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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다음 단계를 위한 도시서울 사회혁신운동의 과제

도시서울은 전 세계 거대도시 중 사회혁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시정책 안
으로 통합하고 있는 도시로 알려져 있음. 특히 도시정부와 시민사회의 결합
을 통해 20세기 도시서울의 개발 원리와는 다른 방향에서, 21세기 도시서울
의 번영 원리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전과 실험을 진행해 왔음.
그러나 다양한 사회혁신 정책이 시도되고 시민들의 사회혁신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가 도시서울 전체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사회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기에는 새로운 자원, 보다 많은
시민 참여, 제도 개선과 이를 포괄하는 중장기 사회혁신 비전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정부의 정책수단을 넘어, 사회혁신이 도시서울
구성원 모두의 도시를 향한 새로운 운동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의
다음단계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탐구와 실천이 필요함.

1. 연구배경 : 사회혁신 의미와 동향
1) 사회혁신의 등장 배경
❍ 최근 ‘사회혁신’은 정치・․경제・․사회・․문화를 망라하는 새로운 변화
와 전환의 흐름으로 국내외적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사회혁신은 기존
근대적 주체인 ‘국가(정부)’와 ‘시장(기업)’이 풀지 못하는 사회경제
적 난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식이라는 흐름에서 마을․기업․정부․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실험들을 통해 거대한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
음.
Ÿ

사회혁신은 누가, 어떻게 사회변화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한 개념
이라고 볼 수 있음(Howaldt, Butzin, Domanski, Kaletka, 2014), 가난과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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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질 저하,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기존의 발전모델의 반성에서 출발
했기 때문에(Millard, 2014)1) 사회혁신은 국가나 시장 대신 ‘시민사회’
와 ‘공동체’에 의존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해법을 찾는 과정에 주목
함.2) 따라서 사회혁신은 ‘가치중립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시민주도의 혁신’ 또는‘시민의 혁신’으로 접근해야 함(Nicholls
and Murdock, 2012; 김병권, 2017).

2) 사회혁신의 세 가지 흐름
❍ 사회혁신은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전 세계 여러 도시와 농촌 공동
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현재 전 지구적으로 사회혁신은 다 크
게 세 축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Ÿ

첫째, 시민 주도의 자율적인 자주경영 영역. 마을 공동체, 협동조합, 자
활 공동체, 사회적 기업, 사회효과연계기금 등 참여․직접 민주주의적 방
식으로 지역이나 중소 산업현장에서 사회혁신 이름으로 진행됨.

Ÿ

둘째, 거버넌스 영역. 후기 산업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기반 금융자본의
흐름 속에서 축소된 정부 주도 사회복지·공공성 기반 회복을 위한 새로
운 수평적 거버넌스 흐름이라 볼 수 있음.

Ÿ

셋째, 시민운동 영역. 시민사회운동 또한 전통적인 시민권 강화 운동에
서 정체성 기반 자기권리 운동으로 전환된 이후 정체성 간의 연대를 통
한 평등주의적 공동체 확장 및 전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주요
난제들(기후변화, 인구절벽, 사회경제적 불평등, 전쟁과 난민 등)을 해결
하기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새로운 의제 및 협력방식이 사회혁신의 이름
으로 시도되고 있음.

3) 사회혁신의 전환 전략과 성격
1) 1970년대 근대화 성장모델(modernization, industrialization), 1970-80년대의 기본수요접근
(basic need approach), 종속발전(dependent development),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은
인류의 가난과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지 못해왔음. 2008년 경제금융위기 이후에도 강한 시장접
근모델인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사회적 문제에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빈곤 및 사
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
2) 사회혁신이 실천적 방법론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이후임. 신자유주의, 글로
벌금융위기 이후, 국가 복지 시스템의 한계와 시장 실패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혁
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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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확산되는 이러한 흐름들은 정부(제1섹터), 시
장(제2섹터), 시민사회(제3섹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제4섹터) 모두를 포
괄하고 있음. 사회혁신의 이러한 독특한 경향은 사회혁신이 결코 특정
섹터나 부문에 한정되어 전개되거나 연구될 수 없는 융합적이고 복합적
인 운동임을 말함. 나아가 사회혁신은 기존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 패러
다임 ‘내부’에서의 ‘적응전략’에 머무는 공학적 운동이 아니라, 대
안 체제에 대한 비전과 이를 위한 다양한 주체육성 및 수많은 새로운 실
험들을 포함하는‘전환전략’임을 보여줌.
❍ 사회혁신(운동)은 현재 전 지구적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집단적 정체성
과 일괴암적인 대안 체제를 전제로 한 급진적 전환 전략과 달리, 생태주
의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동의한 각 주체 및 지역별 ‘필요(need)’를 중
심으로 기존 제도와 생활양식을 넘나드는 다양한 층위와 새로운 실험 방
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

<표 1-1>은 사회혁신의 특징적인 성격을 보여줌.
<표 1-1> 사회혁신의 성격
구분
문제제기

내용
사회적 욕구, 해결되지 않은 사회적 문제가 출발점이 됨

규범성

규범적 성격을 지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표를 지향하며, 사회
적 공동선을 추구함

이니셔티브

혁신의 이니셔티브에 있어서 차별성 지님. 개인으로서의 시민, 조
직화된 시민사회단체나 그들에 의한 사회운동, 지역 공동체, 사회
혁신가,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의해서 시작되고 주도됨

추진방식

추진방식, 프로세스 등에 의해서 차별성. 참여, 연대, 협력, 파트너
십, 크라우드 소싱 등의 방식에 의해 추진됨

확산

시장이나 사회전체, 지역사회 등으로 확산, 재생, 모방되며, 궁극
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새로운 관습이나 루틴 형성

결과와 배분

혁신의 결과로써 주어지는 성과, 또는 보상의 배분방식에 있어서
차별성 기술혁신이나 비즈니스혁신 등 다른 분야의 혁신과 달리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으로, 공동체적인 효용을 증
대시키는데 귀결

* 출처: 김동준(2016) 내용을 요약, 표로 재구성

❍ 사회혁신은 문제지향형(problem-oriented)’아닌 ‘가치기반(value-based)’
발전 접근법(Thybring, 2012, cited in MIllard, 2014 p. 47)을 취함.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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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데 있어 사용해왔던 문제지향형 발전
모델은 이미 (누군가) 정해놓은 사회문제를, (기존에 했던 방식의) 수단
을 통해 해결하는데 집중하면서 경로의존적인 사고를 할 위험이 있음.
반면에, 사회혁신은 가치발견적 탐구모델(appreciative inquiry: AI)에 기
초함. 결핍에 주목하는 문제지향적 발전모델과 달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과 잠재력에 주목하는 긍정적인 접근방식임. 또한 새로운 이론, 조
직방식, 미래에 대한 설계를 통해 사회발전이 가능하다고 봄. <표 1-2>는
두 접근법의 차이를 보여줌.

<표 1-2> 문제지향형 발전 접근과 가치지향적 발전접근
문제지향형 발전접근

가지지향적 발전접근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보는 인간

탐구되기 위한 수수께끼와 같은 인간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갈망

발전과 변화에 대한 갈망

해결할 문제에 대한 확인

축적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강점에 대
한 확인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원하는 지점에 대한 상상

가능한 해결책에 대한 분석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과 창조

문제해결에 기초한 액션플랜의 발전

지향하는 미래에 기반한 액션플랜의 발
전

* 출처: Thybring, 2012

3) 사회혁신 관련 주요 담론과 의제
❍ 포용성(inclusiveness) 담론
Ÿ

사회혁신(운동)은 무엇보다 공공성 회복·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과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의 역할이 조화를 이루는 ‘연대
와 협력’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
회혁신 활동영역에서는 전 지구적 난제인 경제불평등, 사회 양극화, 환
경 위험 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성(inclusiveness)’
담론이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Ÿ

2017년 1월 1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Davos Forum)』이 연례총회 직전 포럼의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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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발표한 <세계위험보고서>는 ‘경제적 불평등’, ‘사회 양극
화’, ‘환경 위험’을 향후 10년 동안 지구촌 최대 위협 요인으로 전망
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주요 화두이자 과제로 다보스포럼은 ‘포용
적 성장과 발전(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을 제시한 바 있음.
❍ 체제 전환(system change/transformation)
Ÿ

유럽과 북미권 국가·도시들이 주도하는 최근 글로벌 사회혁신 동향의
경우도 전 지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성 기반의 새로운 재구축
및 강화를 위한‘체제 전환(system change/transformation)’을 주요 화
두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한 세부 의제들을 발전시키고 있음.

Ÿ

대표적 사회혁신 글로벌 네트워크 『Social Innovation Exchange (이하
SIX)』는 점차 복잡해지는 사회적 난제들과 정치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
화되는 사회 대응을 위해 ‘체제 전환(System Change)’을 화두로 제시
한 바 있음.

❍ 사회혁신의 다음 10년: 주요 의제 및 관심 영역
Ÿ

2017년 2월 대표적 사회혁신 글로벌 네트워크인 Social Innovation
Exchange(SIX), 영국 사회혁신 재단 Nesta 주최, 캐나다 Social Innovation
Generation, 호주 The Australian Centre for Social Innovation, UNDP 및
The J.W. McConnell Family Foundation이 ‘사회혁신의 다음 10년(Next
10

Years

of

Social

Innovation)’을

화두로

준비하는

국제포럼

'WAYFINDER'가 던지는 문제의식과 질문은 <그림 1-1> 과 같다.

<그림 1-1> Six Wayfinder event의 문제의식과 핵심질문

2017 SIX Wayfinder event 문제의식과 핵심 질문
사회혁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변화를 만들어 왔지만, 세계와 직
면하는 사회적 도전들과 비교해 볼 때

사회혁신의 성공은 주변에 불과

한 것처럼 보인다.
사회혁신가들은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체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온 사례
를 그리 많이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상업적 투자와 공공 지출의 아주
작은 일부만이 사회혁신에 기여하고 있으며, 사회혁신 제도 규모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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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또는 의학 분야 제도들과 비교해 보면 미약할 뿐이다.
우리는 다음 10년 동안 광범위한 체제변화를 만들어내는 것과 사회혁신
영역을 보다 진전시키는 것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색할 것이다.
Ÿ

다음 십 년 동안 사회혁신을 최대한 이뤄내기 위해 마을, 국가, 지역
그리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어떤 토
대가 필요한 것인가?
Ÿ

체제 수준에서는 어떤 재원이 필요한가? 우리
는 체제의 능력과 제도적 리더십을 어떻게 건
설해 나갈 수 있을까?

Ÿ

그리고 사회 혁신의 핵심 원리들을 받아드리
면서도 사회혁신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주류

행위자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
* 출처: https://www.sixwayfinder.com/about (내용 요약)

Ÿ

EU의 지원을 받아 유럽 지역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사회혁신 실험과
모델들을 발굴하고, 의제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Europe
Tomorrow' 프로젝트는 <그림 1-2>와 같이 사회혁신이 주목해야 할
12개 의제를 제시하였음.3)

<그림 1-2> 12가지 사회혁신 주요 의제

Europe Tomorrow가 제시하는 12가지 사회혁신 주요 의제

3)

보건

기후변화

에너지

시민권과 민주주의

소비

해비타트(무주택 주거문제 해결)

이동

농업

경제와 재정

산업

고용과 기업가정신

“Europe tomorrow 홈페이지,” http://europetomorrow.org/ (검색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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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Ÿ

위에서 제시된 정보만 참고하더라도, 사회혁신은 현재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문·학제 간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민관산학이 협력하
는 가장 대표적인 운동, 정책, 방법론으로 인식되고 있음.

Ÿ

이와 함께 사회혁신의 중요한 물질적 힘 중 하나인 ‘시민과학기술’ 또
한 적정기술에서부터 ICT 기반 기술, 의료기술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되
고 있으며, 3D 프린터 및 전통적 자기제작 기술을 활용한 ‘메이커 운동
(makers' movement)', 친환경 기술 등 과학기술 분야도 중요한 사회혁신
영역으로 고려되고 있음.

Ÿ

또한, ‘탈성장’, ‘다운시프트’, ‘윤리적 소비’, ‘업사이클링’,
‘비전력(非電力) 삶’ 등과 같은 대안적 삶이 철학적 가치와 결합되면
서 사회혁신은 ‘방법론’에서 ‘사회윤리’에 이르는 포괄적 운동이자
비전으로 확산되고 있음.

Ÿ

무엇보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GDs)’의 초석이 된 아마티아 센(Amartya Sen) 등의 학자들이 제시하
는 ‘역량 지표(capabilities)’ 그리고 최근 대안 사회를 위한 실제 가치
이자 목표로 활용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목표와 원리’가 사회
혁신 진영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혁신은 지역특성화된
현장 운동이자 동시에 민주주의와 생태주의의 가치 속에서 전 인류적으
로 확장될 수 있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포괄하고 있음(그림 1-3, 1-4.
1-5 참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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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UN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17개 항목

<그림 1-4> 10대 역량지표
10대 역량(capabilities) 항목
1. 생명 (Life)
2. 신체건강 (Bodily Health)
3. 신체보전 (Bodily Integrity)
4. 감각, 상상, 사고 (Senses, Imagination and Thought)
5. 감정 (Emotion)
6. 실천이성 (Practical Reason)
7. 관계 (Affiliation)
8. 인간 이외의 종 (Other Species)
9. 놀이 (Play)
10. 환경 통제 (Control over one's environment)

<그림 1-5> 회복력 4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원리
회복력 (Resilience) 4대 추진전략과 7대 핵심원리
4대 추진전략

7대 핵심원리

4) “UNDP 홈페이지,”
http://www.un.org/sustainabledevelopment/sustainable-development-goals/(검색일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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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다양성
Ÿ공유재의 확보

Ÿ모듈화

Ÿ민주주의의 재창출

Ÿ사회적 자본

Ÿ사회연대경제의 구축

Ÿ혁신

Ÿ인류와 지구의 문제에 대

Ÿ중첩성

한 가치 측정

Ÿ피드백 루프와 조직화
Ÿ생태계 서비스

4) 사회혁신과 교육
❍ 지난 10여 년 간 유럽 및 북미권 대학·연구기관들은 ‘사회혁신’을 특
정한 연구방법론이자 이론 영역으로 발전시켜가고 있으며, 여러 대학들
의 공동연구 및 자체 교육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음.
Ÿ

2015년 출간된 ‘New Frontiers in Social Innovation Research'나 ’2013
년 출간된‘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는 이러한 연구 흐
름과 업적을 반영하고 있음(그림 1-6 참조).

<그림 1-6> ‘New Frontiers in Social Innovation Research (2015, 위)'와
‘International Handbook on Social Innovation : collective action, social
learning and transdisciplinary research (2013, 아래)' 표지 및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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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gomery(2016) 사회혁신 관련 교육(developing schools of social
innovation)이 두 가지 패러다임에서 발전하고 있다고 분석함. 기술지향
사회혁신 패러다임(the technocratic paradigm of social innovation)과 민
주주의적

사회혁신

패러다임(the

democratic

paradigm

of

social

innovation).
Ÿ

기술지향 사회혁신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회혁신교육은 시장경쟁, 국가
와 시장의 경계 허물기 등 신자유주의의 연장을 시도하는 역할을 함. 즉,
‘사회적’을 여전히 수요공급 프레임에 배치하고, 공동체 역량 강화를
언급하지만 실제 주역은 여전히 전문가이며, 사회혁신은 사회를 변혁하
고자 하는 정치적 반대를 줄이기 위한 역할을 할 뿐임.

Ÿ

반면, 민주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한 사회혁신교육은 신자유주의를 반
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음. 시민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 생산되는 지식도 전문가들의 지식과 동일한 가치를 지님. 사회 혁
신교육은 신자유주자들이 비정치화하는 공간을 정치화하고, 힘의 수직
적 분배에 도전하는 한편 수평적인 대안들로 대체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와 조사를 진행. 특히 시민들이 자신과 공동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틀에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을 교육의
주요 목적으로 함.

2. 연구의 필요성
: 도시서울 사회혁신 통합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
❍ 사회혁신운동이 급속하게 부상하면서, 사회혁신은 공공부문이나 민간기
업 부문뿐만 아니라 NGO/NPO 등과 같은 사회부문에서도 논쟁과 검토의
중심으로 부상. 일각에선 사회혁신에 담대한 희망을 걸고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비판적인 시선으로 사회혁신 담론의 부상을 바라보고 있
음.
Ÿ

사회혁신의 이 같은 두 얼굴 중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14

없음. 중요한 것은 사회비판과 사회혁신 양 시선 모두를 유지하면서, 현
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의 극복에 필요한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
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임. 비판이 결여된 혁신은 도시통치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반면, 혁신이 결여된 비판은 또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예시하지 못함으로써 단지 바로 지금에 대한 비판에 머물 수 있음.
❍ 에치오 만치니는 사회혁신의 발생 구조 유형을 (1) 위로부터의 사회혁신
(2) 아래로부터의 사회혁신 (3) 그 둘이 융합된 하이브리드 사회혁신으로
나눈 바 있다. 도시서울의 사회혁신은 이 분류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사
회혁신의 대표적인 모델이지만, 그 내적으론 도시정부의 강력한 주도 하
에 아래로부터의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사회혁신 실험이 결합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 안에서 사회혁신은 도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하게 발생하지만, 그와 함께 독
립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실험장소가 확산될 수도 있음.
❍ 중간지원조직은 이와 같은 (1) 도시정부의 정책수단 (2) 독립적이고 자율
적인 사회실험을 매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조직으로서, 정부와 시민사
회의 중간에서 시민사회의 민주적 실험능력 확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
고 있음. [도시정부-중간지원조직-사회실험]의 기본 층위가 구축되는 것
과 동시에, 서울혁신파크라는 아시아 최초의 사회혁신클러스터(social
innovation cluster)가 만들어졌음. 사회혁신클러스터는 다양한 계열로 분
화되었던 [도시정부-중간지원조직-사회실험]의 계열과 수평적으로 분화
되어 있는 사회실험의 수평적 계열을 집적하는 실험에 착수했음. 우리는
여기까지를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1단계라고 말할 수 있음.
❍ 사회혁신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구성이 현 단계의 중요한 특성
이자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때, 사회혁신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
한 핵심적인 과제는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를 넘어서는 통합혁신체계를
구성하는 것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Ÿ

사회혁신의 다음 단계는 실험에서 체제전환(System change)으로 연결되
는 체제혁신(system innovation)의 단계일 수밖에 없음. 현재 도시서울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는 대증적인 차원의 해결을 통해 풀릴 수 없는 문제
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해결책이 잠정적으로 작동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시스템 전체의 기능저화나 악화로 귀결되
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곧 사회실험의 육성을 위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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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이란 단순한 목표만으론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응전하
기 어렵기 때문임.
❍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실험에서 체제전환으로 연결되는 이행관리
(transition management)의 역량임. 그러나 현 단계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은 이와 같은 이행관리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어내지 못했음. (1) 물리적 집중을 통한 상호연결구조의 형성, (2) 우발적
이고 자연적인 혁신의 창안 유도라는 단계에 머물면서, (3) 적극적인 사
회혁신 이행관리 모델을 형성하는데 주저하고 있음.
Ÿ

그 이유 중 하나는 도시서울의 이행관리를 위한 부문 별 시나리오가 이
미 전략적 계획을 통해 도출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함. 다른 하나는 도시
서울의 시민사회가 개별적인 실험 단계를 넘어 도시 전체를 다르게 상상
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새로운 혁신모델을 창안할 역량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임. 이런 조건에선 도시정부가 구상하는 도시계획의 투입요소 중 하
나로 시민사회가 작동할 뿐, 도시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도시의 새
로운 미래를 창안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의 단계로 접어들기 어려
움. 도시정부의 참여는 중요하나 도시의 새로운 미래는 도시정부의 정책
수단 이상의 사회혁신 패러다임을 요구함.

