE, UCL, 
멜버른 대학의  방문교수이자 중국 행정 지도자 학교(China Executive Leadership Academy)의 정규강사이기도 
한 그는 현재 전 세계 많은 정부의 정책 자문을 맡고 있음. 최근에 나온 그의 저서로는 공공전략의 예술 - 
공익을 위한 힘과 지식의 집결(OUP, 2008)과 좋은 힘, 나쁜 힘：정부의 이상과 배신(Penguin, 2006)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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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기조연설 중인 박원순 

박원순(Wonsoon Park) 대한민국,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

1982년부터 1983년까지 2년간 경상도 대구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함. 이후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
여 80~90년대 인권변호사로 많은 정치사범들을 변호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활동가 중 한 명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장려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1994), 자선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민단체 
아름다운 재단(2000), 재활용과 재사용 문화를 퍼뜨리기 위한 아름다운 가게(2002), 그리고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2006)를 설립함. 2011년에 제35대 서울특별시 시장으로 당선됨

3. 프로그램 세션 기획 및 콘텐츠 기획

◦행사의 목 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방 이고 유기 인 세션 구성

◦일방 인 정보제공이나 통 인 강연이 아닌, 실질 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최신의 참여형 토론 기법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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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사회혁신 프로그램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은 국제 으로 활동하는 사회 신 련 기

을 해 최근 국제 사회 신 로그램에 해 소개함

－세션명：세계 사회 신 투어(Global Social Innovation Tour)

◦리차드 홀(인텔, 기업의 사회 신 담당), 아미라 이 라임(록펠러재단, 사

회 신 이니셔티  담당), 루이즈 풀포드(식스)가 되어 각 기 의 사회

신 활동을 소개함 

<그림 5-6> 세계 사회혁신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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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인텔 기업의 사회혁신

발표자：리차드 홀(Richard Hall), 인텔 국제 전략 제휴부서 대표   

세계 반도체 사업의 선두기업인 인텔의 국제 전략 제휴 부서의 대표임. 세계인에게 영감을 주고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 연합과, 넷호프 그리고 그 외 다른 개발기관과의 
국제협력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그림 5-8> 록펠러 재단의 사회혁신

발표자：아미라 이브라임(Amira Ibrahim) 어소시에이트, 록펠러 재단, 미국

2010년부터 록펠러 재단에서 일하고 있으며, 재단의 원조 제공 프로세스와 파트너와의 협력, 그리고 연구사업
의 지원을 통해 현재와 미래 수혜자 관계를 관리하고 있음. 콜럼비아대학의 사회경제연구정책원의 어시스턴트 
디렉터로 근무했으며, 골드만 삭스, 씨티그룹, 유니세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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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

발표자：루이즈 풀포드(Louise Pulford), 식스 대표, 영 파운데이션, 영국

루이즈는 사회혁신으로 변화를 이끌려는 글로벌 네트워크 식스(SIX, Social Innovation eXchange)의 수장으로, 
식스의 네트워크를 실행하고 관련된 두 웹사이트(식스와 소셜 이노베이터)의 관리, 국제 행사 실행, 식스의 
글로벌 커뮤니티 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루이스는 현재 식스의 기반이 된 영 파운데이션의 국제업무를 
담당하기도 함

2) 아시아 사회혁신 프로그램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은 매해 아시아 내 주요 사회 신의 흐름과 

황을 알아보기 해 아시아 사회 신 투어(Asia Social Innovation Tour)

세션을 진행하고 있음

◦아시아 사회 신 투어는 참가자들이 아시아 사회 신의 흐름을 빠르고 생

동감 있게 살펴볼 수 있도록 이그나이트(Ignite)7)라는 방식을 도입해 진행

됨. 발표 후에는 세션 진행자의 안내에 따라 아시아 사회 신을 보는 

과 사례들을 제안하는 그룹 토론이 이어짐

◦이번 해에는 총 6개 지역(홍콩, 태국, 한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이 표

7) 이그나이트(Ignite)는 발표자가 20장의 슬라이드를 비해 슬라이드당 15 씩 5분안에 발표를 

마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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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사례와 흐름을 소개함. 홍콩의 에이다 왕은 커뮤니티  보존과 련한 