❍ 이를 위해선 현재의 물리적 통합구조 중심의 사회혁신 인프라스트럭처
에서 실험에서 체제전환까지 사회혁신의 각 단계, 성장주기별 단계에 적
합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통합인프라스트럭처 단계로 나아가야 함.
이를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들이 존재하지만 (1)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고 경험의 내용을 축적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 서비스 (2)활동 내용과 성과들을 검토하기 위한 평가 서비스 (3)혁
신조직들의 동기, 시나리오, 성취하고자 하거나 이미 성취한 결과물을
분명히 밝히는 연구 분석 서비스, (4)혁신을 협동방식으로 기획, 개발하
고 시스템화하기 위한 혁신관리 서비스 등이 있음
❍ 그중 [연구-교육-실험]이 통합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교육이 제일 우선으로 그 이유는 아
래와 같음.
Ÿ

교육 :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에서 교육은 (1)혁신가들의 역량 강화 (2)
미래혁신세대의 양성이란 두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 하지만 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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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도시서울의 사회혁신에서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포함해 보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음. 사회혁신 개념과 전략, 방법론이 국내에
도입된 이후 이를 둘러싼 혼란스러운 이해가 도시전환을 위한 협업
혁신의 가능성 자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 따라서 사회혁신을 촉진
하려는 선도집단 구성원들에게 공통의 지식(common knowledge)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이와 같은
공통의 지식이 구성된 이후에 사회혁신을 통한 도시전환이란 전망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그러한 전망의 공유 속에서 보다 진일보한
협업혁신의 모델이 나타날 수 있음.
Ÿ

연구 : 실험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에서 연구의 역할은 조수의 역할.
그러나 좋은 조수 없이 좋은 실험실을 운영할 수 없음. 사회혁신이
도시정부의 정책수단으로 먼저 도입되고, 아래로부터는 구체적인 모
델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운영되면서 이에 필요한 지식은 매우 협
소화됨. 그에 따라 도시전환을 위해 필요한 전환과학, 시스템분석과
행위자분석, 전환관리의 방법, 사회혁신랩의 운영절차, 사회혁신의
평가와 측정, 권한부여와 사회혁신의 관계 등 사회혁신 전반에 걸쳐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역량이 매우 낮음. 이는 역으로 교
육이 일면적일 수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실험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성취했는가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이해도 낮다는 것을 의미. 차세대 전
문연구역량을 육성하는 일은 매우 중대한 과제임.

Ÿ

실험 : 사회혁신은 실험을 강조하지만, 도시서울은 그 실험을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 및 그 발생구조를 모름. 또한 행정적인 차원에선 공모
를 통해 아이디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관리 모델에서 멈추고 있
음. 실험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때, 공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문제의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사회혁신 본래
의 실험의 방법을 확산하는 일이 중요함.

3.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 자유와 평등, 지속가능한 대안
체제(next system 또는 alternative system)에 대한 중장기적 교육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모색단계의 연구임.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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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기 위해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NPO지원센터, 사회혁신
리서치랩의 협력방안을 모색함.
❍ 주요 연구내용은 (1)도시서울의 사회혁신 교육에 필요한 기본 내용과 방
법 탐구, (2)실제 교육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3)그 안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후속 연구자·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기관(공공대학원) 차원의
교과과정 개설을 위한 기본 연구, (4)NPO와 사회혁신 교육의 결합 방향,
(5)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혁신리서치랩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등임

4. 연구 방법
❍ 연구진 구성 및 연구 워크숍
Ÿ

현장적합성과 연구 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희대 공공대학원, 서울
시NPO지원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속 연구진들이 공동 연구팀을 구
성함.

Ÿ

4개월간의 연구기간 중 매주 연구진 워크숍을 개최하여 연구 단계별 공
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각 단위의 요구와 조건을 파악하여 연구결과에 반
영함.

Ÿ

워크숍을 통해 관련 문헌에 대한 공동학습,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청
취, 사례조사 결과검토, 연구과제 역할분담 등을 진행함.

❍ 문헌 검토 및 국내외 사례조사
Ÿ

사회혁신의 개념, 가치, 방향, 사회혁신 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
여 한국의 현실과 본 연구 목적에 맞는 시사점을 도출함.

Ÿ

사회혁신과 교육 간의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접목을 이룬 국·내외 사례
를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관련 전문가 자문 및 3기관과의 사업방향 협의
Ÿ

교육 및 사회혁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연구 결과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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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자료조사 및 자문결과를 토대로 공동 연구기관 책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해 현실 조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및 협력 및 교육 실행 체계를 설계
하고 협력방안을 제시함.

❍ 연구 진행 일정
Ÿ

4월: 연구용역 계약체결, 연구진 워크숍 및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혁신
교육, 사회혁신 관련 자료수집 및 문헌검토

Ÿ

5월: 연구진 워크숍, 국내외 사회혁신 교육 관련 사례 조사/분석

Ÿ

6월: 연구진 워크숍, 중간보고회(경희대 공공대학원), 수요조사

Ÿ

7월: 연구진 워크숍, 사회혁신 교육의 비전 및 전략, 사업방향 수립, 최종
보고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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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국내외 사회혁신 교육

국내·외 사회혁신 관련 교육 현황 및 사례

국내외에서 사회혁신 관련 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여러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2장에선 (1) 대학 (2) 비(非)대학 과정으로 분류하여 국내외의 사회혁신
교육 현황을 개괄함. 비(非)대학 과정 중 일부는 대학이나 사회혁신센터나
연구소 등과 연결되면서, 그러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교육 과정으로 운영
되는 경우가 많음.

1. 사회혁신교육 대학·대학원 과정
1) 해외대학 사회혁신 교육 동향5)
❍ 북미와 유럽의 경우, 사회혁신 교육은 대학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
해가고 있으며, 학사, 석박사 과정으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정신,
소셜디자인, 사회혁신 등을 개설하여 교육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가정신"에서 "사회혁신"으로 변화 추세
Ÿ

기업가 정신은 기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비영리 분야에서 외면될
수 있으나, 혁신은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야와 접근 방식을 뜻하
는 확장된 개념으로 기업, 정부, 비영리영역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됨. 때
문에 사회혁신 용어가 점차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대체하면서 폭넓게 사
용되고 있는 추세.

❍ 사회혁신 교육 방법
5) 대학과 관련된 내용은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조했다. 참조한 페이지는 기관별로 각주를 참고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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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다학제간 연구,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교와 외부전문가 및 현장과의 협
업, 지역사회 참여, 원형제작 및 문제해결 등 혁신적 방법이 시도되고 있
음.

Ÿ

사회혁신교육을 주도하는 대학들은 학생들이 집중적이고 신중한 방식으
로 다양한 사회 변화 및 지역 사회 개발 방법론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
경로(student pathway)"와 "학습 여정(learning journey)"을 창출하려 함.

Ÿ

커뮤니티 기반 학습 여정의 예 : 1) 봉사학습 경험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2) 디자인 사고 교육을 받고, 3)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커
뮤니티 참여 프로젝트를 만들고, 4) 마지막으로 사회 혁신 생태계 내에
서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과 관련된 통찰력을
얻도록 함.

2) 해외 사례
(1) 아쇼카(Ashoka) 선정, 체인지메이커 캠퍼스
Ÿ

사회혁신 양성소인 아쇼카가 사회혁신 교육을 주도하는 혁신적이고 영
향력있는 대학에‘체인지메이커 캠퍼스(Changemaker Campus)’지위
부여.

Ÿ

브라운 대학, 듀크 대학, 코넬 대학 등 미국 24개 대학이 선정되었고, 미
국을 포함하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멕시코에서 총 30개 학교 선정
(국내 대학 중에서는 한양대가 처음으로 선정절차 과정 중, 1.5-2년 소
요, 내년 초 선정여부 결정).

Ÿ

‘Ashoka U Exchange'는 아쇼카 U에서 주최하는 연례행사. 매년 전 세
계 700여 개 대학교의 학생, 교수, 교직원과 사회적기업가정신에 관한 세
계 전문가들이 2박3일간 한 대학교에 모여 대학 내 사회적기업가정신 교
육 커리큘럼에 관한 내용을 논하고, 수업사례를 공유하는 포럼 형식.

사례: 뉴스쿨(The New School)6)
Ÿ

뉴스쿨은 사회혁신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왔음. 이론과 현장기반 학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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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 환경문제에 있어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
기 위해 개인, 공동체, 조직의 역량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부/대학원
프로그램 제공
Ÿ

글로벌 조직인 아쇼카U와 델 Social Innovation Challenge, 지역사회, 문화
및 시민단체들(해비타트, 적십자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

Ÿ

현실세계의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학제 간 교육, 연구, 실천을 제공

Ÿ

여러 스쿨들 간 콜라보레이션 : The Schools of Public Engagement/ The
Milano School of International Affairs, Management, and Urban Policy/
Parsons School of Design/ Eugene Lang College of Liberal Arts

(2) 다양한 분야의 사회혁신 주도대학 사례
① 사회혁신 사례연구 기반 :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 후쿠야 대학,
서식스 대학, 멘체스터 대학, 워릭 대학 등.

사례: 스탠포드 대학7)
Ÿ

사회혁신센터(Center for Social Innovation)운영, 스탠포드 사회혁신 저널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발행, 사례연구에 중점

Ÿ

경영대학원(Stanford Graduate School of Business)의 사회혁신과정(Social
Innovation Curriculum) 제공 : 임팩트 평가, 시스템 사고, 섹터 간 접근 세
주제를 중점적으로 교육함

Ÿ

공공관리와 사회혁신 수료증(Certificate in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프로그램 운영 : 인증과정에서 학생들은 주어진 사회혁신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주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음. 인증서는 학
생들이 공적 쟁점 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인증해줌

Ÿ

D. School at Stanford : 스탠포드 7개의 캠퍼스 학생들이 함께 모여 사회문
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실험 수업을 제공하는 학교

Ÿ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수업 참여 가능, 디자인 중심이지만 디자인 전문가를 지
향하는 학생들 외에 디자인 기술을 통해 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영향을 받고

6) “New school 홈페이지,” https://www.newschool.edu/ (검색일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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싶은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음

②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가정신 기반 : 하버드 대학, 옥스포드 대학 등.

사례. 하버드경영대학원8)
1993년부터 교수진들이 800개 이상 사회적기업 사례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Social Enterprise Impact(SEI)-‘사회혁신 비즈니스
(Business for Social Impact)’ 과정 개발

Ÿ
Ÿ

③ 소셜 디자인 중점 : 영국 세인트마틴 대학 디자인학부, 이탈리아 밀라
노공대 디자인학과, 일본 릿쿄대학 소셜디자인학과, 미국 디자인스쿨(MICA
의 소셜디자인, 뉴욕 비쥬얼아트스쿨의 사회혁신디자인) 등.

사례. 릿교대학 대학원9)

Ÿ

21세기 시민사회의 과제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탐구하
기 위해 2002년 ‘21세기 사회디자인 연구와 비교조직 네트워크학’ 개설, 2007
년부터 석박사과정 증설(MBA&DBA in Social Design Studies)

Ÿ

경영이론이나 실천에 대해 연구하는 ‘커뮤니티 디자인학’, 21세기 시민사회에
서의 종합적인 위기관리의 이념과 방법론, 스킬 연구개발을 목표로 하는 ‘위기
관리학’, 인류가 길러온 사회조직을 역사적, 사회학적으로 분석・연구하는 ‘사
회조직이론’을 중심으로 함

Ÿ

학교 밖의 이론가, 실무가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연구 및 실천 활동
지원

7) “Stanford University,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홈페이지,”
https://www.gsb.stanford.edu/faculty-research/centers-initiatives/csi (검색일 2017.04.30.)
8) “Havard Business school 홈페이지,”
http://www.hbs.edu/socialenterprise/impact/Pages/default.aspx (검색일 2017.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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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혁신 관련 대표적인 프로그램
① 영국의 소셜이노베이션 캠프 : 사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으로부터 받고 웹 기획자, 프로그램 개발자,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투자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의 실행을 돕기 위한 사이트를 개발하는 프로
젝트.
② New School(미국)의 New Challenge : 사회혁신 경진대회로 학생들이
사회 변화를 위한 기술 앱, 다큐멘터리 영화, 정책 중심 프로젝트 및 성과
프로젝트 등 기존의 전통적인 소셜 벤처나 사업 계획들에 추가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항목을 제출하도록 권장함. 이를 통해 사회 혁신의 정의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배경과 기술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혁신에 참여하도록
유도함.

<표 2-1> 사회혁신교육 관련 주목할 만한 해외대학들의 형태 및 특징

대학명

형태

특징
Ÿ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CSM)(영국)10)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예술대학인
런던 예술대학교(University of the Arts
London, UAL)를 구성하는 6개의

Arts and

칼리지 중 하나

Design(대학)
Ÿ

소셜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

Politecnico di

학과3년,

Milano(이탈리아)

석사2년의

11)

통합과정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MICA)(미국)12)

9)

“Rikkyo University
2017.04.30.)

Ÿ

가르치는 공과대학
Ÿ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소셜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짐

Ÿ

복잡한 사회문제를 이해하고 사회변화를
디자인하는 것을 중시

Social
Design(MA)

건축과 디자인을 통합된 과정으로

Ÿ

인간중심, 협력, 디자인기반
접근방식(translate&frame->research,

홈페이지,”

http://english.rikkyo.ac.jp/academics/graduate/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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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synthesize-> ideate, prototype,
test&implement)
Ÿ

Mini-fellowships,
사회디자인센터(Center for Social
Design)운영

Ÿ

사회적 영향력 디자인 분야에서 최초의
MFA

School of Visual
Arts(NYC)(미국)13)

DSI(Design for

Ÿ

Social

다르게 생각하고 회복력 강화를 위해
시스템디자인, 비판적사고, 전략,

Innovation, MFA)

게임기제, 사회운동디자인, 공동의
리더십, 상상력과 아름다움(美) 등을
배움

21세기
릿쿄대학
대학원(일본)

Ÿ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탐구, 이를

사회디자인연구과

위한 이론적・체계적 연구 및

MBA&DBA in

실무적・실천적 연구활동 지원

Social Design

Ÿ

Studies

커뮤니티 디자인, 위기관리, 네트워크
중심

Ÿ

GSB학생들에게 사회혁신 과정을
이수하면 공공관리와 사회혁신

Stanford

Center for Social

University (미국)

Innovation

수료증(Certificate in Public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을 제공
Ÿ

영향력 측정, 시스템 사고, 다섹터간
접근에 기반

Ÿ
Harvard Business
School(미국)

for creating social value)

The HBS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가치창출의 촉매제(a catalyst

Ÿ

Initiative

1993년 이후 800건 이상의 사회적기업
책, 사례, 티칭노트를 연구하고 저술해옴

Ÿ

경영학중심의 교과과정

Ÿ

사회적기업가정신(온라인) 강좌개설

Ÿ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해결책

Department for
Continuing
Education,
University of

Economics and

Oxford(영국)14)

politics 학과

도출에 중점
Ÿ

사회변화창출, 인간중심의 디자인,
소셜비즈니스 모델 등 강조

Social
Enterprise(과목)
New School(미국)

학부/대학원

Ÿ

사회혁신에 있어 중심적 역할

Ÿ

이론과 현장기반의 학제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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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여러 대학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학부/대학원과정 개설

Ÿ
워싱턴대학(미국)15)

Evans School of

MPA학생들에게 Nonprofit
Management and Social Innovation

public policy &

Program Option 제공: 사회혁신과

governance(MPA)

관련한 필수와 선택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함

3) 국내대학 사회혁신 교육 동향 및 사례
❍ 사회혁신의 본질과 이론, 방법론 등 사회혁신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종합적 강좌나 과정은 전무함.
Ÿ

교과과정이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solution)과 기술(skill)을 중시하는
경향.

Ÿ

학생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방편이나 리더양성 과정(기업가, 혁신가)으로
활용하는 경향.

Ÿ

학교마다 정규 석사학위 과정(예, 부산대, 한신대, KAIST, 이화여대, 숭실
대 등), 특성화 과정(예, 한양대), 관련 과목 개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
나며, 특별한 과정 없이 연구소(센터) 등을 통해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지
고 연구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사회혁신/사회적경
제를 다루기도 함(예, 한양대, 성균관대 등).

Ÿ

주로 경영대학원과 연계되거나 독립적인 학과를 개설하여 사회적 경제

10) “Central Saint Martins College 홈페이지,”
http://www.arts.ac.uk/csm/courses/foundation/foundation-diploma-in-art-and-design/ (검색일
2017.05.02.)
11) “Politecnico di Milano 홈페이지,”
https://www.polimi.it/en/programmes/specializing-masters-and-postgraduate-programmes/ (검
색일 2017.05.02.)
12)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홈페이지,”
https://www.mica.edu/Programs_of_Study/Graduate_Programs/Social_Design_(MA).html (검색일
2017.05.02.)
13) “School of Visual Arts(NYC) 홈페이지,”
http://www.sva.edu/graduate/mfa-design-for-social-innovation (검색일 2017.05.06.)
14) “University of Oxford 홈페이지,“
https://www.conted.ox.ac.uk/about/economics-and-politics (검색일 2017.05.06.)
15) “University of Washington 홈페이지,”
https://evans.uw.edu/academic-programs/evans-school-mpa (검색일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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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회적 기업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며, 사회혁신을 내세우
는 곳도 실제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Ÿ

해외의 경우 사회혁신을 소셜디자인과 결합한 교육 과정이 많으나, 국내
의 경우 아직 일반적이지 않음(예, 이화여대 소셜디자인 강좌, 성균관대
디자인씽킹 활용).

Ÿ

SK(KAIST, 부산대, 숭실대), 아이쿱(한신대, 성공회대) 등 외부기관의 펀
드를 지원받거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등 외부기관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임.

Ÿ

최근 학부생들의 의미있는 사회적 영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연세대 언
더우드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사회혁신 프로그램 시작, 동아시아에서
영어를 기반으로 한 고등교육 인문학 모델을 만드는데 선도적 역할.

사례: 연세대학 연세사회혁신센터(Yonsei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 Yonsei Universit
y)16)
Ÿ
Ÿ

Ÿ
Ÿ

Ÿ

Ÿ

설립 : 2016년 11월 3일
학생들이 일상적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단순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글로벌 수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사회에 가치를 더하도록 동
기부여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
교육부로부터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s University for Creative Korea project), 외부 기관
들, 다국적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추구함
사회혁신 과정 & 인증프로그램, 사회혁신 컨설팅 대회(consulting
competition), 챌린지 워크샵(challenge workshop), 글로벌 혁신
투어(Global innovation tours), 사회혁신 글로벌 연구 프로젝트
(global research project)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 based learning), 원형제작 및 실행
(Prototyping and implementation), 현실문제 참여(Engagement
with real-life problems) 등 세 가지 방법론을 토대로 교육

16) “연세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s://uic.yonsei.ac.kr/ycsi/default.asp (검색일 2017.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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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사회혁신교육 관련 주목할 만한 국내대학들의 형태 및 특징
대학명

형태

한양대학교

특징
Ÿ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운영

국제학대학원 및

대학원 내

Ÿ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공동)

글로벌

아카데미

Ÿ

과목: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Ÿ

CSR혁신론
아이쿱 추천 입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사회혁신센터17)

등록금을 포함한 전액 장학금 지급

한신대학교

Ÿ

공공성과 연대 강조

Ÿ

수여학위 : 사회적 경제 석사(Master of
Arts in Social Economy),

대학원

에큐메니칼사회봉사 석사(Master of Arts

사회혁신경영대학
원18)

in Ecmenical Social Service) ,

(석사과정)

아시아생태평화학 석사(Master of Arts
in Ecology and Peace in Asia)
[개설예정 학과], 공공정책학 석사(Master
of Arts in Public Policy) [개설예정
Ÿ

2013년 SK와 KAIST가 함께 개설한 과정

대학원
KAIST

(2년 전일제

Ÿ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결합(졸업생 12명

Specialized

모두 사회적기업창업 및 사회적금융
전문가활동)

MBA/Master)
대학원

KAIST 경영대학의 경영교육과
사회적기업 창업체 특화된 교육과정,

사회적기업가
MBA19)

학과]
혁신적인 사회적기업가 양성 목적으로

Ÿ
Ÿ

SK 행복나래가 장학금을 전액 후원
사회적기업 연구 및 창업 관련
특화인재양성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정규

사회적기업학과20)

석사학위과정(학과

Ÿ

2년간 장학금 전액지원(고용노동부
행정지원, SK와 BS금융그룹

간 협동과정)

자금지원(3년간 78억))

이화여대 대학원
서비스디자인

대학원

Ÿ

사회혁신 디자인 강좌개설

Ÿ

복지·경제·사회·경영·주거·환경 등 다양한

과정21)
이화여대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 석박사
협동과정22)

사회문제를 현장에 적용하는 사회적경제

대학원

전문가 양성(사회문제해결 융합형 인재)
(석박사과정)

Ÿ

사회복지학·경제학·경영학과·사회학과·소
비자학과·환경공학과·대기과학공학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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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학과·디자인학과 등 9개 분야를 개설,
융복합 과정으로 진행(2017년 2학기부터
Ÿ

시행)
협동조합 관련 국내 유일

Ÿ

2010년 ‘협동조합경영학 연구자 및
교육자 양성’을 목표로 개설, 2012년에는
박사과정 신설.

성공회대학교

Ÿ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14명의 교수진이 참여, 일반 경영학 6개
과목(조직·인사관리, 마케팅관리 등)과

대학원

함께 협동조합론·협동조합경제론 등
협동조합 과목이 졸업 필수과목으로 지정

석박사과정23)
Ÿ

2013년에는 대학원생들이 직접
‘쿠피협동조합’을 설립해 청년
협동조합콘퍼런스를 여는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대에 주력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

대학원

Ÿ

사회혁신 강좌개설

대학원

Ÿ

석사학위과정

Ÿ

사회적기업 연계전공

Ÿ

창업컨설팅, 농업벤처, 사회적 기업

원24)
강남대학교
사회적경제25)
국립경남과학기술
대 창업대학원26)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정27)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28)

대학원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
대학원

Ÿ

사회적기업 과목 개설

Ÿ

사회적기업전공(석사과정)(2016년
1학기부터)

대학원

Ÿ

사회복지학과 경영학 융합

Ÿ

SK에서 장학금 및 교과목개발 지원

Ÿ

사회적경제전공

Ÿ

사회혁신기업 글로벌 경연 플랫폼인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대학원

29)

‘아시아 소셜벤처(social venture)
경진대회’ 개최

한양대학교
대학수준

Ÿ

‘2016 한양 사회혁신 산학협력 포럼’
개최(한양대&SEN)

Ÿ

사회봉사단 사회봉사팀=> 사회봉사단
사회혁신센터로 변경(2016.12.22)

29

Ÿ

사회적기업가 창업과정 운영(design
thinking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
대학생들 기술창업 지원, 삼성전자

성균관대
기업가정신과혁신
센터30)

스타트업 인큐베이터인 `C랩`과 교류 및
대학기관
(창업지원단)

Ÿ

협력
SGS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사회적기업
미니 MBA 과정, 비정규)

Ÿ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을 운영(1년
단기과정, 6과목)

가천대학교
사회적기업학과31)

대학(학부)

Ÿ

사회적기업전공

Ÿ

‘사회적기업과 창업’이 졸업 필수과목으로

서울대 경영대학
벤처경영학

대학(학부)

개설(2014년)

연합전공32)
울산과학기술원(U
NIST)

Ÿ

연구분야

Ÿ

Service Design

Ÿ

Product Service System

and

Ÿ

Social Network Studies

Sustainability)랩

Ÿ

Participatory Design

Ÿ

공동체혁신 지향, 사회적기업 연구

Ÿ

사회적기업가 학교, 사회적기업 전문강사

DESIS(Design for
Social Innovation

연구소

33)

양성과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동) 등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

운영: 10주과정

연구소
Ÿ

연구센터

2007년도부터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 ‘자활과 사회적기업
전공트랙’을 설치하여 대학원 수준의
전문인력 양성

연세사회혁신센터
(Yonsei Center
for Social

Ÿ

대학생들의 사회적 영향력 개발에
초점(영어로 진행)

대학(학부생)

Ÿ

컨설팅 경쟁, 챌린지 워크샵, 글로벌 혁신
투어, 사회혁신 글로벌 리서치 프로젝트

Innovation, UIC,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YU)

17)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및 글로벌 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
http://www.hvc.hanyang.ac.kr/?page_id=13688 (검색일 2017.05.11.)
18)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홈페이지,” http://dept.hs.ac.kr/hsmba/ (검색일 2017.05.15.)

30

2. 사회혁신교육 비(非)대학 과정
1) 해외 사례
(1) 스페인, 빌바오 사회혁신파크(Social Innovation Park)
① 사회혁신 실험실(G-Lab): 사회혁신실험실(G-Lab) : 매년 사회혁신파크
구성원들이 연구주제를 결정하고, G-Lab에서 이를 연구, 연구결과는 사회
혁신파크 구성원 모두에게 개방.
② 사회혁신 아카데미(Social Innovation Academy)
Ÿ

내외부 관련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19) “카이스트(KAIST) 홈페이지,” https://www.business.kaist.ac.kr/programs/02040601
(검색일 2017.05.11.)
20) “부산대학교 홈페이지,” http://pnusema.pusan.ac.kr (검색일 2017.05.17.)
21) “이화여자대학교 서비스 과정 홈페이지,” http://gsd.ewha.ac.kr/major/service
(검색일 2017.05.11.)
2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 석박사 협동과정 홈페이지,”
http://cms.ewha.ac.kr/user/indexSub.action?framePath=unknownboard&siteId=graduate&dum
=dum&boardId=15757&page=1&command=view&boardSeq=9505501 (검색일 2017.05.11.)
23)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홈페이지,”http://co-operative.tistory.com/ (검색일
2017.05.13.)
24)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홈페이지,” http://iem.cau.ac.kr/introduce/greeting.html (검색일
2017.05.13.)
25) “강남대학교 홈페이지,” https://www.knuse.org/ (검색일 2017.05.17.)
26) “국립경남과학기술대 홈페이지,”https://www.gntech.ac.kr/web/www/ (검색일 2017.05.14.)
27)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정 홈페이지,” http://kulabor.korea.ac.kr/labor/index.do
(검색일 2017.05.12.)
28)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홈페이지,” http://www.ssu.ac.kr/web/kor/edu_e_04
(검색일 2017.05.17.)
29) “대구 카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홈페이지,” http://dept.cu.ac.kr/user/socialeconomy/
(검색일 2017.05.14.)
30) “성균관대 기업가정신과혁신센터 사회적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과정 모집 공고,”
http://www.skku.edu/new_home/campus/skk_comm/notice_view.jsp?boardNum=34126 (검색일
2017.05.17.)
31)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https://www.gachon.ac.kr/major2/mana/sub02/01.jsp (검색
일 2017.05.18.)
32) “서울대 경영대학 벤처경영학 연합전공 홈페이지,” http://entrepreneurship.snu.ac.kr/ (검색일
2017.05.11.)
33) “DESIS UNIST LAB 홈페이지,” http://desis.unist.ac.kr/ (검색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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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영국 Nesta와 미국 록펠러 재단이 공동 운영하는 "사회혁신 글로벌 아카
데미(Social Innovation Global Academy)와의 협력으로 운영.

Ÿ

현장 기반 훈련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를 포함한 학위 과정 제공.

Ÿ

공무원 심화 훈련 과정 및 프로젝트 기반 교육 제공.

(2) 영국, Young Foundation's 글로벌 혁신 아카데미34)(Global
Innovation Academy)
Ÿ

록펠러 재단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운영.

Ÿ

혁신을 개발 관리하는 공공기관, NGO, 재단 등의 요구로 만들어진 프로
그램.

Ÿ

각 집단의 요구에 맞는 분화된 교육 제공.

Ÿ

이론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 융합 : 사례 연구, 현장 연구 등 → 혁신 단
계마다 필요한 지식에 대한 교육 → 스페인 "사회혁신 아카데미"와 연동
해서 운영.

(3)

네덜란드,

로테르담

에라스무스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네덜란드)의 전환아카데미35)(Transition Academy)
Ÿ

“지속가능성과 회복성”을 핵심가치로 이의 실현을 위한 전환관련 전
문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Ÿ

개방과정(open course)과 맞춤과정(tailor made)의 두 과정으로 범주화.

Ÿ

개방과정은 Master classes, Short course, Post course, Masterclass
Voedseltransite의 4가지 범주로 구성. 주로 다루는 주제영역은 전환경영,
사회영역전환, 에너지 전환, 도시전환경영, 변혁적 액션을 위한 환경거버

34) “Global Innovation Academy 홈페이지,”
https://youngfoundation.org/projects/global-innovation-academy/ (검색일 2017.05.18.)
35) “Transition Academy 홈페이지,” http://transitionacademy.nl/ (검색일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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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 학습, 평가 &성찰적 모니터링, 사회혁신, 권력&임파워먼트, 변혁
적 과학과 액션리서치 등이 있음.

(4) 유럽, 사회혁신 아카데미 SOCIA 워킹그룹,36) (Social Innovation
academy, SOCIA)
Ÿ

SOCIA 워킹그룹은 민간, 공공부문, 제3섹터의 사회혁신 역량 강화를 돕
기 위한 훈련, 컨설팅, 기술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워킹그룹.

Ÿ

온라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음. 사회혁신과 디지털 혁
신, 두 개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진행.

Ÿ

사회혁신:

사회혁신 영역에서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사회 메가 트렌드

분석, (사회)혁신 과정 설계 및 관리, 혁신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및
기술 로드맵 작성, 혁신 미션, 비전, 이슈 트리 분석, 도전적 과제들 적
요, 가치 및 헌장, 열린 혁신 방법 및 크라우드 소싱, 혁신 문화, (사회)
혁신 이해관계자 관리 포함, 전략적 파트너십 검색 및 지원, 혁신 영향
지표 정의, 운영화, 모니터링 및 평가, 사회적 혁신 확대 전약 및 영향 평
가 등의 내용을 다룸.
Ÿ

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ies):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는 (사회)혁신
교육 및 아이디어 관리, 혁신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혁신 단계별 점
검 프로세스 관리, 디지털 컨텐츠 개발 및 관련 연구물 생산, 지식 및 정
보 관리, 분류학, 커뮤니티 관리, 온라인을 위한 디지털 혁신 솔루션 및
ICT 기반 도구 플랫폼 및 웹사이트 구축 등의 내용을 다룸.

(5) 우간다37), 사회혁신 아카데미 (Social innovation Academy,
SINA)
Ÿ

Social Innovation Academy(SINA)는 고아, 길거리 청소년들과 같이 불우
한 환경에서 고통 받고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직면한 도전을

36)

“SOCIA working group 홈페이지,” http://www.socialinnovationacademy.eu/ (검색일
2017.05.19.)
37) “Social Innovation Academy, Uganda 홈페이지,“http://www.socialinnovationacademy.org/ (검
색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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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결책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새롭게 창
출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만들어짐.
Ÿ

SINA의 목표:“주변화된 청년을 사회적 기업가로”(from marginalized
youth to social entrepreneurs).

Ÿ

SINA 모델은 우간다의 전통적인 교육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
어진 교육모델임 사회혁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해, 기존 교육체계에서 주
변화된 청소년과 청년들이 새롭게 자기 책임 하에 자신들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사회혁신교육방법을 만들고자 함.
<사진 2-1> SINA 업사이클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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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SINA Purpose Safari

Ÿ

SINA는 플라스틱병을 공동체 건설에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모델로
부터 출발 그 이후 다양한 장비와 인력을 모아나가면서, ‘the Purpose
Safari’라는 자체의 전략을 개발함 (사진 2-1, 그림 2-1 참조)

(6) 미국, 트라이앵글 사회혁신 아카데미: 발견, 디자인, 실행

38)

(Triangle Social Innovation Academy : Discover, Design, Do)
Ÿ

TSI Academy는 [Remixeducation.org]에서 운영하는 고등학생 사회혁신
교육 프로그램.

Ÿ

30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을 받아 3일간 집중적인 디자인싱킹 교육과 기
업가 정신 경합(entrepreneurship competition) 진행. 코치들이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을 다룰 수 있

38) “Remixeducation 홈페이지,“ http://www.remixeducation.org/tsiacadamy/ (검색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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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도움 .
Ÿ

캠프 마지막 날에 학생들이 자신들이 구상한 벤처 아이디어를 벤처캐피
탈리스트와 기업가들에게 발표하고, 경합에서 우승한 아이디어는 그들
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씨앗기금을 받으며 지속적인 멘토링을 받게 됨.

(7)

유럽,

실행

프로그램의

개척자

(Pioneers

into

Practice

programme,PiP)
Ÿ

PiP는 유럽의 기후지식과 혁신(Climate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 Climate-KIC)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한 이동
(mobility)과 저탄소생활을 위한 지역기반의 전환 플랫폼 형성을 목표로
함39).

Ÿ

Climate-KIC의 네 가지 주요 주제: 기후변화 평가와 원인 요소의 관리,
회복력 있는 저탄소 도시로의 전환, 탄소 제로 생산시스템 개발, 적응력
있는 물 관리 촉진.

Ÿ

Pip 멘토링 프로그램 : 지속가능한 혁신에 대한 지식 공유와 새로운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함. 멘토링 프로그램은 시스템혁신/전환연구에 근거함.
지속가능성 혁신(sustainability innovation)은 주택, 전기공급, 식량생산과
같은 공급시스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며, 이러한 혁신은 사회기술혁신
(socio-technical innovaton)이며, 다양한 동기를 지닌 행위자와 관련되어
있음. 기술만이 아니라 사회제도/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짐.

Ÿ

멘토링 프로그램은 기초워크숍(2일), 두 번에 걸친 집중학습(각 2일), 워
크숍(1일)으로 구성: 전환연구에서 도출된 새로운 시각과 분석 도구들을
학습하고,

과제수행(저탄소 사회전환 프로젝트, 지역의 지속가능성 도

전과제와 연결).
Ÿ

멘토링 프로그램의 학습 목표: ① 전기나 수송시스템 같은 인간의 기본
적 필요를 충족하는 시스템 분석, ② 저탄소사회로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프로젝트에 의미 부여하기, ③ 자신의 일상생활이 ‘저탄소전환’ 실현

39) 아래 내용은 다음에 수록된 내용을 옮겨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 2014, [지속
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방법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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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 확인, ④ 사회변화를 위한 프로젝트 아이디어
개발, ⑤ 다양한 행위자들의 시각과 이해관계 관리.

(8) 유럽 사회혁신 대회 아카데미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academy)
유럽 사회혁신 대회 아카데미는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Ÿ

academy)는

유럽

사회혁신

대회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의 기획 중 하나로, 준결승에 오른 팀들을 위한 행사로. 마드
리드에서 진행함. 해당 팀들의 아이디어가 더 발전하도록 돕기 위한 목
적.
구성: ① 인스파이어링 토크(inspiring talks)를 통해 각 팀이 집중하는 사

Ÿ

회문제와 문제해결 접근방법 및 과정들을 다른 팀들과 공유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및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 ② 경쟁에 관한 정보
(information about the competition)는 마드리드 현지의 사회혁신 기관에
방문하여 사회혁신 관련 프로젝트를 조사하고 각 기관들이 사용하는 방
법과 도구들을 탐구하여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함. 연계된 기관은 마드리드 메이커 스페이스
(Makerspace Madrid), 프라도 미디어랩(MediaLab Prado), 크리에티카
(Creatica) 등이 있음.

③ 멘토와의 면대면 세션(face-to-face working

session with mentors)을 통해 사회적 기업, 시청, 임팩트 투자자 등을 만
나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함. ④
동료 간 세션(peer-to-peer session)을 통하여 90초간 아이디어를 발표하
는 방식을 통해 모든 프로젝트 팀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음.

(9)
Ÿ

40)유럽

사회혁신 대회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대회를 진행.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가 주관하는 행사로서 유럽의 모든

40)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홈페이지,“ http://eusic.challenges.org/ (검색일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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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기술 변화로 인해 창출된 기회를 얻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 상을 수여함.
Ÿ

연도별 주제:

2017년 평등재부팅(Equality Rebooted), 2016년 통합된

미래(Intergrated futures), 2015년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New ways to
Grow), 2014년 직업 도전(The job challenge), 2013년 새로운 형태의
일(New forms of Work) 등으로 진행되었음.
<그림 2-2> 2017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2) 국내 사례

(1) 희망제작소41)
Ÿ

희망제작소는 2000년대 후반부터 사회혁신에 관심을 가지고 소셜디자이
너 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근 사회혁신을 위한 동아시아 네트워크
를 조성하여 국가차원의 사회혁신 의제를 도출하고 정책실행 로드맵을
제안하는 등 사회혁신 분야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옴.

Ÿ

소셜디자이너 스쿨 프로그램: 강연(6회)과 워크숍(3회)으로 구성.

41)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http://www.makehope.org/ (검색일 201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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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15년 중국의 르핑 사회기업가재단, 일본의 아시아벤처필란트로피, 니
폰재단 참여해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사회혁신 연구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구성. 2015~2016년에 걸쳐 3차례의 워
크숍 진행.

(2) SK 행복나눔재단 사회혁신가 양성사업42)
①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Ÿ

사회혁신에 대한 신념과 우수한 창업 역량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목표
로, 2012년 KAIST와 함께 세계 최초로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개설.

Ÿ

'SK 사회적기업가 센터'를 설립하여 창업 인큐베이팅과 커리큘럼 개발,
연구지원, 교육성과 외부확산 등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가 MBA의 원활
한 운영 지원.

② Social Innovators Table
Ÿ

각자의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Social Innovator들이 한데 모
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류의 장 제공.

Ÿ

분야별 모범적 사례가 될 만한 기업가나 활동가, 투자자 및 육성가 등이
모여 사회 혁신의 사례 및 과정을 공유하고, 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③ 사회혁신 교육자 네트워크
Ÿ

사회혁신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교육자, 인큐베이터, 인재 양성을 연
구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상호 경험과 지식,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공
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Ÿ

사회혁신의 공간인 대학과 사회적기업가 육성 생태계가 성장하고 발전
할 수 있도록 학사·연구·창업지원·학생 모임 운영.