홍콩 정부와 시민사회를 알려주었으며, 태국의 슈닛 슈 스타는 지난 해 

홍수에 처한 사회 내 모습을 달함. 아시아의 평화를 한 단체인 아

나와 민주주의 연구를 지속 으로 하고 있는 이정옥 교수는 한국의 시민섹

터와 정부, 기업의 력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사회  기업이나 동조합

에 해 설명함

◦싱가포르의 표 인 사회 신기 인 리엔센터의 제클린 로(Jacqueline Loh)

는 국제 인 도시라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 신 기 과 단체들을 소개

했으며, 호주사회 신센터의 크리스천 스텐타는 강력한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  문제 해결을 한 호주 사회 내 여러 가지 노력을 달함

◦일본의 도시계획과 마을 만들기를 연구하고 있는 릿교 학의 시호 니시야

마 교수는 공동체 내 자산의 신  활용을 심으로 소개했으며 마을 만

들기와 사회 기업을 심으로 일본의 사회 신도 설명함

<그림 5-10>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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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아시아 사회혁신 투어 발표자들

이정옥

(JeongOk Lee),

아레나공동대표,

대한민국

이정옥 아레나 공동대표의 주요관심사는 성평등, 대안개발, 평화이며 이와 관련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음. 현 대구가톨릭대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
장, IRI-ASIA추진위원으로 서울대대학원에서 사회학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위클리
솔 편집위원장, 미국하버드대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방문교수를 역임함

수닛 슈레스타

(Sunit Shresta)

체인지퓨전 대표,

태국

2001년 사회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해 비영리 연구소 체인지퓨전 인스티튜트를 설립
하였으며, 모바일 기반의 질병감시, 저소득 농민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 적정 
기술, 2010 대홍수 시 오픈소스 재해정보관리시스템의 빠른 개발 등 사회혁신 프로젝
트들을 진행함. 청년사회적기업, UnLtd 태국 프로그램, 그리고 체인지벤처를 통해 
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가들을 위한 사회투자기금을 마련함. 2009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사회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만이 될 수 있는 아쇼카 펠로우로 선정됨

에이다 웡

(Ada Wong)

홍콩당대문화설립

자&명예회장,

홍콩

창조적인 교육, 사회혁신, 그리고 문화 발전의 열렬한 지지자로, 13년 전 비영리 
홍콩당대문화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홍콩의 유일한 예술고등학교인 홍콩창의학교의 
교장을 맡고 있음.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완차이 지역구 지역의원, 시의원, 의장이
었으며 현재는 서코우룬 지역문화청, 예술박물관의 자문위원이며 홍콩슈얀대학과 
홍콩디자인센터의 이사회 멤버임

제클린 로

(Jacquelin Loh)

 리엔센터대표,

싱가포르

개발경제학 연구자로 런던정경대학, 델리경제대학에서 일했으며 세계은행 컨설팅을 
역임함.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여러 해 매니지먼트컨설턴트로 일했으며, 리엔센터에 
합류하기 전에는 포드재단,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와 함께 자선 및 국제개발 프로
젝트를 진행함.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런던정경대학에서 
대학원을, INSEAD에선 MBA를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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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 스텐타

(Christian Stenta)

호주사회혁신센터,

커뮤니케이션담당, 

호주

맥댈런센터에서 매니저로 있으면서 빈곤추방, 망명, 재무교양, 사례관리, 지역공동체
개발, 그리고 소매업 관리 및 개발 등의 일을 앵클리케어 SA와 함께했음. 그 이전엔  
3년간  주의원으로 St.Vincentde Paul Society에 유급, 자원봉사 일자리를 만들었고, 
PlayfordNorth의 가족공동체 의전서비스 협력매니저였음

 시호 니시야마 

(Shiho Nishiyama)

릭쿄대학교수, 

일본 

오챠노미즈대학에서 도시지리학학사를, 게이오대학에서 도시사회학석·박사를 취득
함. 야마나시 대학에서 조교수, 하버드대학에서 전임연구원을 거쳐 도쿄의 릭쿄대학에
서 사회학 정교수로 취임함. 전공분야는 공동체 거버넌스와 시민운동 비교연구로 유럽
과 미국, 일본에서 연구를 하고 있음. NPO와 사회적 기업에 의한 공동체 거버넌스가 
어떻게 진보한 산업민주주의에서 도시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지 연구하고 있음