42) “행복나눔재단(SK) 홈페이지,“ http://www.skhappiness.org/socialInnovator/network.jsp (검색일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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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세환그룹 사회혁신교육
① 교육형 프로그램
Ÿ

기초과정: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혁신 사례를 통하여 배워보는 기
업 사회혁신.

Ÿ

심화과정: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혁신 기업가 발표 및 토론.

② 참여형 프로그램
Ÿ

신입사원 교육과정: 1일차) 혁신이란 무엇인가, 그룹별 과제 부여, 2일차)
1일차 과제발표 및 평가, 사회혁신 사례를 통해 배워보는 기업 사회혁신,
그룹별 과제부여, 3일차) 2일차 과제 발표 및 평가, 전문가 패널 평가 및
토론.

Ÿ

임직원 교육과정: 1주차)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사회혁신 사례를 통해
배워보는 기업 사회혁신, 그룹별 과제부여, 2주차) 1주차 과제발표 및 평
가, 그룹별 과제 부여, 3) 3주차: 2주차 과제 발표 및 평가, 전문가 패널
평가 및 토론.

(4) 서울시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43)
Ÿ

목적: 사회혁신 교육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마인드 제고 및 실행역량
강화

Ÿ

추진근거: 희망서울 사회혁신 추진계획('12.9.10)

Ÿ

사회혁신 보고회
- 대 상 : 시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등
- 내 용 : 각 부서별 사회혁신 추진계획 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Ÿ

공무원 사회혁신 역량강화 교육(연 1회)

43)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2017.05.19.)

http://opengov.seoul.go.kr/sanction/11113839 (검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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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각 실·국·본부별 혁신담당 공무원
- 장소: 시 연수원 및 사회혁신 우수사례 현장
- 내용: 특강, 분임별 토론, 참여형 워크숍
- 방법: 공모를 통해 전문교육기관 선정

41

3장

사회혁신교육 모델

사회혁신교육 동향, 분야, 특징 및 방법론

1. 사회혁신교육 동향 및 환경 변화
❍ 사회혁신 관련 교육 동향 개요
Ÿ

2010년대를 경유하면서, 전 세계 대학, 비대학기관에서 사회혁신 교육을
진행하는 열풍이 불고 있음. 2장에서 살펴본 대로, 대학은 사회혁신의 원
리를 교육 과정에 담아내기 위해 연구개발에 착수하고 있고, 비대학기관
들은 늘어나는 사회혁신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공급하고 있음. 특히 북미와 유럽의 경우, 사회혁
신을 대학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주도해가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사회
적기업가정신, 소셜디자인, 사회혁신 등의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개설되
어 있음.

Ÿ

사회혁신 교육방법도 다학제간 연구, 이론과 실천의 결합, 학교와 외부
전문가 및 현장과의 협업, 지역사회 참여, 원형제작 및 문제해결 등 혁신
적 방법이 시도됨. 특히 학생 개인에 맞춘 "학생 경로(student pathway)"
와 "학습 여정(learning journey)" 방법이 주목받고 있음.

Ÿ

그러나 여전히 고등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사회혁신 교육은 사회혁신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관련 교육시장의 확장에 편승하려는 일련의
시도가 많음. 그에 따라 사회혁신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찾기 쉽지 않고, 구체적인 교육모델도 찾기 어려움.

❍ 교육체계 재설계 필요
Ÿ

무엇보다 사회혁신교육은 사회혁신을 추동하는데 교육의 전환이 중요하
다는 인식에 기초함. 즉, 기존 교육 구조로 사회혁신에 필요한 교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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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할 수 없다는 비판적 성찰로부터, 사회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체계
의 재설계에 많은 관심을 둠. 이는 단지 사회혁신이 교육의 또 하나의
부문이 아니라, 교육기관 그 자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전환시키려는 시도
라고 볼 수 있음.
Ÿ

이러한 인식 하에 기존 전통 교육시스템 안에 하나의 교육과정을 개설하
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스템 자체를 사회혁신을 위한 하나의 실험체계로
전환하는 실험들이 나타나고 있음. 이런 실험들은 현재・미래의 교육 환
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다는 전제에서 움직이고 있음 (표 3-1 참조).
<표 3-1> 교육환경의 변화
주요 요소

과거

미래
학교 안, 혹은 통합확장학교(교육센터,

어디에서 배우는가?

주로 학교

공유커리큘럼, 학교공유 등), 문화센터,
지역작업장, 가상세계 등

누구에게 배우는가?

배우는 방식은
무엇인가?

선생님, 부모, 다른 전문 기술자, 동료,

선생님

그리고 무엇보다 네트워크
상호작용, 협업, 그리고 대부분은 실제

강의

행하면서 배우거나 혹은 발견을 통해
배움
배움의 과정은 지속적인 동시에 각자

언제 배우는가?

학교 안의 시간

의 관심과 지향에 따라 서로 다른 시
간대가 중첩되어 진행
배움 과정 전체에 주로 동료들의 협력

평가

강의 끝에, 얼마나

에 기반을 둔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인지했는가를 평가

자기평가가 중요하다. 주로 비인지적
기술을 중요하게 여김

어떻게 배우는가?

교실에서 주로

생산 단위로서의 학교나 실제 현실로

교과서를 통해

부터 배움
배움과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자금

학교를 지원

표준/측정

Top-down 방식

지원
주로 bottom-up 방식 그리고 자기평
가

* 출처: Gavin Dykes, Jen Groff, Helena Renfrew-Knight and Dan Sutch:
FutureLab, 2010, “Driving social innovation in education”,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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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혁신 교육내용은 제공하는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 일하는 도구, 삶의 방식의 4가지 분야를 중심으
로 구성되어 있음(표 3-2 참조).

<표 3-2> 사회혁신 4대 주요 교육 분야
분야

교육 내용(예시)
- 창조성과 혁신

생각하는 방식
Ways of thinking

-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사고, 의사 결정 사고, 디자인 사고,
시스템 사고, 리질리언스 사고
- 배움을 배운다(learning to learn)
- 메타-인식(meta-cognition)

일하는 방식
Ways of working

- 커뮤니케이션
- 협력 혹은 팀 협력(Team work)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일하는 도구
Tools for working

- 다양한 유형의 제작 기술
- 혁신을 유도하는 다양한 기술
- 문제 해결 도구
- 지역과 전 지구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민 삶의 양식

삶의 방식
Living in the world

❍ 사회혁신

- 변화하는 조건과 대안적 삶의 방식에 대한 탐구
-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대한 책임

교육은

협력적

혁신패러다임에

기반한

팀지향(team

orientation) 교육 방법을 기본 교육방법으로 택하고 있음. 사회혁신은 영
웅적인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팀을 통한 훈련의 결과로 인식함. 창의성
을 북돋는 문화를 조성하면, 개인의 창의성은 만발할 수 있다고 보고, 그
러한 창의성이 팀 단위의 훈련을 통한 결과로 창출될 수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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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교육 설계를 위한 4대 핵심요소
❍ 사회혁신 교육모델은 일반적으로 [성찰-비판-행동]을 주요 요소로 하여
설계.
Ÿ

성찰은 나의 변화를 매개로 대상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과 연
결.

Ÿ

비판은 그 변화의 방향이 현존 체계와는 다른 방식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결합됨.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현존 체계를 문제로 인식할 수 없는 경
우, 문제 해결 자체가 시작될 수 없기 때문.

Ÿ

행동은 이러한 성찰과 비판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요구를 실질적인 변화
로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지식, 정보, 기술 등을 지칭.

❍ 사회혁신교육은 ① 비판적 성찰 학습이론(critical reflection learning
theory), ② 전환적 학습이론(transformational learning theory), ③ 인식
론적 발전(epistemological development) 이론 등에 영향을 받음.
Ÿ

비판적 성찰 학습이론 : (1) 경험에 대한 성찰, (2) 개인적 의미와 사회
적으로 창출되고 맥락화된 의미 사이의 연결, (3) 개인의 의미와 지식
준거체계의 전환을 목표로 하며, 학습자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조직
등의 맥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이 구성되어야 함을 강조. 실제
현장 교육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행동주의 교육 모델에 대한 비판에
서 구축된 이론으로, 학습자에게 문제를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며, 독
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개념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함44).

Ÿ

전환적 학습 이론 : 시각의 전환’(perspective transformation)은 자아
를 이해하는 심리적 변화, 신념체계의 재구성, 삶의 양식에서의 변화의
행동과 같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봄. 전환적 학습이론은 자아
의 특정한 역량과 기본적인 세계관의 전환을 통해 의식의 확장이 온다
고 봄. 각 개인이 그들의 전제와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을

44)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Frederick Prayer, 1993, “Critical Reflectivity learning
theory: Implication for the workplace”, PAACE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Vol. 2,
PA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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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의 준거 프레임을 변화시키는 과정 강조.
Ÿ

인식론적 발전 이론 : 주관적 차원과 객관적 차원의 인식 조화를 중요
하게 여김. 주관적 차원 혹은 객관적 차원을 배제하는 인식이론의 발
전 모델을 배제하고, 두 차원의 융합과 조정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는
교육방법 모색.

❍ 앞서 살펴본 비판적 성찰학습이론, 전환적 학습이론, 인식론적 학습이론
에 영향을 받은 사회혁신 교육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은 다음의 4가지 분
야를 주요한 학습 내용으로 함: 전환패러다임(transition paradigm), 시스
템 싱킹(system thinking), 대안의 공동창조(co-create solutions), 실천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1) 전환적 사회혁신 패러다임
❍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대응을 넘어 전체 사회의 전환을 겨냥하는 전환 패
러다임과 사회혁신의 조우, 이른바 ‘전환적 사회혁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전환 패러다임에
따라 사회혁신에 필요한 교육의 내용 또한 변화가 요구됨.
❍ 전환적 사회혁신은 기존의 공동체 기반 사회혁신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함. 전통적으로 공동체 문제 해결은 HCD (듣기/Hear-창안하기
/Create-전달하기/Delivery)의 과정으로 진행됨. 그러나 전환적 사회혁신
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와 전망으로부터 출발해 시스
템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 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환 실험을 디자인하
는 방식으로 사회문제에 접근.
❍ 전환적 사회혁신의 패러다임 하에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전환
과학(transition science)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방법론이 지속적으로 개
발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 국내외 사회혁신 교육 체계 안에 이와 같은
전환 패러다임의 요소가 적극적으로 결합되지 않음. 주로 전환패러다임
은 사회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배경요소로 등장하고, 다루는 주
요 문제는 일상의 문제나 공동체의 문제로 환원되는 경향이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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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향은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사회혁신을 집중
하고자 하는 실용주의 접근이지만, 전환패러다임은 그런 접근방법 자체
가 전체 사회 안에선 일시적이거나 혹은 역설적으로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체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염두에 두면
서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교체를 요구함.
❍ 그런 점에서, 유럽의 기후변화를 위한 전환교육이나 네덜란드의 전환교
육체계는 주목할 만한 사례임. 특히 기존 사회과학이론이나 기존 사회정
책이론에서 모두 배제되어 있던 (1) 실험에서 체제전환까지 (2) 동료시민
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민주적 방법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
한 시사점 제공.

2) 시스템 싱킹

❍ 사회혁신 교육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식(ways of thinking)의 전환을
그 핵심 수단으로 함. 대상을 바라보는 자아의 변화와 함께 그 대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전환의 출발로 보기 때문. 따라서 다양
한 ‘싱킹’(thinking) 교육방법론들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짐. 널리 알려
진 예가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이며, 최근에는 디자인 싱킹을 보완
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1) 시스템 싱킹, (2) 리질리언
스 싱킹이 사용되고 있음.
Ÿ

시스템 싱킹(system thinking) : 모든 유형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인지
절차를 제공하는 생각의 방법. 개별 사건이 아닌 시스템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도록 유도.

Ÿ

리질리언스 싱킹(resilience thinking) : 인간체계와 자연체계를 통합적
으로 다루면서, 그 통합체계의 회복력을 유지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도록 유도.

❍ 전환 패러다임의 부상과 함께 디자인 싱킹을 넘어서는 시스템 싱킹 혹은
리질리언스 싱킹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됨. 디자인 싱킹은 문제를 분석하
는 분석적 사고가 아니라, 아이디어를 쌓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
는 과정을 찾아가는 사고 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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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싱킹과 비교할 때 시스템 싱킹은 (1) 개별 문제를 넘어 시스템 전
체를 다루며, (2) 분석적 방법을 사용. 그간 사회혁신은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이해를 전문연구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사회혁신 과정 그 자체는
컨비닝, 퍼실리테이션, 카탈리스트와 같이 다원적 이해관계자들의 소집,
아이디어의 축적과 선발 등의 과정에 집중했음. 이에 반해, 시스템 싱킹
과 리질리언스 싱킹은 사회문제를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
하는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음.
❍ 시스템 싱킹이나 리질리언스 싱킹은 (1) 기존의 사회혁신이 시스템 전환
을 이루어내는데 무력했으며, 그 결과 사회혁신의 등장배경이 됐던 구조
적 문제를 해결할 사회제도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자성과, (2) 개
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스템 안에서 전혀 다른 방식으
로 작동하면서 그 결과와 영향은 의도와 달라졌다는 반성에서 출발함.

3) 공동창조

❍ 공동창조 혹은 공동생산(co-production)은 사회혁신 방법론의 핵심.
❍ 전통적 문제해결의 접근 방법인 전략적 계획(strategic planning)은 문제
를 정의하고, 시간 스케쥴을 설정하고 그에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는 기
본 방식을 취함. 사전 계획의 경직성으로 인해 끊임없는 변화과정에 있
는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어왔음. 또한 다원적 이해관계 당사자들
은 전략적 계획 모델에서 단지 의견의 투입자이지 실질적인 모델의 생산
자가 아님.
❍ 그에 반해 사회혁신은 프로토타입 기반 실험 과정을 옹호. 다원적 이해
관계 당사자들이 공동의 생산자가 되며, 스스로 만들어낸 모델을 반복적
으로 실험하고, 평가하는 것을 반복함.
❍ 다원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은 공동창조의 과정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
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방법론으로 간주. 한 개인이나 한 분야의 전문가들
의 결정에 의존하는 해결 방식보다 공동창조의 과정에서 보다 민주적이
고 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창출할 수 있다고 여김. <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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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통적인 문제 해결 방법과 사회혁신의 공동창조가 전제하는 모델의
차이를 보여줌.
❍ 공동창조는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사회혁신분야는 (1)
공동체 (2) 공적부문에 집중하여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되고 있음.
Ÿ

공동체 부문: 공동체의 위기와 변화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공동창조 과
정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갖고 그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 정보 교육.

Ÿ

공공부문: 동료시민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공부문의 작동방식을 어
떻게 창출할 수 있는가에 집중. 또한 정부를 변화시키는 과정과 공동체
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차이, 각 과정에 내재된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고
이를 교육.

4) 실천을 통한 학습

❍ 사회혁신 교육은 실천(실험)을 통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 이때 핵심은
실천과 교육을 분리시키고, 교육 이후에 실천을 전개하는 방식을 활용하
기보다는 교육과 실천이 중첩되거나 혹은 실천을 통해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을 취함. 어떤 대상을 알고자 할 때, 바로 그것을 행하는 과정
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며. 스스로 배워나갈 수 있는 역량
을 확장하는 것이 교육의 궁극적 목적임.
❍ 실천만이 아닌, 실천에 대한 성찰을 동시에 강조.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혹은 성찰적 모니터링(reflexive monitoring) 등의 방법 제공. 교
육기관의 전략에 따라 실천상황에 직면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1) 관용 (2) 개방성, (3) 학습능력은 실천학습의 공통 필요조건.
❍ 다양한 학습방법이 결합되어 실천학습이 진행됨
Ÿ

Learning by searching: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통한 새로운 지식의 생성

Ÿ

Learning by using: 생산물의 사용을 통한 학습

Ÿ

Learning from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과 기술의 발전의 흡수

Ÿ

Learning from inter-industry spillovers: 경쟁자나 다른 주체의 활동에서 배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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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earning by interacting: 다른 지식의 원천과의 수직적, 수평적 형태의 상호작용

3. 사회혁신 교육방법 8대 주요 요소
❍ 국내외 사회혁신 교육현황 조사에서 나타난 교육방법의 요소 중 한국 사
회혁신 교육방법 개발에 참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
음.

1) 지역공동체와 결합
❍ 사회혁신 교육가들은 (1) 사회혁신이 반드시 의미 있는 지역사회 참여하
에 이루어져야 하며, (2) 학생들이 지역사회의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도록
할 책무가 있다고 여기고 있음. 사회혁신 교육에서 공동체 강조는 매우
중요하며, 다음의 교육 원칙을 가짐.45)
Ÿ

지역과 결합할 때 사회혁신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와 기대를 갖고 지
역사회에 개입해야 함.

Ÿ

사회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가르치기 위해 지역사회의 전문지식을
종합해야 함.

Ÿ

지역사회를 접하는 다른 교육과정에도 사회혁신 교육을 앉혀야 함.

Ÿ

장기간의 참여를 수행하도록 함.

❍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학의 커뮤니티 기반 학습 여정은 (1) 봉사학습에
참여하고, (2) 디자인 사고 교육을 받고, (3) 새로운 기술과 사고방식을
사용하여 커뮤니티 참여 프로젝트를 만들고, (4) 마지막으로 사회 혁신
생태계 내에서 역할을 발견함으로써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과 관련
된 통찰력을 얻도록 하는 과정으로 설계될 수 있음.

45) Alan Harlam, Lizzie Pollock, & Gaby Gonzalez, 2017. 1. 4, “Putting community first
in social innovation education”,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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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의 개인화에 기반을 둔 장기학습
❍ 단기학습보다 학생이 동의하는 계획에 따라 각자의 속도로 교육을 진행
하는 장기학습에 기반한 교육의 개인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음.
❍ 교육의 개인화(personalization)는 각 개인의 고유성에 따라 모두 다르게
배워야 한다는 원리에 기초. 공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고, 특히 페이스북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Chan Zuckerberg Iitiative(CZI)를 설립하면서 관심을 끔.46)
❍ 무엇보다 교육의 개인화에 관심을 갖고 움직이는 영역은 교육 그 자체를
혁신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과 교육운동의 융합 영역임. 곧 교육 안의 사
회혁신 영역임. 교육의 개인화는 전통적인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접근
자체에 비판적 사고요구하고 있음.
❍ 주로 현대 기술의 진화가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
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분위기이지만, 기술결정론에 대한 우려도 존재.
핵심은 현대의 학교 연령 청소년들이 기존 세대와 동일하지 않다는 것
임. 이들은 단순한 방관자나 수동적 학생이 아니라, 이미 현대 세계의 능
동적인 건설자들이자 창조자들 중 하나이기 때문임.47)48)

3) 기술과 사회의 결합
❍ 현재 전체사회 질서는 기술과 사회가 융합되어 있는 사회-기술체제로
존재한다는 인식 아래, 전통적인 기술, 인문사회교육의 분리를 넘어서
기술과 인문사회교육의 통합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음.
❍ 이러한 관심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
고, 이를 인문사회교육과 통합하기 위한 통합교육과정이 연구 개발됨.
46)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류정민, 2016.5.3.,“마크 주커버그가 교육의 판을 흔들려는 이
유”, 《브런치》, bruch.co.kr
47)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Dell, “innovation in education: path to personalize
learning”
48) 그리고 이를 둘러싼 언어의 혼란에 대한 비판으론 다음을 참조하라. Heather Clayton
Staker, 2012. 6. 11, “Warning signs for personalized learning”,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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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기술개발과 소위 ‘소셜임팩트’(socia impact)를 연결시키는 방향
에서 사회혁신에 접근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기술은 해당 사회의 맥락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특정
한 기술로만 한정할 수 없음. 사회혁신은 일반적으로 오픈테크놀로지
(open technology)와 친화성을 갖으며 오픈테크놀로지와 사회혁신교육을
결합하는 사례가 많음. 모든 이들이 오픈테크놀로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뜻이거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술과 사
회의 융합 과정을 이해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기술과 사회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중요.

4) 훈련체계 : 자질교육과 기술(skill) 교육의 융합
❍ 사회혁신 교육은 창의적 기술교육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자질 개발에 주력하고 있
음. 특히 문제 상황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원의 창안과 종합
기술에 주목함.
❍ 사회혁신은 기존 배치 내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창출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 배치 내의 자원을 새로운 관계로 종합시켜내는 자질을 요
구함. 이런 자질을 훈련시키기 위해 (1) 관찰에 대한 강조 (2) 새로운 능
력의 합성 과정을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함.
❍ 관찰은 혁신 관련 교육에서 주요한 활동 혹은 자질임. 문제를 이해하는
과정과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은 모두 집중관찰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되
며, 관찰을 통해 기존 관계 내의 문제와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혁신의 성
패가 달려 있음. 또한 실제 사회혁신 과정에 필요한 창의적인 기술들을
습득하고 훈련하는 훈련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관련하여, (1) 창의적 역량(creative capacities), (2) 문제해결(problem
solving), (3) 의사소통(communication), (4) 팀워크(team-working)와 연관
된 다양한 기술훈련 프로그램들이 급증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존 다
양한 기술훈련 프로그램들을 사회혁신 교육프로그램의 틀 안에 통합하
면서 다양한 과정을 개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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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질교육과 기술교육 융합분야는 전통적인 이론 강의보다는 현장 중심
의 훈련(training)이 중요하고, 이에 필요한 적합한 교사 확보가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중요한 문제임. Northampton 대학 Change maker의 14가
지 자질을 키우기 위한 10가지 기술을 <표 3-3>과 같이 정리하고 있
음.49)
<표 3-3> 사회혁신가의 14가지 자질과 10가지 기술
Change maker의 자질
1. 자신감
2. 인내심
3. 자기통제(internal locus of control)
4. 자아인식(self awareness)
5. 행동지향(action orientation)
6. 혁신과 창의성
7. 비판적 사고
8. 연민
9. 성찰성
10. 의사소통
11. 감정지능과 사회적 지능
12. 문제해결
13. 리더십
14. 가치기반(value driven)

10가지 기술

1. 의사소통
2. 팀워크
3. 긍정적인 활동 윤리
4. 리더십
5. 영향미치기, 설득하기, 협상하기
6. 조직과 행동 기획
7. 자기관리와 성찰적 학습
8. 기회의 인식
9. 문제해결, 분석, 평가
10. 네트워킹

❍ 교육 사례: 미육군 장교 훈련교육. 미육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1) 자신
이 원하지 않는 팀과 (2)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임무를 (3)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수행할 때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음.
곧 예기치 않은 상황을 부여하여, 그 상황 안에서 직접 경험을 통해 내
적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임.

5) 현장과 경험에 기반한 학습
❍ 사회혁신 교육은 학교 혹은 교육기관 내부의 장소가 아니라, 문제가 발
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직접 경험과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하
고 있음.
49) “Northampton University changemaker 홈페이지,“
https://mypad.northampton.ac.uk/changemaker/ (검색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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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례:

Cisco가 진행하는 〈Executive Action Learning Forum〉.

Cisco 협업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 프로그램 일환인 액션러닝포
럼은 Cisco 간부들의 비즈니스 전략의 돌파구를 만들어내는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만들어진 14주 과정의 프로그램임. 주로 Cisco가 새로운 사업
을 계획하는 장소에서 포럼이 열리며, 참여자들은 해당 장소를 기반으로
학습한 경험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과제를 부여받음.
❍ Cisco는 기업혁신의 예이지만, 이와 같이 학교를 벗어난 비전통적인 장
소를 기반으로 한 학습 경험에 대한 강조는 사회혁신 교육에서 (1) 현장
과의 연결에 대한 강조, (2) 현장연구, (3) 커뮤니티 참여 등 다양한 형태
로 나타나고 있음. 강의실이 아닌 혁신이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행해
진 경험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임.

6) 빠른 원형 제작(Rapid Prototyping: RP)
❍ 사회혁신 교육은 실험주의에 입각해, (1) 조사 (2) 빠른 제작 (3) 비판적
성찰을 통한 제작 모형의 교정이라는 기본적인 교육 모형을 취하고 있
음.
❍ 원래 빠른 원형 제작(RP)은 3D컴퓨터와 같은 기술을 활용해 원하는 모델
을 빠르게 만들어내는 물리적 기술 일반을 가리키는 용어임. RP 교육 방
법은 1980년대 후반 등장하였고, 이와 같은 방법이 디지털 3차혁명과 연
결되면서 급속하게 사회혁신과도 연결되기 시작함. 특히 MIT와 함께 진
행하는 fab academy는 빠른 원형제작을 위한 교육 혹은 그런 랩으로서
팹랩을 운영하고 있음.50)
❍ 캡스톤 디자인(Capstone Design: CP) 방법론은 대학 등에서 RP 방법과
연결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론임. 원래 CP 방법론은 엔지니어를 양성하
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제품의 개발부터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학생들
이 직접 참여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과정임. 일반적으로 (1) 목표설정,
(2) 합성, (2) 분석, (3) 제작, (5) 시험, (6) 평가의 절차로 구성됨. 국내 대
학에선 CP를 전통적인 산학협력 과정의 발전방안으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음.
50)“Fab academy 홈페이지,“ http://fabacademy.org/ (검색일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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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교육을 넘어 사회혁신 관점에서 RP는 해결책의 원형을 빨리 만들어
내는 과정/설계/기술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형해 볼 수 있음. 곧 학
습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해결모형을 제작하는 일로 개념지울 수
있으며, <그림 3-2>와 같은 구조 안에서 작동함.

<그림 3-2> 사회혁신 빠른 원형제작 작동구조

7) 창의적 교육방법의 설계
❍ 교육방법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혁신능력을 파괴하는 것이 아닌
육성하는 방법을 설계하는 것임. 혁신능력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함.
Ÿ

수업시간의 대부분을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채워라.

Ÿ

교수가 아닌 조력자가 되어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것의 타당성과 문맥을
생각하고 이해하도록 도와주라.

Ÿ

사전 테스트와 평가 결과에 기초해서 개별 학생들의 경험과 능력에 맞
춰 교육수준을 조정하라.

Ÿ

교수의 주도 하에 슬라이드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대폭 줄
이거나 없애 버리고,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시뮬레이션이나 게임공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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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 밖의 기술과 관련된 지식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학습 방식을 활용
하라.
Ÿ

배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라.

8) 비구조화된 학습체계
❍

사회혁신 교육은 전통적인 대학교육 체계와는 달리 비구조화된 자유로
운 학습체계를 구성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대학 교육은 기본적으로 학점
이수와 평가 등의 체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혁신을 단행하
기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럼에도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학원이
나 대학 관련 센터 등은 비구조화된 학습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Ÿ

학점이 없음.

Ÿ

구조화된 교육과정 혹은 교육 프로그램이 없음.

Ÿ

따라서 필수과목이나 선택과목의 구분이 없음.

Ÿ

단지 사람들에게 필요한 뭔가를 창조하고 만들라는 단순 과제가 부여되
고, 학생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그에 필요한 내용을 배움.

❍ 비구조화된 학습체계는 전통적인 의미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연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곧 교육과정
자체가 하나의 사회혁신랩(social innovation lab)을 이루면서 교육과정을
비구조화시키고 있음. 각 랩은 자신이 제기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서 그에 필요한 내용들을 스스로 찾아 배우거나 혹은 스스로 교육을 만
들어 진행하는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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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사회혁신교육 핵심 주제

사회혁신교육 핵심 주제 및 기본 교과목
본 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혁신 공통 교육 내용은 (1) 전 세계적인 사회
혁신 교육 동향 분석에 기초하되 (2) 한국 현실에 맞추어 개발되었음. 특히
실천적인 문제 해결 중심에 치중되어 있는 기술훈련 중심의 교육이나 전문
연구자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의 교육체계와는 다른 학습모델을 염두에
두고 있음
3장에서 살펴본 사회혁신 교육의 4가지 주요 요소인 (1) 지식 전달, (2) 사회
혁신 기본 기술 훈련, (3) 장소 기반 학습, (4) 빠른 원형제작을 포함해 사회
혁신의 이론부터 실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교육/훈련이 가능한 10개의 기
본적인 공통과목을 제시.

1. 사회혁신교육 핵심 주제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21세기 모든 도시의 최대 도전과제가 되었
고 도시서울도 마찬가지임. 이는 단지 도시와 자연과의 관계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님. 20세기에 구축된 도시서울의 기본 구조 자체가 더 이상
유지 존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때로는 그것이 자기파괴적 속성까지 보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
임. 지속가능성은 이제 도시 그 자체의 미래와 동의어가 되었음.
❍ 외국 도시에서는 이미 도시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전환적 사
회혁신의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음.

그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MUSIC(Mitigation in urban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도시전환관리
(Urban transition management)의 방법론에 입각해 전환실험을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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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통해 도시의 미래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
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임.
❍ 도시서울 또한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
되고 있음. 또한 그 과정에서 이전에 볼 수 없던 다양한 대안도시의 전
망들이 등장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그에 따라 도시정부의 수사와
시민사회의 열망, 정책실현의 속도와 해당과제가 부여하는 위기의 긴급
함 사이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 지속가능성은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요구.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은 체
제전환을 요구하고, 이는 매우 장기적인 시간대를 요구하는 사회변화의
과정이기 때문임. 지속가능한 사회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서울의
구조 자체가 변화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만 함. 이
는 반대로 말하면 현재 긴급한 도전과 위기 때문에 요구되는 사회변화의
필요성에서 벗어나, 도시 구조 자체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구조로 전환
되어야 함을 의미. 외부의 위기 없이도 내부의 동력으로 끊임없이 변화
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바로 그것. 이는 21세기 사회혁신이 제기한 가장
담대한 야망인 동시에,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응답.

2. 사회혁신교육 목적
❍ 사회혁신 교육은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적인 요구이지만, 단지 사회혁신 부문의 필요성 때문에 필요한 과제는
아님. 사회혁신 교육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재 우리사회에서
의미를 지님.

1) 참여민주주의의 심화
Ÿ

사회혁신은 참여민주주의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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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전통적으로 국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은 문제를 제기할 뿐이라
는 이원론이 우세. 그러나 다양한 조건 변화는 시민이 문제를 제기할 뿐
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집단적 협업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사회혁신은 이러한 동료시민의 집단적 협업능력
에 기반을 두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양식을 구축할 수
있음.

2) 새로운 공공성의 창안 : 공공혁신과 사회혁신의 융합
Ÿ

전통적인 국가와 시장, 그리고 제3섹터의 구분을 넘어서는 융합 과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전통적인 영역 구분은 점점 더 의
문스러워지고 있으며, 이런 변화에 맞춰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는 공동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 핵심은 전통
적인 공공성과 상품성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공통성을 창출하는
데 있고, 사회혁신은 이와 같은 분야에서 (1) 커뮤니티의 공통성, (2) 공
적자원의 공통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3) 좋은 삶을 위한 거대한 전환
Ÿ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혁신은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응전
할 수 있는 거대한 전환의 프로젝트로 발전할 수 있음. 그 방향은 더 이
상 경제성장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의 향유를 위한 ‘좋은
삶’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음. 사회혁신은 경제가 아닌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우리 삶을 다시 조직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음.

4) 민주적 실험주의의 확산
Ÿ

사회혁신은 민주적 실험주의의 정신에 기초해, 실험에 따른 오류와 실패
를 혁신의 자연스러운 경험으로 권장. 전략적 계획에 따른 사회의 조직
화는 전문엘리트의 지식권력을 강화하는 반면, 실험과 오류, 실패에 열
린 민주적 실험주의는 동료시민들이 전체사회를 자신의 실험실로 여길

59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해나가고, 이는 우리의 자유를 보다 한 단계 더 발
전시킬 수 있음. 실험의 자유는 사회혁신이 추구하는 21세기 자유의 대
안적 모형임.

3. 사회혁신교육 기본 교육 주제 및 교과목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공통교육과정
1) 사회혁신 개론 : 일반적 이해
Ÿ

《사회혁신 개론》은 사회혁신 특성화 과정에 입문을 돕기 위한 강의로
서, 사회혁신을 둘러싼 전반적 논의를 다룸.

Ÿ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현재 국면에 왜 사회혁신이 부상했고, 사회혁
신이란 무엇이며, 사회혁신을 어떤 과정 하에,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이
룰 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 지식을 획득할 수 있음.

Ÿ

《사회혁신 개론》의 또 다른 목적은 정교하게 설계된 입문 과정을 제공
하여, 특성화 과정 참여자 사이에 토론을 위한 기본 개념과 공통지식
(common knowledge)을 제공하는 것임.

Ÿ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전체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긴급한 사회적
문제들 ② 예산 문제 ③ 전통적 해결책의 문제들 : 국가, 시장, 시민사회
④ 사회혁신의 정의 ⑤ 사회혁신에 접근하는 방법들 ⑥ 사회혁신을 둘러
싼 논쟁들 ⑦ 주요 국가들의 사회혁신 지원 현황 ⑧ 사회혁신의 장애 혹
은 직면한 도전들 ⑨ 사회혁신의 한계와 비판.

2) 공동체 기반 사회혁신

Ÿ

공동체는 사회혁신의 부상 과정부터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
회혁신의 중심 주력 분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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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통적인 국가와 시장의 접근을 넘어, 문제 해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사회혁신은 기존 시민사회 강화론을 계승하면서도, 국가를 우
회하거나 시장의 외부에 위치하는 시민사회가 아니라 국가와 시장에 적
극 개입하는 동시에 기존 보편적 권리체계로 충족되지 않는 동료시민들
의 필요를 동료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풀어나가는 대안적인 방법
을 모색하고 있음. 《사회혁신과 공동체》 강의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
의 협력을 강화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을 탐구.

Ÿ

하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커뮤니티

권한

강화(community

empowerment) ② 공동체 기반 참여계획(community-based participatory
planning) ③ 공동체 문제 조사 방법 ④ 공동체 자원 조사 방법 ⑤ 사회
혁신과 장소 만들기 ⑥ 커뮤니티 디자인(community design) ⑦ 공동체
전환 랩(community transition lab) 구성 ⑧ 공동체혁신단계 및 경로 ⑨
혁신-이후 관리 방법 ⑩ 자원구축 및 운영방안 ⑪ 공동체와 국가 및 시
장과의 연결 ⑫ 다른 공동체와의 연결 ⑬ 협력 하부구조 구축론.

3)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

Ÿ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에선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개발된 사회
혁신 도구와 방법의 설계 원리, 구현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실습.

Ÿ

이 과목에 포함되는 내용은 계속 갱신됨. 사회혁신은 사회공학과 달리
일반 동료시민들의 참여와 학습을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과정을 지향
하기 때문에, 이를 돕기 위한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Ÿ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협업리더십 ② 문제의 유형과 각 속성 ③ 디자인 싱킹(design thinking)
④ 시스템 싱킹(system thinking) ⑤ 전환적 사고(transformative thinking)
와 리질리언스 싱킹(resilience thinking) ⑥ 컨비너 ⑦ 퍼실리테이터 ⑧
카탈리스트 ⑨ 참여계획 ⑩ 인간 주도 디자인 방법 ⑪ 문제 해결 과정을
돕는 도구들 ⑫ 기술과 혁신의 융합방법 ⑬ 원형(prototype)제작론 ⑭ 팀
구성과 운영 : 랩(lab) 방법론 ⑮ 지식생산과 프레이밍 활용 ⑯ 복잡성과
예측불가능성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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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환과 사회혁신

Ÿ

현대 도시와 국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 종의
위기, 기후변화, 자원고갈, 산업변동 등 우리 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은
전체사회의 거대한 전환을 요구함.

Ÿ

《전환과 사회혁신》은 사회혁신의 한 유형지만, 공동체 단위가 아니라
전체사회 차원에서 민주적 실험을 계획하고 이를 통해 전체사회의 근본
적이고 전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전체사회전환(societal innovation)을
다룸.

Ÿ

이를 위해 《전환과 사회혁신》에선 전환적 행동을 고무시키며, 관련 지
식을 창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전환 과학’(transformative science)
으로부터, 이를 경험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이론,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실제 사례 등을 함께 탐구.

Ÿ

이 과목에 포함되는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음. ① 지속가능성
(sustainablity) ② 리질리언스(resilience) ③ 게임변화자(game changers)
④ 이행관리(transition management) ⑤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⑥ 규
모화(scaling).

5) 기술과 사회혁신

Ÿ

기술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핵심 동력 중 하나임. 기술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등장하고 있는 기술 경향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이를 전체사회의
번영과 연결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배우고
탐구할 필요가 있음.

Ÿ

이 범주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들이 결합함. ① 현대 기술의 발전동향 ②
핵심 기술에 대한 이해 ③ 적정기술운동과 시민과학운동 ④ 제작혁명의
진행구조 ⑤ 과학기술과 사회혁신의 결합 ⑥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의 융

62

합을 위한 과제.

6) 변화의 서사(narratives of change)

Ÿ

모든 사회혁신은 혁신을 만들고 추동하기 위해 그 자체에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변화의 서사’를 보유하고 있음. 변화의 서사란 각 집단과
개인이 ‘변화’를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이자 동시에 그들의 열망이
표현된 이야기이고, 동시에 미래로의 전망과 지나온 과거에 대한 성찰과
진단이기도 함. 따라서 변화의 서사와 사회혁신 집단과 개인의 실제 수
행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사회혁신을 심
화 발전시키기 위해 필수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음.

Ÿ

《변화의 서사》에서는 ① 서사이론 ② 정체성 이론 ③ 변화의 유형과
그 담론 ④ 지배서사와 변화 서사와의 관계 ⑤ 대안 서사의 구성방식 등
을 다룸.

7) 사회혁신과 권한부여

Ÿ

권한부여(empowerment)는 사회혁신의 중심 수단이자 핵심 성과. 또한
어떤 사회혁신은 특정 집단의 권한 강화 그 자체를 혁신의 핵심목표로
설정하기도 함. 그러나 언제나 사회혁신이 동료시민에게 권한을 부여하
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그런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님.

Ÿ

사회혁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혁신은 때로 동료시민의‘권한박
탈’(dis-empowerment)로 귀결되거나, 혹은 기존체제와 질서에 대한 종
속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음. 이는 사회혁신이 권력이 없는 빈
공백에서 발생하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 관계 안에서 작동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이 때문에 권한부여와 권한박탈이란 문제는 사
회혁신과 권력관계라는 질문 또한 포함.

Ÿ

《사회혁신과 권한부여》 과목은 이런 문제의식 하에 사회혁신과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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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부여, 권력박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로부터, 이와 연관된 세부 하
위주제 ① 참여(participation) ② 동기부여(motivation) ③ 거버넌스
(governance) ④ 사회적 학습(social learning) ⑤ 자원조달(resourcing) ⑥
관리(monitoring) ⑦ 사회혁신 주체 : 집단과 개인의 지속가능성 등을 집
중 탐구.