3) 참여형 오픈 토론

(1) 주제별 토론 및 질의 

◦기조발제와 각 세션의 주제 발표 이후 한겨 경제연구소의 이원재 소장이 

좌장을 맡고 토론이 진행됨. 발표자 원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이  사

장과 조인동 서울시 서울 신기획 , 김인철 서울시 경 기획 , 김선순 

복지정책 이 패 로 참여함 

◦토론은 패 만이 아니라, 이 세션에 참석한 아니스 참가자들과 서울시 공

무원들의 질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짐

<그림 5-12> 행사 토론 및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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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픈 협력 세션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2012 마지막 날 오  력 세션(Collaborative 

Session)을 진행함. 오  력 세션은 오 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구나 의제를 제안하고 자유롭게 논의하는 열린 구조의 세션으로 진행되

었음

◦의제를 제안한 사람이 그 논의를 이끄는 리더가 되며 나 에 이 그룹이 워

킹그룹이 될 경우 이 워킹그룹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방식임

◦이번 해에는 총 6개의 주제가 논의되어 워킹그룹을 형성했으며 총 88명(

복 가능)이 워킹그룹에서 활동하기로 함 

<그림 5-13> 오픈 협력 세션 진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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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주제별 오픈 협력 세션 토론 내용 및 토론 결과 발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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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행사 결과

◦섹터 간 력 트 십 형성：주제에 맞게 공공섹터, 비즈니스 섹터, 시민

사회섹터가 공동주최기 이 되어 섹터 간 력 트 십을 형성하 음

◦사회 신에 한 인식과 이해를 넓히는 행사

－열린 행사, 열린 형식으로서의 아니스

－오 닝 세션(기조연설)을 일반 시민에게 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서

울시 특별세션을 마련해 공공섹터의 극 인 참여를 유도함 

◦국제네트워크/기 과의 트 십 형성

－아니스는 아시아 지역의 행사이지만, 아시아를 넘어선 국제사회 신네

트워크(식스, SIX)와 록펠러재단과의 력을 이끌어냄 

◦참가자들의 다양성

－참가자들은 활동가, 사회  기업가, 기업의 CSR 담당자, 연구자, 공무원, 

일반 시민 등으로 다양했으며, 참가 기 들 한 풀뿌리 단체에서부터 

간지원조직, 국제 조직까지 다양했음

◦지속 인 화와 활동을 한 워킹그룹 형성 

－4개의 새로운 워킹그룹이 형성되고, 2011년부터 활동해온 2개의 워킹그

룹이 논의를 발 시킴 

◦발표  그룹 토론을 통해 아시아 사회 신 사례들과 황에 해 함께 논

의함으로써, 직 으로 논의되던 사례들의 신성, 사회성에 해 논의하

는 기회를 마련함 

◦아니스 참가자들은 다양한 사회 신 사례를 제안하도록 요청받았으며, 이

러한 사례들은 향후 아니스 사회 신 연구에 포함될 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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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제1절 주체(섹터)별 역할 정립

1. 공공섹터의 역할

◦공공섹터는 기본 으로 사회  안 망을 구축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꾀하는 것을 그 목 으로 하고 있음. 사회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시장주의나 복지사회 실 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

제임

◦이를 해서는 공공섹터가 직 인 사업이나 로그램을 진행하기보다는 

환경과 장(기 마련, 간지원조직, 제도  지원 등)을 마련해 다양한 섹터

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력을 통해 새로운 방법들과 서비스를 발굴하도

록 돕는 것이 요함. 

◦성공 인 사회 신을 해서는 기존의 결과(output) 심  평가에서부터 성

과(outcome) 심의 평가로 의 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평가를 통해 참

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사회 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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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비즈니스) 섹터의 역할

◦민간(비즈니스)섹터는 오랫동안 기업의 사회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사회변화를 한 역할로 진행하여 옴. 하지만 실제 기업은 

사회  책임을 사업에서 부수 인 것으로 취 하고 있음. 이제 기업의 사회

 책임(CSR)은 기업의 사회  신(Corporate Social Innovation)으로 변화

해야 함

◦기업의 사회  신(CSI)은 기업이 사회  문제해결 략을 비즈니스 략

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의 사회  책임이 홍보, 자선

이라는 주제 아래 이해되었다면 기업의 사회  신은 기업 스스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사회문제의 해결 략에서 찾는 것을 의미함