8) 사회혁신과 성찰적 평가

Ÿ

사회혁신에서 학습과 평가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임. 왜냐하면 사회혁신
에 대한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며, 불확실성은 높고, 상호의존적인 과
정이기 때문에 끊임없는 학습과 평가를 통한 조정 과정을 밟아나가야만
하기 때문임

Ÿ

사회혁신은 다양한 층위와 다원적인 부문을 횡단할 수 있는 중첩적인 시
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자신의 목표를 향해 혁신을 추동하고 만
들어나갈 수 있어야 함. [사회혁신과 성찰적 평가]는 바로 이 과정을 학
습. [사회혁신과 성찰적 평가]에서 사회혁신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
성을 올바로 포착하기 위한 방법과 그 과정을 안내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함.

Ÿ

다음과 같은 하위 주제를 다룸. ① 성찰성(reflexivity) ② 사회적 학습 심
화 ③ 사회적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도구상자들 ④ 관리(monitoring) ⑤
혁신의 가속화 방법들 ⑥ 성찰적 평가와 그 방법 ⑦ 측정(measurement).

9) 워크숍1 : Action Research

Ÿ

사회혁신은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강조. 이에 따라 사회혁신 특성화 과정
참여자 또한 실제 사회혁신 현장에 참여하는 워크숍을 진행. 이때 참여
자들은 참여자이자 동시에 관찰자라는 이중역할을 수행해야 함.

Ÿ

《워크숍1: Action Research》의 목적은 ① 해당 현장의 사회혁신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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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할 수 있는 사회혁신 현장 연구를 생산하는 동시에 ② 참여연구 관찰
자에겐 사회혁신에 대한 성찰적 평가 능력을 제공하는 것임.

10) 워크숍2 : Action Workshop

Ÿ

《워크숍2: Action Workshop》은 해당 년도에 교수진이 공동으로 선정
한 문제를 참여자들이 직접 해결하는 과정을 디자인하여, 해결책을 제한
된 시간 안에 제출하는 워크숍. 《워크숍1》이 문제의 ‘내-외부’라는
이중위치를 갖도록 했다면, 《워크숍2》는 참여자들에게 문제 내부로의
완전한 몰입을 요구함.

Ÿ

《워크숍2》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그 결과는 〈사회혁
신캠프〉를 통해 종합됨.
<표 4-1> 사회혁신 워크샵 2 프로그램
단계

교육과제 | 지원 프로그램

학생 수행

프로젝트 주제 선정 및 팀
출발

구성을 위한 hacking
workshop

기간

- 워크숍 참여

1주(2 박

- 프로젝트 팀 구성

3일)

- 관련 주제와 질문에 대한
1

이해

선행 이해/분석 과정

1주

- Deep Dive workshop
2

관찰 준비

- 현장 관찰 준비

1주

3

현장 관찰

- 현장 관찰

4주

4

시각화 혹은 원형 제작

-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합

2주

- 원형과 문제 사이의 간극
5

정교화/수정

확인/사회적 학습과 평가

2주

과정
- 해결책 투자자 모집
6

투자 및 자금 동원

- 1단계 : 초등학생

1주

- 2단계 : 관련 전문가 집단
7

해결책 현장 투입

- 해결책과 현장 연결

2주

8

실행/평가

- 수행 프로젝트 자체 평가

2주

종결

프로젝트 결과 발표 워크숍

사회혁신캠프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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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사회혁신교육 수요조사

사회혁신 인식 및 교육 수요조사

1. 수요조사 개요
❍ 조사목적: 사회혁신 특성화 교육과정 개설을 위해 사회혁신 및 사회혁신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함.
❍ 조사대상: 사회혁신 센터와 서울시 NPO 지원센터 유관기관 및 입주 단
체 활동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 중 약 8,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382명이 응답.
❍ 조사기간: 2017년 6월 26일 - 7월 18일(23일간)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구글)
❍ 조사내용 : 사회혁신 전반, 사회혁신 교육과정 현황 및 수요, 사회혁신
교육과정 핵심주제, 인구학적 특성 등.

2.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
❍ 응답자 382명 중 여성 53%), 남성 46%로 나타남.
❍ 응답자 평균나이는 45.5세로 30대, 40대가 64.2%로 가장 많음.
❍ 응답자의 대부분이 서울(67.5%)과 경기(19.4%)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 응답자의 직종은 과반수이상(51.9%)이 공익추구활동과 관련된 비영리단
체(26.2%), 중간지원조직(14.4%), 사회적경제(11.3%)에 종사하고 있었으
며, 그밖에 학계(10.5%), 사기업(9.4%), 공기업(5%), 정부(4.7%), 기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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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직종으로 나타남.

3. 분석결과 및 함의
1) 사회혁신 전반
¡ 사회혁신에 대한 인식 : 응답자들은 사회혁신을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78%)’, ‘새로운 시도, 끊임없는 실
험(46.6%)’,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45%)’으로 인식하
고 있음.
¡ 사회혁신의 필요성 :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98.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을 보임.
¡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 : 응답자 83%가 자신이 하는 일이 사회혁신과 관
련이 깊다고 응답하였고, 83%가 자신의 주변에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거
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응답하여 응답자들의 사회혁신에
대한 높은 관련성과 관심도를 알 수 있음.

2) 사회혁신 교육과정 현황 및 수요
¡ 사회혁신 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만족도
Ÿ

참여여부에 대해 57.6%가 없다, 42.4%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참여해 본
응답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해 64%가 긍정적, 36%가 부정적으로
응답함.

Ÿ

이에 교육을 접해보지 않은 수요자들이 많다는 점과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부정적 응답을 고려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함.

¡ 참여자의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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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응답자들은 만족하는 이유로 교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획득, 사회혁신에
대한 관심제고, 활동에 도움이 됨. 현장에 대한 이해, 전문가들과의 네트
워크 등을 들었음.

Ÿ

불만족하는 이유로 현장과의 괴리, 기대에 못 미치는 교육내용이나 일방
적인 지식중심의 전달방식 등을 지적하였음. 이에 프로그램 설계 시 현
장중심의 교육내용과 활동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에 대한 고려
와 전달방식에 있어 강의실에서의 지식전달보다는 공간전환과 경험
(experience) 중심 등의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미참여자의 이유
Ÿ

응답자들의 상당수 71.8%가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는 점을 선택, 다
음으로 기회가 없었다가 62.7%, 그 밖에 시간 부족, 내용의 진부함, 필요
성을 못 느낌, 비용이 적정하지 않음, 교육장소가 너무 멀어서 등의 이유
를 제시함.

Ÿ

이에 사회혁신 교육과정을 내용적으로 잘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
육과정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것, 기회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에 주안점
을 두어야 할 것임.

¡ 사회혁신 교육과정 수강의사 : 교육과정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91.4%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사회혁신 교육과정 선호형태
Ÿ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 단기 강좌(46.6%)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으며, 전
문가 양성과정, 사회혁신 기관 운영 아카데미(30.9%), 대학/대학원 내 수
료증 과정 등 교육 인정과정(13.4%), 대학원 학위과정(5.2%) 순으로 나타
남.

Ÿ

응답자들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의 인정과정이나 학위과정에 대한 선호
보다 단기강좌, 전문기관의 아카데미과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임. 이는
응답자 중 개인적 시간, 조직의 지원 등이 열악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
는 활동가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회혁신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장기과정보다는 단기과정을 선호하고, 현장중심의 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아 학교보다는 외부 사회혁신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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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보임.
Ÿ

이에 대학/대학원에서 사회혁신 프로그램이 기획될 때 외부전문기관과
의 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부족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
고, 교육방식에 있어서도 현장 참여형, 문제해결중심 등 유연하고 혁신
적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 교육과정 이수 기대효과 : 교육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사회혁신 분야 네트
워크 확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고,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도 향상, 개인
적인 문제해결 능력 향상,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 등이 나타남. 응답자
들은 사회혁신이 연대와 협업이 중시된다는 점을 고려해 네트워크 확장
에 대한 욕구가 높고,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역량향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

3) 사회혁신 교육과정 핵심 주제
¡ 교육과정 필요성, 도움정도 및 추천의사 :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91.6%, 제시된 10개의 과목이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87%,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이 생길 경우
자신이 참여할 의사가 있다가 85%, 주변에 추천의사도 87%로 호응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 교육과정 핵심주제 선호도
Ÿ

제시된 10개 교육과정 중 ‘공공혁신과 사회혁신’이 53.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사회혁신과 공동체(50%)’,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
(41.9%)’,

‘시장혁신과

사회혁신(33.8%)’,

(26.7%)’, ‘사회혁신과 성찰적 평가(24.1%)’,

‘전환과

사회혁신

‘사회혁신 개론

(19.6%)’, ‘변화의 서사(18.1%)’, ‘사회혁신과 권한부여(16.8%)’,
‘원형제작(15.2%)’ 순으로 나타남.
Ÿ

응답자들은 사회혁신과 자신의 일의 관련성이 높아서 사회혁신 개론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선호는 낮았고, ‘공공혁신과 사회혁신’과
‘사회혁신과 공동체’와 같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 변화에 대한 담론
을 담고 있는 과목들과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과 같이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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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론을 다루는 과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Ÿ

‘공공혁신과 사회혁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은 공공성 증진을
추구하는 경희대 공공대학원이 사회혁신과정에 관심을 가져야 할 근거
를 제시해줌.

¡ 추가주제 자유제안
Ÿ

사례와 현장 그리고 경험 중심의 교육이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이 높게 나타남.

Ÿ

실천적 방법으로서 ‘세대 간 소통’, ‘IT 개발자와 팀을 구성하여 문
제 해결 경험’,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문제해결 경험’, ‘민·관 협
업경험’,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등이 제안되었음. 즉, 응답자
들은 사회혁신 교육과정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보다도 사회혁신과 관련
된 여러 단체들과 구체적인 연계지점을 확인하고 실제적인 토론과 경험
을 선호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음.

Ÿ

이와 더불어 민주주의와 관련된 ‘인권’, ‘성평등’, ‘성소수자’,
‘집단지성 실현방도’, ‘다양한 의견 조율 방법’, ‘예술을 통한 사
회혁신’에 대한 제안,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성찰과
관련된 ‘도덕성 회복’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 보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본 보고서의 첨부자료 참조.

70

6장

사회혁신교육 제안

<사회혁신교육 네트워크> 구상 및 추진체계
교육협업 프로젝트: <사회혁신 아카데미>

사회혁신클러스터인 서울혁신파크가 제1단계 조성공사를 2017년 12월에 마
무리하면서, 기존 사회혁신 인프라스트럭처를 보완하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
에 직면하여, [연구-교육-실험]이 통합된 공간으로 19동을 운영할 계획을 추
진 중. 이러한 계획이 실현될 경우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교육을 위한 중요
한 거점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기본 공통교육체계는 서울혁신파크의 19동을 거점으로 하여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 서울시NPO지원센터,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이 협력을
추진하여 구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의 골간을 말함. 기본 공통교육체계는 [연
구-교육-실험]이 통합된 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

1. 서울혁신파크 거점 <사회혁신 교육네트워크> 구상
1) [연구-교육-실험]의 그라운드(ground) 필요성
❍ 도시서울의 새로운 전망구축(visioning)을 위한 연구 역량 필요.
❍ 현실과 전망 사이의 간극과 균열, 불일치, 모순을 파악하는 동시에, 현실
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 수립 및 실현 전략과 방법
모색.
❍ 동료시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일상생활에 혁신의 하부구조 구축.
❍ 연구자, 정책입안자, 관련 활동가, 기업가 등 사회혁신 컨비너, 퍼실리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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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카탈리스트 등에 필요한 필수 요소 교육 및 공통지식(common
knowledge) 구축을 통해 협업역량 강화.
❍ 교육과 연구를 매개로 도시서울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협업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교육과 연구, 협업프로젝트(도시서울 전환 랩)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
구성을 통해 아래로부터 도시서울을 전환시켜나가는 전략적 근거지 확
보.

2) 사회혁신 교육의 층위
❍ 교육은 4층 위로 진행 : 예비 사회혁신가, 동료시민, 사회혁신촉진집단,
전문연구자 육성

<표 6-1> 교육체계의 구성
대상

예비 사회혁신가

프로젝트

IMTP-School

담당주체

협력기관

동료시민

사회혁신촉진집

거의, 모든 것의

단
사회혁신 아카데

학교
서울혁신센터자

미
서울혁신센터

치위원회

협력기관

전문연구자 육성
사회혁신 전문대
학원
협력 전문대학원
사회혁신 현장과

핵심
용

내

자신의 현장에서

일상생활의 문제

사회혁신

문제

이론을 연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에

필요한

발굴 및 관리, 확

사회혁신 지식과

데 필요한 기술

기술과 지식 교

장, 확산, 체제전

정보를 생산. 사

과 지식

육

환을 위한 교육

회혁신 교육 내
용 생산

3) 사회혁신교육 과정 아이디어
(1) IMTP-School
❍ 예비 사회혁신가를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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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TP는 ‘Idea, Make, Test, Play’의 약자로, 새로운 발상을 만들고 실
험하고 즐기라는 의미. 서울 각 장소로 분산되어 있는 미래 혁신가들의
베이스캠프이자 테스트베드로 [IMTP-학교] 운영.
❍ 서울지역 중/고/대학교 내부에 구축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 내부에서 충족될 수 없는 미래 혁신가들을
위한 대안 교육 동료시민에게 서울혁신파크가 보유한 혁신가들의 집단
지성 서비스 제공.
Ÿ

현재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등은 사회혁신센터를 만들어 학생들의 사
회혁신랩 활동 지원 중. 보다 많은 대학들이 학생들의 사회진출과 사회
혁신 융합 과정을 모색할 전망.

❍ 운영체계
Ÿ

사회혁신리서치랩과 협력기관 : 대학 및 청년/청소년, 교육청 등과 연합
운영.

Ÿ

서울혁신파크 온라인 홈페이지와 연동된 [IMTP-School] 웹사이트 운영.

Ÿ

서울시교육청과 각 중/고등학교에 사회혁신랩 운영 방안 협의 중.

❍ 교육내용
<그림 6-1> IMTP School 교육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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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의, 모든 것의 학교
❍ 동료시민을 위한 프로그램
❍ 도시서울의 모든 동료시민들에게 열린 서울혁신파크 자치회의의 자치대
학. 일상생활의 문제부터 도시전환에 필요한 문제까지, 거의 모든 문제
의 해결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기술 교육을 목표로 운영되는 새로운 개
념의 오픈대학 지향.
❍ 3단계의 준비를 거쳐 프로그램 완성 (표 6-2, 그림 6-1 참조)
<표 6-2> 거의모든것의 학교 3단계 준비
단계
1

계획
현재 서울혁신파크 내부에 입주한 단체와 개인들이 진행하는 혹은 진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 파크 전체로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회혁신 개발에 필요한 개발 프로그램 추

2

가 운영
-파크에 입주한 혁신가들이 진행중인 프로젝트 별 워크숍 등을 과목으로 진
행

3

동료시민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과 지식이 제공되는
사회혁신 교육 플랫폼 : 사회혁신 기반 오픈 유니버시티로 운영/졸업증 수여

<그림 6-1> 거의모든것의학교 3단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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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주체 및 특징
Ÿ

“혁신가에서 혁신가로” 혁신가들의 미래 혁신가들을 위한 교육의 장
으로 활용 (그림 6-2 참조)

Ÿ

서울혁신파크 혁신가들의 자치대학을 지향하며, 자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체계 구축

Ÿ

서울혁신파크 온라인 홈페이지와 연동된 [거의, 모든 것의 대학] 웹사이
트 운영을 통해 ① 교육공급과 교육수요 매칭 ② 동료시민들이 원하는
교육 내용을 자치위원회와 함께 개발

<그림 6-2> 혁신가에서 혁신가로

(3) 사회혁신 아카데미
❍ 연구자, 활동가, 정책입안자 등 사회혁신촉진자들의 (1) 재교육 (2) 공통
지식 형성 (3) 전망의 공유를 목표로 진행하는 사회혁신전문가 양성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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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융합되어 있는 서울혁신파크 고유의 사회혁신
아카데미로 운영. 아시아의 핵심 사회혁신 전문교육기관을 목표로 3단계
목표를 가짐.

<표 6-3> 사회혁신 아카데미 단계별 목표
1단계

2단계

3단계

(2018-2020)

(2021-2023)

(2024-2026)

Deeping & Broadening
Prototype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이

Scaling Up

아카데미의 원형 실험

융합된 아시아 사회혁신

범위와 규모, 내용 확장

교육방법론 구축

❍ 운영
Ÿ

6개의 공통과목, 다수의 선택심화강의, 하위과정 선택 가능

Ÿ

연수과정과 전문가양성과정으로 분화 교육

(4) 사회혁신 전문대학원
❍ 학위과정으로 사회혁신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여, 사회혁신 지식과 정보
를 생산. 사회혁신 교육 내용 생산.
❍ 운영
Ÿ

클러스터 내에 전문대학원을 유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 대학원과 연
계하여 사회혁신 전문대학원으로 협력 운영 모색.

Ÿ

개별 대학원이 운영하지 못하는 사회혁신 관련 교육을 [사회혁신 아카데
미]에서 위탁 교육.

Ÿ

사회혁신 아카데미와 외부 대학원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회혁신 학위
과정 신설을 목표로 협력 방안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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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혁신 아카데미> 3개 기관 사회혁신 교육협업
프로젝트

1) ‘사회혁신 아카데미’ 목적
❍ 분야의

경계를

넘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혁신

(collaborative innovation)의 중요성이 더욱 더 부각되고 있음. 이런 협업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1)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 대한
공통의 인식 (2) 문제 해결을 위한 전망의 공유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사회혁신 아카데미]는 일차적으로 이 문제에 집중하여, 협업혁신의 잠
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임.

<그림 6-3> 사회혁신 아카데미의 목표

2) 기본 교육코스 및 유형

77

<표 6-4> 사회혁신아카데미 기본 교육 코스
연수 과정

전문가 교육 과정

-공무원, 교사, 기업가, 동
료시민 등 다양한 집단의
필요에 맞는 연수 과정 제
공

-정책입안자,

전문연구자,

사회혁신가들을 위한 사회
혁신 전문교육 과정

개별 심화 강좌/선택 강좌

-주제 별로 더욱 심화된
교육 강좌 제공/선택 강좌

❍ 전문가 교육 과정 : 1년 과정으로 운영. 사회혁신 분야 전문가로서 갖춰
야 할 이론과 실천적 지식 및 그에 적합한 훈련 제공.
❍ 연수 과정 : 단기간에 사회혁신 관련 이해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공급. 기본적으로 연수기관의 성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 개별 선택 심화 강좌 : 교육 과정 내에 없는 혹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
는 사회혁신 관련 지식 및 기술 교육.

<그림 6-4> 사회혁신아카데미 기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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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구조
❍ 사회혁신아카데미는 (1) 공통과정 (2) 하위 선택과정 (3) 지정과제
workshop의 3부분으로 구성된 1년 과정으로 운영됨.

<그림 6-5> 사회혁신아카데미 운영구조

(1) 공통 과목
❍ 공통과정은 사회혁신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전달과 보편적인 사회혁신
기술에 대한 기초훈련을 목표로 함.
❍ 공통과정은 3개월 간 운영. 공통과정은 6과목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각
과목은 2주간 4회(각 3시간)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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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사회혁신아카데미 기본 공통과목

(2) 하위 선택 과정
❍ 하위 선택과정은 사회혁신아카데미를 구성하는 협력기관의 특성에 따라
구성하되, 전체 [사회혁신아카데미 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과정을
구성.
Ÿ

하위 선택 과정의 운영 기간은 각 협력기관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되,
4개월에서 6개월을 기본 기간으로 함.

Ÿ

어떤 하위 선택 과정을 선택하더라도, 지정과제 workshop을 통과해야 졸
업증을 부여. 지정과제 workshop은 모든 하위 선택 과정의 참여자들이
선택 과정을 넘어 혁신팀(i-team)을 구성하도록 유도하며, 지정과제를 해
결하는 방식을 경합하는 ‘사회혁신게임’의 형식으로 진행.

(3) 지정과제 Workshop : Project Management
❍ 지정과제 Workshop은 하위 선택 과정을 마친 모든 참가자들의 워킹그룹
(working group)을 기반으로 진행.
❍ 워킹그룹은 기술혁신과 비기술 사회혁신이 융합될 수 있는 그룹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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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정해진 과정에 따라 프로젝트를 운영하도록
유도.
❍ 프로젝트관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방
법을 실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과정을 통해 학습하도록 하는 데 목적
이 있음.

<그림 6-7> 사회혁신 아카데미 지정과제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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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결론 및 제안

<사회혁신아카데미> 3개 기관 협업 및 역할

1. 사회혁신리서치랩
❍ 사회혁신리서치랩은 교육과정 구성에 필요한 (1) 교육내용 개발 (2) 교육
체계의 발전을 위한 성찰적 모니터링을 진행 (3) 이를 통해 보다 발전된
교육모델을 제안하는 역할 수행.
❍ 또한 교육의 결과가 실제 사회혁신 과정에 기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혁신랩(social innovation lab)과 교육과정을 연결하는 방법 모색. 사
회혁신랩이란 사회문제를 실험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실험실(social
laboratory)을 총칭하는 명칭.

1) 교육내용 개발
❍ 사회혁신교육 1.0에서 사회혁신교육 2.0으로 진화를 위한 교육내용 개발.
❍ 2010년 이후 본격화된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모델을 [1.0] 모델이라고 부
른다면, 그 핵심 특징은 (1) 도시정부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사회혁신과
(2) 아래의 파편적이고 분자화된 실험이 종합된 하이브리드(hybrid)에 있
다고 할 수 있음. 사회혁신 1.0 모델에서 체계적인 사회혁신 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실제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파편적
인 기술교육, 자금지원, 정책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 정도. 곧 문제
해결자들을 육성하기 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지원
하는 방식이었고, 이에 따라 체계적인 사회혁신 교육 프로젝트가 존재하
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런데 이와 같은 상태로는 도시서울의 사회혁신을 다음 단계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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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확산. 그 핵심 이유의 하나는 도시서울 사회혁
신의 다음 과제가 (1) 일상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2) 체제전환(system
change)을 포함하는 도시전체의 전환을 목표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임.
그 이유는 현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문제의
차원이 아닌 시스템의 차원과 리질리언스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하기 때문임. 이와 같은 사회혁신을 (1) 문제를 해결하여 시스템을 보완
하는 보완적 사회혁신(affirmative social innovation)과 구별하여 (2) 전환
적 사회혁신(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이라고 부름.
❍ 외국에선 이미 도시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전
환적 사회혁신의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 대표적인 시도가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 Solution for Innovative Cities)프로젝트
임.

그리고

그

주요

방법으론

도시전환관리(urban

transition

management)와 도시전환랩(urban transition lab)이 활용된 바 있음. 이와
같은 전환관리 프로젝트는 아이디어 빌딩(idea building)에 기초하는 공동
체 기반 사회혁신 프로젝트와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방법을 요구. 문제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한국 사회혁신 부문이 적합한 지식과 내용을 확
보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 도시의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을 현재와 비교하여 도시서울 사회혁신 2.0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에 적합한 사회혁신 교육모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사회혁신 교육모델은 전환관리의 도입을 위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다양하게 분화되고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혁신실험에 공통의 전망과 협업혁신을 위한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런 점에서 교육모델은 사회혁신이 현 단계에서 다음단
계로 진화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인 요구 중 하나임.
❍ 실험에서 체제전환까지 :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실험에서 체제전환까지
진화하고 있는 사회혁신의 발전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내용을 개
발해야 함. 일상의 문제와 달리 전환의 문제는 일상과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현실 안에서 실험이나 합의구축이 어려움.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실험부터 체제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지식의 공유
를 교육과정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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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 사회혁신랩의 연결
❍ 연구가 교육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처럼 교육은 실험으로 연결될 수 있

어야 함. 이를 위해 사회혁신리서치랩은 교육과 실험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회혁신랩에 주목하고, 교육의 결과를 사회혁신랩으로 발
전시킬 수 있는 과정 및 사회혁신랩 관리 방안을 연구. 이를 위한 기본
구상은 다음과 같음.

<그림 7-1> 사회혁신랩 기본구상

❍ 사회혁신 아카데미의 지정과제 워크숍은 주어진 문제를 새롭게 다룰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과정. 이런 프로트타입 중 전도 유망한 프
로토타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해 보다 발전시키거나 혹은 실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성되어야 함. 사회혁신리서치랩은 이 과정을 연구하여 (1)
교육과정에서 산출된 프로토타입을 (2) 구체적인 사회혁신랩으로 전환하
고,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체계가 무엇인지를 연구.
일반적으로 프로토타입을 발굴하는 데 있어 사회혁신은 아이디어챌린지
(idea challenge)와 같은 게임이나 경합(competition)의 형식을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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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와 같은 방식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다 연
구가 필요함.

3) 전망 :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사회혁신랩으로의 전환
❍ 연구, 교육, 실험이 통합된 교육체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그런데 현재 연구 기능에 치중되어 있는 사
회혁신랩으로서는 3기관과의 협력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2.0 모델이 요구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이 때문에 현재 사회혁신리서
치랩의 구조를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예산과 전략을 필요로 하
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나 기능적 관점에서는 이를 위한
기본구조를 고찰해 볼 수 있음. 그 핵심엔 전략적 사회혁신 관리 역량의
강화가 있음.
❍ 전략적 사회혁신 관리 : 모든 사회기술실험이 사회혁신의 관점에서 설계

되거나 진행되는 것은 아님. 또한 대부분의 사회기술실험은 사회혁신의
과정에도 도태되거나 소멸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사회기술실험을 구체
적인 사회혁신의 제도화 단계로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관리 모델이
필요함. 이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연구-실험]이 융합된 전략적
사회혁신 관리 모델이 필요. 기본모형은 사회혁신연구가 교육/학습에 새
로운 시각과 분석도구를 제공하고, 교육의 결과가 실험으로 연결되고,
성찰적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연구로 연결되는 유기적 순환관계로 이루
어짐.
<그림 7-2> 교육-연구-실험 유기적 순환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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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희대 공공대학원
❍ 사회혁신 교육과 대학의 역할은 이중적.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대학은
기존 교육체계 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회혁신에 필요한
역량 교육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그럼에도 다른 측면에서 본
다면 대학과 사회혁신의 결합은 사회혁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의 하나임.
❍ 첫째, 대학의 역할 자체가 전체 사회의 변화 안에서 새롭게 창안되어야
하기 때문임. 인구 구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전환, 그리고 정
보기술혁명에 기반을 둔 지식혁명으로 인해 대학은 과거와 같은 방식으
로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럼에도 대학의 고유한 역할은 계
속 존재할 것임.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전체사회에 기
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국면에 대학이 직면한 것은 사실임.
사회혁신과 대학의 결합은 이런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음.
❍ 둘째, 대학이 지니고 있는 전문적인 역량과 자원, 에너지와 기술 및 지식
등이 사회혁신의 발전에 필요한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고, 그래야 하기
때문임. 비록 대학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존속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대학이 보유한 역량은 현대 사회혁신의 발전에 필수적인 역량임. 대학은
이러한 역량으로 인해 (1) 대학 그 자체가 사회혁신을 추진하는 핵심 네
트워크가 될 수 있는 동시에 (2) 전체사회의 미래를 구상하고 준비하며
이를 교육하는 핵심 집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대학이 유일한 장소는
아니지만, 대학은 여전히 사회혁신 교육의 중요한 장소임에 틀림없음.

1) 사회혁신 영역에서 대학과 대학원의 역할
❍ 사회혁신에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역할은 최근 더욱 주목 받고 있음. 그
이유 중 하나는 지식사회에선 대학과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의 융합을 통
한 새로운 지식의 생산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 이와 같은 중요성은 사회
혁신에도 그대로 적용. 이 때문에 사회혁신에서 대학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고민들이 제안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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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역할에 대한 제안은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Ÿ

(1) 사회혁신가의 육성과 훈련, (2) 사회혁신 관련 연구 계획과 실험, (3)
대안의 제시라는 전문연구분야임. 나아가, 최근 많은 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4) 대학 그 자체의 사회혁신조직으로의 전환.51) 이를 대학의 기능
별 층위에 맞추어 다시 정리한다면 <표 7-1>과 같음.
<표 7-1> 사회혁신영역 대학의 역할
대학의

역할 예시

기능별 층위

- 사회혁신 관련 문제에 대한 전문조사연구
1

전문연구조직

- 관련 전문가 혹은 대항전문가의 배출
- 다른 사회혁신 집단 및 개인과의 지식 공동생산
- 학생들의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조직으로서

2

교육전문조직

의 역할
- 자금지원, 멘토링, 학습지원 등

3

Ÿ

사회혁신조직

- 대학 그 자체를 하나의 사회혁신조직으로 전환

이미 전 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층위에서, 대학의 변
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대학은 전통
적인 대학의 기능과 역할 및 경계를 넘어 변화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1) 초점의 변화 (2) 지역 커뮤니티와의 결합양식 변화 (3) 교수와 연구방
식의 변화로 특징지을 수 있음.

Ÿ

초점 변화의 핵심은 전통적인 지식전달에서 문제 해결 방향으로의 전환
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대학 내부와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학이 전체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방식이 무엇인가라는 문
제와도 연결. 대학은 문제와 직면하여 문제와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지닌 교육을 진행해야할 필요성에 직면.

Ÿ

이런 초점의 변화는 크게 두 방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 (1) 하나는
대학이 자신이 위치한 지역커뮤니티와의 결합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임.
자신이 속한 지역커뮤니티의 문제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

51)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다. SI drive, 2016.10.28., “The role of universities in
social innovation”, www.Si-drive.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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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고자 함. (2)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한 교수방법과
연구방식을 개발하고 변화시키는 것임.
❍ 대학원은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
Ÿ

대학원이 보유한 역량이 사회혁신의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들을 포함. 전
문연구자들은 사회혁신 전 과정의 개발과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수 있
는 이론적 프레임을 제공할 수 있고, 경험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사회혁
신 현장에 적용가능한 보편적인 사회혁신 툴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음.

Ÿ

대학원은 그 자체로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부문을 넘어서는 사회혁신 네
트워크로서의 기능 또한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은 대학원의 기능은 사
회혁신의 성공을 위해 필수적. 물론 사회혁신이 그 자체로 학문적인 주
제나 대상은 아닐 수 있음. 왜냐하면 사회혁신은 출발부터 문제해결이라
는 매우 실천적인 질문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고유한 독
립 분과학문의 대상은 아닐 수 있기 때문. 그럼에도 사회혁신에는 경계
를 넘는 다양한 지식들의 융합이 필요하며, 그 안에는 전문적인 지식 또
한 포함됨. 대학원은 바로 이 부문에 기여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대학/대학원의 역량이 사회혁신과 접합하기 위해서는 무
엇보다 대학 그 자체의 전략적 정책 변화가 필요. 전략적 정책 변화에는
(1) 사회혁신을 위한 분과학문간 경계를 넘는 융합 혹은 협업 (2) 이를 제
도화할 수 있는 연구센터 등의 제도화 (3) 또한 사회혁신의 기여에 대한
보상 (4) 전통적인 학위체계를 넘어서는 분산혁신의 가능성을 대학 안에
도입하려는 다양한 실험 (5) 그리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자원의 동원
메커니즘이 대학 안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만 함.52)

2) 제안 : ‘공공대학원 사회혁신 교육과정’ 개설
❍ 대학원의 기본 교육 과정은 사회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학습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어
야 함. 그러나 이와 함께 대학원 제도 내에서 교육 과정이 진행되어야

52) Kim Matheson, 2008, “How universities can enable social innovation”, Technological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September 2008, www.timrevie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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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계 또한 고려되어야 함. 이때 한계란 대학원이 학위부여에 필요
한 전문교육역량을 확인하고 심사하며 평가할 수 있는 자체의 평가체계
를 구축하는 것과 연결됨. 따라서 대학원은 전문연구역량 구축이라는 기
능적 목표에 기초해 운영하되, 그 운영에 현대 사회혁신의 연구와 개발
그리고 확산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반영하고, 참여과정 자체가 사회혁신
이 요구하는 철학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의 노력이 필요
❍ 더불어, 대학원을 전통적인 대학 내의 시스템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혁
신생태계의 일부로서 사회혁신의 [교육-연구-실천]이 융합되는 순환시스
템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 중요. 바로 이 때문에 서울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혁신생태계에 대한 전략적 구상이 필요하며, (1) 사회혁신아카데미
와 사회혁신전문대학원의 연결 (2) 사회혁신전문대학원과 사회혁신랩의
연결이라는 두 차원의 연결이 여기에서 핵심적인 위상을 차지. [사회혁
신아카데미-사회혁신전문대학원-사회혁신랩]으로 연결되는 이와 같은
유기적 순환체계를 통해 대학원은 교육과 실천을 매개하는 전문연구기
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원의 교육 과정은 학위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사회혁신 연구역
량 강화를 목표로 조직. 사회혁신 전문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1) 이론과 실천/현장이 융합된 연구를 지향하며 (2) 지역커
뮤니티와의 결합을 추구하고 (3) 열린 혁신 과정을 교육 과정 내에도 적
용하기 위해 노력. 물론 그 내용은 각 대학원이 위치한 처지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인식 위에, 현재 도시서울의
사회혁신에 필요한 기본 교육과정을 제안하면 <표 7-2>와 같다.

<표 7-2> 기본교육과정
1차

년

도

2차
도

년

1학기

사회혁신 개론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론

2학기

공동체 기반 사회혁신

워크숍1 : Action research

1학기

전환과 전체사회혁신

사회혁신과 권한부여

2학기

사회혁신과 평가

워크숍2 : Action Workshop

❍ 그 외 선택 과정: 사회혁신과 국제개발 분야, 사회혁신과 공공의료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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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과 사회복지 분야, 사회혁신과 경영/조직/인사 분야, 사회혁신과
NGO/ NPO/ 사회운동 분야, 사회혁신과 젠더, 공유경제/시민자산, 탈소비
사회/녹색실험, 인공지능시대의 노동과 여가, 4차산업혁명과 시민기술,
문화기획, 문화예술, 종교 등

3) 실행방안 제안 : 경희대 공공대학원 ‘사회혁신 교육과정’
(1) 개설 취지 및 비전
① 취지
Ÿ

‘문화세계의 창조를 통해 인류의 보편가치를 구현한다’는 경희학원의
설립취지에 따라 경희대는 1949년 창학 이래 학술과 실천의 창조적 융합
의 학풍과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Ÿ

공공대학원을 비롯해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사이버대학교, 평화복지대
학원, 인류사회재건연구소, 미래문명원 등을 통해 경희 학원의 설립취지
는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이며 역동적으로 구현되어 왔음.

Ÿ

특히 행정대학원과 NGO대학원이 2011년 통합하여 설립한 공공대학원은
정부, 기업, NGO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공공의 문제
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한 학문적, 실천적 교육과정을 제공해
왔음.

Ÿ

<사회혁신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공공대학원 내 다양한 전공들의 통합
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학문과 학문, 학문과 현실의 진정한 소통을 실
현함으로써 공공대학원의 공적 책임을 고양시키며, 교육, 연구, 실천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더 나은 문화세계의 지평을 열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음 .

② 비전
Ÿ

국내 유일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혁신 명문대학

Ÿ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적으로 사회혁신의 이니셔티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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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대학
Ÿ

사회혁신 분야 전문저널, 리서치랩, 센터 등을 통해 사회혁신 의제를 도
출하고, 사회혁신 모델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인큐베이터

(2) 교육 목표 및 인재상
① 교육 목표
Ÿ

사회문제에 대한 효과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고안하여
현실세계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

Ÿ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개인, 조직, 사회, 공동체, 전체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함

Ÿ

인류사회와 현대문명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새로운 사
회로의 전환에 기여함

② 교육 인재상
Ÿ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Ÿ

사회문제와 시대적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

Ÿ

상상력과 도전의식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람

Ÿ

섹터를 넘나들며 협력을 이끌어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

Ÿ

광범위하고 심층적이며 체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방법과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사람

(3) 교육 접근 및 방법
① 사회혁신의 나선형 모형에 따른 교육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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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learning by knowing : 지식(knowledge) 예) 기본 교과목 등

Ÿ

learning by doing : 경험(experience) 예) 실습, 프로젝트, 캡스톤

Ÿ

learning by being : 성찰(reflection) 예) 협업, 소통, 참여, 자기인식·사
회인식 등

<그림 7-2> 사회혁신 나선형 교육모델

* 출처: R. Murray, J. Caulier-Grice, & G. Mulgan, 2010, p.1153)

② 교육 접근
Ÿ

초학제간 접근(Transdisciplinary approach) : 정치학, 사회학, 행정학, 경

53) Murray 외(2010)에 따르면 사회혁신은 6단계에 걸쳐 일어남. ①문제제기 및 진단
(Prompts): 사회문제나 사회적 욕구로부터 문제제기, 진단, 분석 ②다양한 제안들 창출
(Proposals): 경험과 통찰력에 입각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디자인의 창출, 제안,
선택가능 제안의 확대, ③아이디어 검증(Prototypes): 아이디어들의 실천적 검증과정. 반복 실험,
시행착오, 갈등해소, 사회적 동의 획득 ④아이디어 현실화(Sustaining): 아이디어가 현실화되고
실천되면서 혁신 본격화. 예산확보, 입법화, 제도화의 검토 및 추진 단계, ⑤혁신의 확산
(Scaling): 규모화와 확산과정.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 새로운 성공적 모델의 일반화, 확산, ⑥체
제적 변화(Systematic Change): 사회혁신의 궁극적 목적인 시스템 차원 변화단계. 공공·민간 영
역에서, 사회적 경제·기부시장에서, 일상생활·가정경제에서, 제도·법 차원에서 새로운 시스템적
변화가 완성되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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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학, 경제학, 철학, 사회복지학 등 융합전공.
Ÿ

비판적 학습(Critical learning) : 사회불평등, 부정의 등을 야기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통찰, 자아인식과 사회인식(self and social-awareness) 의
통합 증진.

Ÿ

현장기반-문제해결 접근(Action-oriented problem solving) : 전통적이고
공식적인 교육 환경보다는 현장기반(place-based), 행동지향적 교육환경
제공.

Ÿ

공동체 참여(community engagement) : 대학의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현
장의 전문가·실무자들과 연결되어 사회적 욕구에 대응하고 해결책 도
출.