◦이를 해서는 성공 인 사례만을 찾아 조인트 벤처 등의 방식을 넘어 

신  아이디어의 생산과 성장을 돕는 환경과 생태계를 마련해주는 것이 

요함

3. 시민사회 섹터의 역할

◦시민사회는 지 까지 사회 신을 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음. 한 시민

사회는 새로운 운동의 방식으로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를 해 노력해 왔으

나 에드보커시(advocacy)에서 새로운 운동의 방식인 사회문제 해결안 제시

로 그 역할이 변화해야 함

◦시민사회는 이를 해서는 다른 분야와의 력을 주도해야 함

－사회 신을 한 력을 이끄는 진제

∙시민사회는 그 섹터 안에서 경쟁 인 계보다 력과 동의 계를 

가짐. 이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목  아래 섹터 간의 화를 이끌

어내는 역할을 시민사회가 수행해야 함을 의미함



제6장 아시아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  63

－ 간지원조직의 역할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을 진하고 퍼실리테이  하는 역할

을 해왔음. 이는 사회 신을 진하는 환경에서 간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의미함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체계 구축

1. 사회적기업 분야

1) 사회적기업을 위한 투자와 펀딩

◦사회 기업을 한 투자와 기 은 ① 내 인 능력의 악, ② 환경에 한 

악, ③ 계 형성의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됨

◦사회 기업이 투자와 기 을 얻을 것인가의 문제는 기술 인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의 문제로, 사회 기업의 내 인 능력 즉 흐름, 유연성, 변화에 

한 응력, 확장성이 요함 

◦사회 기업을 한 투자와 펀딩은 ① 상품  서비스 개발, ② 시장에 진입, 

③ 수익성, ④ 확장성의 4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단계마다 다른 수입/비용

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다른 펀딩이 필요함

◦환경에 한 악은 ① 기업의 형태에 따라 다른 스펙트럼(사회  효과와 

수익으로 나눠서 볼 때), ② 사회  투자에 따른 스펙트럼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신  근과 확장성을 갖추기 해서는 하이 리드 밸류 체인의 

형성이 필요함(사회 기업/NGO와 비즈니스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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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라우드 펀딩, 개미 스폰서 프로젝트

◦최근 크라우드 펀딩이 새로운 기 마련의 신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올해  미국에서 발표된 일자리 법령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크라우드 펀

딩을 통해 사회 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이 개미스폰서 로젝트를 시작했으며, 그 외 굿

펀딩, 펀듀, 업스타트, 텀블벅, 콘크리트 등이 활동하고 있음

◦아름다운 재단은 1% 기부라는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왔으며, 최근 SNS 등 변화한 환경 속에서 

신  방법을 고민한 끝에 크라우드펀딩 방법을 도입해 개미스폰서 로젝

트를 시작함

－이 로젝트는 시민들과 더 긴 한 소통을 통해 커뮤니티와 NPO 등의 

재정  어려움을 도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고안됨

◦지 까지 21개의 로젝트  15개의 로젝트가 모 에 성공하 는데, 성

공률은 71%로 46%인 킥스타터(kickstarter)보다 높음

－ 재 6천 4백만원이 모 되었으며, 총 1,618명이 참가함

－아름다운 재단은 7월에 공식 인 론칭을 비

2. 커뮤니티 개발 분야(Community Building)8)

1) 국외 사례：가와드 칼링가(Gawad Kalinga)

◦가와드 칼링가는 필리핀의 가장 큰 사회  문제인 가난과 홈리스(Homelessness)

를 해결하는 신 인 커뮤니티 개발 모델로, 다양한 활동가들이 계를 형

성해 력하는 것을 강조함

8) 커뮤니티 개발 분야는 한국에서는 마을만들기로 이해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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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드 칼링가의 커뮤니티 개발 모델은 활동가들이 ‘국가건설운동’에 참여

해 신 인 제도  지평을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정부 기 , 사

기업, 지방정부, 그리고 개인 기부자의 력을 강조하며 안정 이고 역량

을 가진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음9)

◦구체 으로 가와드 칼링가는 홈리스에게 물리 인 주거공간과 더불어 사

회  로그램을 제공해 종합 이고 체계 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로그램으로는 가치형성, 건강, 경제력, 아이들과 청년 발 , 환경  지속

가능성, 자가 식량 생산 등이 있음

2) 국내 사례：성미산마을 

◦성미산마을은 서울시에 치한 도시 커뮤니티 공동체임. 18년 부터 성미

산마을로 이주한 사람들은 얼굴 없는 개인화와 과열되는 경쟁심리에 맞서 

력 인 마을 모델을 실험하고 창조해 옴

◦성미산마을은 경쟁  성공과 산업화, 그리고 기술  진보에 매달려있는 한

국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임

◦이 공동체는 안 인 모델 형성을 열망하면서 극 인 활동과 참여, 

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 기반의 통 인 마을처럼 연 하게 되었음. 

특히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지속 으로 유지되는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한 

계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신 이면서도 변화에 응해가는 열쇠라고 

할 수 있음

◦성미산마을은 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티 단 의 경제 생태계를 형성해

가고 있으며, 마을 주민의 필요와 요구를 스스로 마을기업과 동조합 등

의 방법을 활용해 지속 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음

9) www.gk1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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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학기술과 정보기술 분야

◦정보통신기술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등 기술을 활용한 사회  변화가 시

작되고 있음

1) 사회혁신과 적정기술

◦과학기술의 발 은 과학  질문에서 사회  질문으로 넘어가고 있음. 10%

의 경제  능력을 가진 소비자를 해서가 아니라 90%의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상으로 그들의 가난과 어려움을 해결할 제품을 만들고 있

으며, 이것이 정기술임

◦ 정기술은 처음에는 타국에서 개발되어 필요한 지역에 보내졌지만, 지

은 지역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직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 기술과 생산

품도 리하고 매함으로써 경제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 커뮤니티 중심의 수력발전소 개발

◦트리 뭄푸니10)는 커뮤니티 자력의 수력발 을 개발해 력 공 을 해결하

고 력 생산을 커뮤니티가 리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커뮤

니티의 경제력도 향상시킴

◦이익을 내는 상업성을 가진 수력발 의 규모는 2,500킬로와트에서 1.5메가

와트에 이름. 2,500킬로와트보다 작으면 주로 자선사업에 의해 력 공  

로젝트가 진행됨

◦2,500킬로와트 규모의 수력발 의 경우 반은 커뮤니티가 소유하고, 반은 투

10) 트리 뭄푸니 이베카(IBEKA) 표는 아시아가 당면한 빈곤, 에 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을 제시한 인물로 2011년 막사이사이상을 받았다. 그는 사회 기업 이베카를 설립하고 

인도네시아 환경에 걸맞는 소수력 발 을 이용해 시골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를 공 하고 

이를 활용해 마을공동체가 지속 인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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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찾을 수 있는 규모임. 커뮤니티 기반으로 투자받아 설치한 시설을 커

뮤니티가 소유해 지속 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소셜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함

◦이 모델을 만들기 해서는 30%의 기술과 70%의 사회  노력으로 커뮤니

티의 역량을 강화해야 함. 커뮤니티 역량 강화는 마을 단 에서 가능한 교

육 로그램이어야 함. 한 지역 커뮤니티가 모든 시설을 리하고 운 해

야 하므로 기술의 정성도 요함. 마을의 거버 스, 사회 이고 환경ㆍ

생태계  측면이 아주 요함

3) 베리어브레이커스(BarriersBreakers) 기술

◦베리어 이커스 기술은 청각장애인들을 한 화상 수화 통/번역 서비스

를 화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해 청각장애인들이 통신기술을 자유롭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기술임 

◦이 로그램은 장애를 능력이 없는 것(disability)이 아니라 능력이 완 하

지 못해(Impairment)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 시작되었음 

－기존의 인식은 장애인이 소수라고 생각하면서 장애인을 배제했지만, 통

계에 따르면 실제로 인도에서 4명  한명은 청력에 장애가 있으며 이는 

장애가 주류임을 보여

◦이 서비스는 signandtalk.org에 청각장애자가 속하면 그의 수화를 읽고 이

를 통역해주는 것으로, 수화가능자를 통역자로 채용하고 양자는 일정한 서

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운 됨

－기술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연결만 할 뿐이며, 청각장애인 스스로 

화를 통해 배달이 가능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① 청각장애자에 한 화할인 서비스 상에서 

인터넷이 제외됨에 따라 제도 인 논의가 필요하며, ② 수화 문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한 훈련 로그램 운  등에 한 인도정부의 인식 제

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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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자인 분야

◦디자인은 최근 새로운 문제해결 방법으로 떠오르면서 사회 신과 련된 

다양한 로젝트에 도입되고 있음

◦이번 아니스에서는 사회 신과 지속가능성을 한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국제 디자인 네트워크인 데시스(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tinability)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 상과 시스템 디자인을 통해 사회문

제 해결의 새로운 시도와 근을 보여주고 있는 홍콩 커뮤니티 뮤지엄 

로젝트(Communtiy Museum Project)의 하워드 챈이 디자인과 사회 신이

라는 주제로 워크 을 진행한 바 있음

◦이 그룹 토론은 재 디자인 활용에 한 황을 살펴보기 해 기획되었

으며 각 기 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공유함으로써 이후 디자인의 새로운 

역할과 이해를 쉽게 하기 해 마련되었음

◦그룹토론을 통해 각 기  혹은 활동에서 디자인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를 살펴본 결과 디자인의 정의  디자인의 활용방식과 디자인에 한 이

해의 차이  부족이 발견되었음

◦디자인은 첫째, 문분야의 디자인으로 주로 결과물/시각화와 계되며, 

둘째, 사고의 도구로 기획하거나 사회 신  서비스 등을 기획할 때 로

세스에 용되며, 셋째, 운 의 개념이 존재

◦결국, 직업 디자이 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디자이 로서 무언가 새롭게 

변화시키거나 바꾸려고 할 때 새로운 참여자와 이해 계자를 새로운 자리

에 넣거나 개입시키는 등 일련의 과정 자체가 디자인이며, 나아가 개선과 

해결의 과정이 디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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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조성

1. 구성 및 역할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은 2010년부터 아시아 내 사회 신 강화를 

해 워킹그룹을 형성해 지속 인 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2011년에는 4개의 워킹그룹이 지속 으로 활동하 으며, 이  2개의 워킹

그룹은 2012년에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발 시키는 계기를 마련하

음 

1) 워킹그룹1：케이스 스터디 뱅크(네트워크 오프 네트웍스) 

◦록펠러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 신 연구11)인 아시아 엔지

오 이노베이션 서  2012에 록펠러재단을 리서치 트 로 하고 있음. 총 

29명이 활동을 함께 하며, 워킹그룹 리더는 이자벨 피트(로칼리티), 김정원

(희망제작소), 양소연(희망제작소)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① 소셜 네트워크 랫폼인 페이스북에 페이지 혹은 그룹 만들기 

∙ 에게 개방하고 지역별ㆍ주제별 하 그룹 생성 

∙지역：일본, 싱가포르, 국, 한국, 인도, 홍콩, 필리핀, 태국 등 

∙주제：지속가능성, 기술(Skilling)모델 

② 사(Ambassadors)를 정기 으로 임명하고 련기사나 을 포스 하기

∙지역별 하 그룹별로 일정 기간 책임을 맡아 진행하기 

③ 이스 스터디 뱅크 블로그

11) 연구명은 ‘Creating the Base of Social Innovation Eco-system in Asia’임. (재)희망제작소는 

록펠러재단의 지원을 받아 아니스 커뮤니티와 함께 아시아 내 사회 신의 지형을 그리고 사례

연구를 통해 사회 신을 진하며 역량강화를 한 사회 신 모델을 발굴하고 이 모델의 용

가능성을 논의해 보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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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을 해결하기 해 샘 과 을 올리기 

∙워킹그룹 멤버들이 참여하도록 독려 

④ 필드 비짓 - 멤버 지역에 갈 경우 방문지 섭외 등을 도우면서 진행 

2) 워킹그룹2：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총 16명의 아니스 참가자가 앞으로 활동할 정으로 이 워킹그룹은 리엔센

터의 제클린 로와 운데이션의 비키 셀릭이 이끌 정임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① 아시아 내 상황은 ㉠ 자원이 많지만 효과 으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

아시아 지역내 특정 자원이 부족하거나, ㉢ 섹터를 넘어선 자원이 부족

②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한 결과물로 가능한 것은 텍스트북, 문가 풀 

양성, 교육  훈련 로그램, 언어  문제 해결, 정기 인 미 , 1：1 학

습, 각 단계에서의 더 나은 자원의 활용 등이 있음 

③ 아니스  아시아 내 네트워크를 통해 각 주제에 한 최고의 자원을 

살펴보고 지역 내 문가의 리스트업 진행 

④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 실제로 구성 

3) 워킹그룹3：사회적 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자원을 형성할 것인가?

◦2011년부터 진행되었던 논의로 2012년 아시아 엔지오 이노베이션 서 을 

통해 그 내용을 좀 더 발 시키게 됨. 10명이 워킹그룹 리더인 비제이 아다

탸(Vijay Adyata)와 함께 활동할 정임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① 사회  기업가들을 한 법 , 기술 인 서비스와 정보 필요 

② 인큐베이  지원：비즈니스 랜  략, 기술과 소셜 미디어 활용, 디

자인과 로토타이핑, 시범사업  시드 펀딩

③ 네트워킹과 트 십 -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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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식 공유：인큐베이션 지원  소셜 엔터 라이즈 멥핑에 한 아시아 

지역 내 연구 필요 

4) 워킹그룹4：디자인은 서울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자인은 서울시를 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까?”라는 잼 형식의 로젝트에서 감을 받아 논의를 진행하게 됨. 총 6명

이 활동할 정이며 워킹그룹 리더는 운데이션의 임소정임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① 2010년 서울은 디자인 수도 음. 디자인은 도시에 해 어떤 의미를 가

지며, 디자인과 사회 신은 어떤 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해 논의함 

② 좋은 디자인이란 기능, 구조  미  요소로 이해되며, 과거에는 주로 

물리 인 미로 해석되었으나 최근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에 한 해석이 

변화하고 있음. 그 증거로 페이스북에서 진행 인 “서울시를 해 디

자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음. 

③ 향후 워킹그룹은 디자인 커뮤니티와 시민섹터와의 연결을 이끌어내기 

해 력 인 인스토 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디자인과 사회 신

에 한 폭넓은 토론이 필요함 

5) 워킹그룹5：아니스는 어떻게 사회혁신모델의 복제(Replication)를 도울 

것인가? 

◦총 12명이 활동할 정이며 호주사회 신센터의 표인 튼 카핀(Brenton 

Caffin)이 담당하게 됨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① 복제의 가능성을 가시화해야 함 

② 주요 요소에 한 악(꼭 가져야 할 것/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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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복제 모델에 한 분류：복제를 한 교재(playbook) 출 , 지속 인 채

택을 통해 증식과 규모의 확장이 가능( ： 랜차이징)

④ 이러한 복제/증식을 지원하기 해 기부자들을 한 비즈니스 사례 제안

⑤ 포스터 세션에 교류 가게(Swap Shop)를 제공 

⑥ 아니스는 복제/증식에 한 최고의 기회를 감별하는 곳 

⑦ 임워크 제공 

⑧ 교류, 인턴십 제공 

⑨ 상호 학습： 방향의 가치 교류 

⑩ 복제와 련한 지식, 정부, 지혜를 겨루는 경쟁 어워드 

6) 워킹그룹6：섹터 간 협력을 위한 이해관계자

◦총 15명이 활동하며 쉴피 카푸어(Shilpi Kapoor)가 워킹그룹을 이끌게 됨 

◦워킹그룹의 주요 의제

－섹터 간 력을 한 주요 이해 계자들의 활동을 논의함 

① 정부：정책, 력, 펀딩, 인큐베이션

② 커뮤니티(시민)：주인의식, 참여, 자원의 운 , 의식의 성장 

③ 비즈니스(기업) 섹터：기업의 사회 신, 펀드, 자원 공유 

④ 국제기구：아웃리치, 정책, 연구, 캠페인  에드보커시 

⑤ 교육기구：연구/ 역량강화/ 커리큘럼 개발 

⑥ 미디어/ 소셜 미디어：의식/ 감/ 동원 

◦과제：각 이해 계자와 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명확하게 해야 함 

－참여 방식 

－역할과 그 의미

－참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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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향후 활동 방향과 과제

◦아니스의 워킹그룹은 아니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시아 사회 신 생태계 

조성을 한 다양한 로그램이나 활동을 제안하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모임이며 아니스 공동주최자들은 이 활동이 지속 으로 진행

되고 구체 인 실행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 

◦아니스 워킹그룹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할 정 

<그림 6-1> 지속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향

◦아니스 워킹그룹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방식으로 지속 인 화와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음 

① 아니시드(ANISeed) 온라인 랫폼：https://aniseed.basecamphq.com/에

서 워킹그룹별로 활동할 수 있으며, 련 자료와 을 남길 수 있음 

② 워킹그룹별 미  진행：인텔에서 지원하는 웨비나(Web+Seminar) 랫

폼이나 그 외 화, 스카이  등을 통해 정기 인 토론을 할 수 있음

③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지역 인 거리와 시간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

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콘퍼런스 툴로, 사회

신 트 트를 소개하고 베스트 사례를 공유함

④ 아니스 콘퍼런스：매년 진행되는 아시아 사회 신가들의 랫폼으로 

워킹그룹의 활동 내용은 오  력 세션 외에도 세션 주제로 진행됨

－ ：소셜 이노베이션 랩의 사회 기업을 한 투자와 펀딩, 아시아 사회

신 투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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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아니스 워킹그룹 활동 이용 수단

<그림 6-3> 아니시드：온라인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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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아니스 웨비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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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결론

제1절 주체(섹터)별 협력 방안

◦사회 신은 이제 특정 주체, 특정 분야(비즈니스, 기술, 의학 등)에서가 아

니라 모든 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서가 아닌 

세계 인 흐름임

◦사회 신의 성장은 섹터 간의 력을 통해 이 질 수 있으며, 아래는 그 

사례들임 

① 도시 단  사회 신 캠  혹은 공원：소셜 이노베이션 크, 소셜 이노

베이션 캠  

② 사회 신기  조성

③ 사회 신센터나 담당 부서 설치：미국의 시민참여와 사회 신오피스 

④ 소셜임팩트본즈： 국, 호주, 미국에서 진행  

⑤ 식스(소셜 이노베이션 익스체인지)：국제 사회 신 네트워크로 경계를 

넘는 력을 바탕으로 설립됨

⑥ 빅소사이어티 캐피털 은행： 국의 수면계좌들을 가지고 만든 사회

신자

⑦ 히리코 시티 자동차：빌바오의 소셜 이노베이션 크에서 MIT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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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비즈니스, 정부 그리고 사회 신 기 등이 모두 함께 력해 만들어

낸 을 수 있는 자동차. 

⑧ 스튜디오 스쿨： 국의 안  교육 로그램으로 학교와 기업의 력

을 통해 성공 으로 성장하고 있음

◦섹터 간의 력은 지식이나 기술보다 태도와 마음가짐이 더욱더 요함. 

즉 섹터 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함. 시민섹터와 정부 간의 불신은 오해

만은 아니지만, 사회 신을 해서는 신뢰와 력이 필요하며 신뢰와 력

의 능력을 키워야 함

◦특히 사회 신의 성장과 시스템의 변화를 해서는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며, 이를 해서는 먼  국민을 신뢰

하고 권한을 나눠주는 행동의 변화가 필요함

제2절 주요 분야 간 협력 방안

◦ 정한 기술의 사용과 가난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마을 단 에 알맞은 

새로운 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커뮤니티 수 에서 필요한 력은 먼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배제 없는 포용으로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참여

한 사람들과 미리 그 결과에 해 미리 얘기를 나 고 논의해야 함.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성이 필요함

◦청각장애인을 한 수화통역서비스에서 살펴본 섹터 간 력을 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의 력이 아주 요함. 그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

로 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막는 규제를 없애기 해, 그리고 새로운 기술

기반의 기술을 활용하기 해 새로운 법 인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임.  수

요 창조에서도 정부와 비즈니스 섹터와의 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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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자료

1) 아니스 2012에서 사용된 다양한 템플릿  

◦ 사회 신 사례 수집을 한 템 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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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세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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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보드(*  템 릿의 내용으로 만들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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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집   

① 핸드북 

② 서울시세션북

③ 포스터세션북 

④ 아니스 팸 릿 

3) 기념품

① USB ② 수막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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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랜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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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동 사진 

1) 만찬 및 공연

*공연：하자센터 작업장 페스테자

2) 사회적기업 레스토랑, 카페 슬로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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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니스 2012 모습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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