Ÿ

창조와 전환(creativity & transformation) :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만들기
위해 사람, 사물, 시스템, 환경 등을 새롭게 창조하고 전환하는 실험과
도전 중시.

③ 교육 특징 및 방법
Ÿ

사회혁신 교육과정은 사회혁신이 이루어지는 실제 과정을 토대로 사회
문제를 접근하여 체제적 변화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함.

Ÿ

학생들이 고민하고, 실천하며, 해법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주도적 배
움으로 설계.

Ÿ

학문과 현실, 학교와 현장, 연구자와 실천자가 분리되고 않도록 교과과
정과 교수진 구성.

Ÿ

사회혁신 교육과정의 고유성과 학생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전문성을
강화해줄 다양한 기본과목과 선택과목 제공.

Ÿ

뜻을 같이하는 단체, 공공기관들과 교사진, 교육내용, 공간, 시설, 정보,
일자리 등을 공유하며 협업하는 방식으로 교육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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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혁신 교육 과정 단계별 설치 방안

<표 7-3> 사회혁신 교육과정 설치 3단계 방안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사회혁신 특성화과정

사회혁신 전문과정

사회혁신 협동과정

(Certificate/비학위)

(Certificate/비학위)

(석사)

외부 전문가·실무자,
대상

공공대학원 재학생

사회혁신협동과정

경희구성원(별도 학생

전공 입학생

모집)
시기

Ÿ

2017년 2학기부터

1단계 soft landing 후

프로그램 제공

1-2년 이내

공공대학원(시민사회

Ÿ

원센터,

NGO학과 주관) 기존

기관이 인증하는 수

이수자들에게 3개 기
관이 인증하는 수료
증 수여

사회혁신리

3-5년 이내
Ÿ

료증 수여
Ÿ

경희대학교 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음

공공대학원내 석사학
위 전공과목(2개이상
학과와 협동과정으로

고 공동운영하고 3개

과목 신설
Ÿ

NPO지

기반으로

서치랩이 협약을 맺

과목+한 학기당 1-2
특징

공공대학원,

1-2단계 경험을

운영고려)
Ÿ

공공대학원,
원센터,

NPO지

사회혁신리

서치랩과 협력

① 1단계: 사회혁신 특성화과정(Certificate·비학위)
Ÿ

대상: 공공대학원 재학생(전공 상관없음)

Ÿ

형식: 3개 기관(공공대학원, 서울NPO지원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의
공동 인증 certificate

Ÿ

운영: 3개 기관이 참여하는 사회혁신 특성화 운영위 구성, 대학원
차원에서 시민사회·NGO학과가 주관.

Ÿ

특징: 현재 공공대학원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운영함으로써 사
회혁신 교육과정의 수요를 파악하고, 교과과정과 방법을 정교화하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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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으로 삼을 수 있음.
Ÿ

사회혁신교육 과목
ü certificate 충족학점: 10학점. 사회혁신 필수 2과목(4학점)+선택 3
과목(6학점)
ü 필수과목: 매학기 1강좌씩 공공대학원 공통과목으로 개설
ü 선택과목: 공공대학원 기존 개설과목이나 새로 개설한 과목 중 사
회혁신과 관련성이 높은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리스트
제공

② 2단계: 사회혁신 전문과정
Ÿ

대상: 정부․기업․비영리단체․시민단체․사회적경제 영역 등 사회혁신 유관
기관 활동 경험자, 경희학원 구성원(경희사이버대, 경희의료원, 경희 동
문 등).

Ÿ

형식: 3개 기관(공공/NPO/혁신랩) 협력과정이지만, <사회혁신 전문과정>
은 학교 밖에 설치하여, 공공대학원은 학문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

Ÿ

비고: 경희대학교 차원의 동의 정도에 따라 후마니타스칼리지, 경희사이
버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미래창조스쿨) 등이 협력을 통해 운영할 수
있음.

③ 3단계: 사회혁신 협동과정 (석사)
Ÿ

대상: 정부(정책입안자), 기업(혁신, 사회혁신, CSR, CSV 담당자), 비영리
단체,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등 새로운 변화
에 열망이 넘치는 실무자, 전문가, 학생 등.

Ÿ

형식: 공공대학원, 서울NPO지원센터, 사회혁신리서치랩이 학생 공동지
도, 연구, 활동에 대한 MOU체결, 공동 커미티 구성.

Ÿ

학위: 전공필수과목(12학점), 선택과목(12학점) 등, 이수 및 학위 논문 또

95

는 대체 결과물 심사통과 시 ‘사회혁신전공’ 석사 수여.

(5) 기본 과목 전문 교수 역량 현황
❍ 사회혁신 전문 연구는 대학보다는 국책연구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원 그리고 중간조직 등에서 진행되어 왔고, 대학 내부의 연구자들이
그들과 결합하거나 혹은 일부 연구 소재 중 하나로 다루어 왔을 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수 역량은 매우 피상적임. 하지만 각 주제 별로 특화
된 전문가들은 존재함, 이들과의 다원적인 결합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대안적인 방법이 함께 모색되어야 함
<표 7-4> 과목별 전문 교수 명단
교육
과정

해당 교육 과정 교수 가능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
국내

국외
Juan-Luis Klein : 2009년부터 CRISES
(the

Centre

de

recherche

sur

l’innovation sociale)센터장 역임. 퀘벡
(몬트리올)대학교(UQAM)에서

지리학과

교수; 공저로
경제 지리, 지역 개발 및 사회 - 영토
혁신과 같은 주제를 다룬 책들을 집필함.
Frank Moulaert : 벨기에 KU Leuven
의 공학 학부 ASRO의 기획 및 개발 부
서장 인 Spatial Planning의 교수; 도시
사회혁신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

일반

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와 지역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중점적으
로 하고 있으며,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
론을 연구함. 특히 사회혁신 연구를 활
발하게 하고 있음.
Diana MacCallum : 커틴 (Curtin) 대학
교의 도시 및 지역 계획 대학원 과정에
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는 동대학에
서 강사로 일하고 있음. 연구주제는 도
시 개발의 사회학적 측면 – 거버넌스 실
행과 담론, 풀뿌리 행동, 커뮤니티 개발,
도시와 환경 정책의 생태-사회 정의적
측면 등임.
Jean Hilli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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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의 RMIT

University에서 지속 가능 및 도시 기획
부학장 및 준회원으로 재직 중임. 연구
주제는 포스트구조주의자 계획이론, 불확
실성의 조건에서 전략적 실행을 위한 의
사결정 분석 및 방법론 등임.
사회혁신
공동생산

김자인(국민대학교) : 디자인사고
Babara Van Dyck
Pieter Van den Broeck
John Andersen,
Kristian Delica
Martin Severin Frandsen
Igor Calzada

공 동 체

Stijn Oosterlynck

기반 사

Pascal Debruyne

회혁신

Nola Kunnen
Diana MacCallum
Susan Yang
Sarah Habersack
Babara Schaller
J.K Gibson-Graham
Gerda Roelvink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리

전 환 과

질리언스와 지역공동체

전체사회

김동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혁신

도시와 기후변화

Abid Mehmood
Constanza Parra

정병걸(동양대학교) : 전환관리
이혁구(성균관대) : 권한부여 비판
사회혁신

조철민(성공회대) : 주민참여와 거

Len Arthur

과

버넌스

Flavia Martinelli

조희정(서강대) : 네트워크와 권한

Laurent Fraisse

권한

부여

부여
김태희(한국연구재단

선임연구원,

2015) : 과학기술과 사회연계 평
사회혁신
과 평가

가방법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

원) : 과학기술과 사회연계
박현우(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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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is Konstantatos
Dimitra Siatitsa
Dina Vaiou
Jean-Marc Fontan
Denis Harrison
Juan-Luis Klein

(6) 졸업생 향후 진로
❍ 사회혁신 전문 교육을 받은 대학원생들은 다양한 부문으로 진출할 수 있
음. 이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사회혁신 부문이 얼마나 성장하는가에 대
한 규모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향후
진로를 약속할 수는 없음. 하지만 사회혁신이 전체 사회의 다양한 부문
으로 확산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임. 대학원생이 졸업 이후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기본적
으로 (1) 공공정책생산 (2) 전문연구분야 (3) 지원연대분야 (4) 사회혁신
모델 창안 및 해당 분야 직접 참여 등 네 분야라고 할 수 있음.
① 공공정책생산
Ÿ

공공혁신 추진 관련 기관 거버넌스 매니저

Ÿ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혁신

전문

정책지원

혹은

(co-creation) 매니저
Ÿ

사회혁신 전문 공무담당자

② 전문연구분야
Ÿ

사회혁신 관련 민간연구소 연구원

Ÿ

사회혁신 관련 민간재단 혹은 단체의 연구원

Ÿ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연구원(소) 등 연구원

Ÿ

사회혁신 대학 연구소 연구원

Ÿ

사회혁신 전문 독립연구자

③ 지원연대분야
Ÿ

학생 육성 매니저(Student Incubator Manager)

Ÿ

다양한 중간지원조직 매니저

Ÿ

사회혁신 개발 및 교육 프로젝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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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산

Ÿ

사회혁신 컨설팅 관련 매니저

Ÿ

사회혁신 네트워크 구축 매니저

④ 사회혁신분야
Ÿ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혁신 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

Ÿ

사회혁신 프로젝트 컨비너, 퍼실리테이터, 캐탈리스트, 코디네이터

Ÿ

구체적인 사회혁신 프로젝트 자율 팀 구성을 통한 독립활동

3. 서울시NPO지원센터
❍ 일부 연구자들이나 기관들은 NPO가 사회혁신과 만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더 이상 NPO의 생존을 보장하기 힘들다는 말까지 하고 있음. 여
기엔 NPO가 처한 현재에 대한 위기의식이 담겨져 있음. 하지만 이는 확
인할 수 없는 말이며, 어쩌면 해로운 말임. 오히려 그 반대가 사실일지도
모름. 왜냐하면 사회혁신은 자신이 약속한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현재까지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했으며, 도출해낸 방법 또한 전체 시스템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거나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주
고 있기 때문임.
❍ 우리가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지 못할 때,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국면에 도달한 것은 사실. 그러나 그 방식이 현재 도출
되어 있는 사회혁신과 동일시될 어떤 이유도 없음. 사회혁신은 미래를
예시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 중 하나일 뿐이며, 지금까진 성공보단 실패
해온 모델임. 곧 사회혁신 그 자체의 실패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NPO의 위기를 해결할 가능성이 사회혁신에 있을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우리가 사회혁신에 대한 전 세계적
열광의 이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 핵심은 NPO와 사회혁신의 융합이 기존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낼 수 있는가 임. 만약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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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겐 또 하나의 실험을 위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셈임.

1) NPO와 사회혁신
❍ 사회혁신은 그 출발부터 언제나 NPO를 사회혁신의 유력한 주체로 바라
보며 자신의 체계를 구축해 옴. 왜냐하면 이들이 사회혁신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해왔고, 해야 한다고 그리고 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 그
이유 중 하나는 역사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인 것임
❍ 역사적인 것이란 NGO/NPO 등 시민사회가 전통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고, 그들이 자신의 철학과 방법, 기술을 사회혁신
이라고 부르든 부르지 않든 사회혁신의 중요한 원천 중 하나였다는 것임

❍ 또 다른 하나는 방법론적인 것인데, 사회혁신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부문의 협업 모델을 강조. 따라서 정부와 기업 부문과 독
립적으로 구별되는 그에 준하는 협업파트너가 존재해야만 하며, 이들의
결합 없이는 사회혁신의 체계가 작동하지 않음. 사회혁신은 한 부문의
독자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며, 현재 등장하는 문제가 그런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당 부문들은 모두 각자의 고유한
한계와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봄. 따라서 기업과 국가의 한계와 약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라도 그와 구별되는 동학을 지닌 또 다른 주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함
❍ 그럼에도 정부나 시장에 비해 NPO의 역할이 사회혁신에서 중요하게 부
각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이에 따라 NPO와 사회혁신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이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서 NPO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왔던 사회변화의 방법들과 사회혁신
이 가져오고 있는 방법들 사이의 긴장 관계도 존재. 한쪽에선 사회혁신
과 결합하지 않을 경우, NPO의 활동이 시대에 뒤쳐진 활동으로 남을 것
이란 불안감이 반대쪽엔 그 실체도 불분명한 사회혁신이 NPO의 활동영
역 자체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반대
가 동시에 존재. 물론 여기에 사회혁신이 신자유주의 거버넌스의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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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존재한다는 강력한 비판의식도 함께함. 이와 같은 긴장 관계에도
불구하고, NPO가 사회혁신 그 자체를 현 단계에서 완전 우회하기는 힘
들어 보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54)
Ÿ

NPO가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의 일부로 통합되는 경향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 비용을 줄이면서도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 도시정부 등은 영리단체보다는 비영리단체
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동료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을 채택하고 있음. 영리단체보다 사회적 책임의식이 강하고, 정부와 시
민의 중간에서 관료체계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것이라
고 보기 때문임.

Ÿ

그러나 이런 경향은 양면적. 하나는 정부의 정책수단 안으로 통합되거나
혹은 정부와 일치하는 시민사회를 만들어내면서,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아래로부터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음. 즉, 시민사회를
허약하게 만든다는 것임. 또 다른 경향은 정부와 NPO의 협력관계가 증
대되면서, NPO의 역할이 보다 확장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 곧
사회공학의 차원이 아닌 시민 스스로가 자신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정의
를 내리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역량을 강화하는 경로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것임.

Ÿ

단지 공공부문만이 아니라 시장부문 또한 새로운 유형의 사회서비스를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장과 사회를 통합하는 NPO의 영역
이 보다 확장될 가능성이 높음. 일례로 기업영역에서 현재 확산되고 있
는 CSI(Corporate Social innovation)의 경우, NGO/NPO를 자신의 협력파
트너로 맺는 것을 권고. 이를 기존 시장과 구별되는 “어떤 시장인가?”
라는 질문을 가진 시장의 유형이라고 본다면, NPO의 역할 정도와 비례
하여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시장을 상상할 수 있을지도 모름.

Ÿ

지역공동체와의 결합은 NPO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며, 다른 부문 주
체들이 가질 수 없는 장점. 그런데 지역과 NPO가 결합하여 새로운 모델
을 만들어내는데 일정한 한계. 바꾸어서 말한다면, 지역공동체와 결합하
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보임. 그런데
사회혁신은 다음과 같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함. “사람들의

54) 아래 내용의 일부는 다음 글을 참조했다. Helmut K. Anheier, 2013, “The Nonprofits of
2025”,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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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런 필요를 충족시킬 혁신적인 해결
안들을 찾아 재정적으로 유지 가능한 방식으로 이 해결 방안을 실현”
(만치니, 2016)할 수 있는 측면에서 NPO의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
는 것. 이는 물론 불확실한 주장임.
Ÿ

바꾸어서 말한다면, 전통적인 부문 간의 경계는 더욱 더 희미해지면서
융합영역(Hybrid)이 확장되는 추세가 강화. 이 과정에서 NPO는 ① 정부
와의 관계 조정 ② 시장과의 관계 조정 ③ 지역공동체와의 관계 조정이
라는 새로운 문제 및 ④ 불안정한 정부지원과 시장경쟁력의 약화, 자금
동원의 한계 등과 연결된 지속가능성의 문제라는 전통적인 문제를 동시
에 해결해야하는 국면에 진입. 이는 바꾸어서 말한다면, NPO가 과거의
공공성과는 다른 방향에서 우리 시대의 공공성을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만 하는 국면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

Ÿ

이런 일반적인 위기 외에도 한국 NPO들의 고유한 위기도 존재. 국내
NPO들이 직면한 최대 도전 과제 중 하나는 시민사회 영역 간 파편화/분
절화의 심화로 복잡성과 상호의존성이 심화된 사회문제 해결에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는 점. 이는 기존 전문성 중심의 NPO/NGO 운동에서 새로
운 단계로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음. 또한 문제제기 집단
으로부터 문제해결 집단으로 그 역할을 변경해야 한다는 압박도 큼. 바
꾸어서 말한다면 국가와 시장의 외부에서 요구의 정치(the politics of
demand)에 기반을 두었던 NPO가 국가와 시장 내부에서 그들과 융합하
여 창안의 정치(the politics of creation)를 하면서도, 강한 시민사회를 만
들어야 하는 매우 복잡한 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한 요구
를 넘어 대안을 직접 창안하고 모델링할 수 있는 능력이 게다가 이것이
전문가정치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 동료시민과 결합하여 창조하는 대안
생산능력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상.55)

❍ 사회혁신이 이러한 NPO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인지
는 불확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사회혁신이 필요하며 한정된
영역에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
Ÿ

무엇보다 NPO가 다루어야 하는 문제의 복잡성 증대와 불확실성의 폭발
로 인해, 이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회혁신을 고려해야 한다

55)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했다. 정선애, 2015.1.22.,“시민사회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역
할”, 대구시민센터 강의 PPT. 정선애는 서울NPO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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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장. 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NPO는 전통적인 방
식과는 다르게 일하면서 스스로 지속가능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야
함. 그럼에도 NPO는 다루는 의제나 영역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조직되는 경향이 있음.
Ÿ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정한 공통성이 존재. 게다가 전문영역별로
파편화되어 있음. 핵심은 이런 방식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다루기가 어렵고, 그 결과 NPO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더 축소
되고 있다는 것이 사회혁신에 주목하는 이들의 기본적인 고민. 특히 문
제의 복잡성 증가는 하나의 문제를 전체사회 안에서 바라보는 시스템 사
고와 리질리언스 사고를 요구하는데, NPO부문의 성장 과정이 이를 어렵
게 하는 조건 자체를 잉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임.

Ÿ

그러나 단지 NPO의 위기 때문만은 아님. NPO가 다른 공공부문이나 민
간기업부문에 비해 사회혁신을 우월하게 조직할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
지만, 그들만큼 또한 그들보다 장점을 지닌 사회혁신의 영역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임. 즉, 다른 부문에서 제공할 수 없는 NPO의 장점이 존재
하며, 이 때문에 NPO와 사회혁신의 결합은 그 자체로 융합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함. 그 핵심엔 NPO의 규모가 정부보다 작고, 시장보다 지역사
회와의 결합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존재. 그리고 바로 이것이 NPO가 현
대 거버넌스에 통합되고 있는 동일한 이유이기도 함. 지역의 문제를 발
견하고 이를 동료시민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정부나 시장보다
더욱 창의적인 사회혁신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를 통해 정부와 시장, 그리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를 새로운 각도에서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고민이 여기서 나옴.

❍ 그러나 현재 NPO와 사회혁신의 결합을 옹호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사회
혁신을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의 문제로 환원하
는 경향이 강함.
Ÿ

공공성과 자기재생산 문제를 결합시키는 NPO의 고유한 특성이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친화성이 높은 것은 사실. 또한 사업적 기업가 모델은 불
안정한 재정 상황 속에서 NPO의 기술/제품/서비스모델뿐만 아니라 비즈
니스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해야하는
가에 대한 안내 지도로 작동할 수 있음. 이는 NPO가 공공적/사회적 가치
추구뿐만 아니라 조직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만 하는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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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문제에 지속적으로 직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공공관리 패러
다임 속에서 NPO의 활동 및 성과에 대한 측정 문제가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기도 함(서정욱·김보경, 2015: 273). 이 때문에 해외에서도 NPO
와 사회혁신의 결합을 표명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NPO의 경영관리모델
과 사회혁신을 연결시켜 사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Ÿ

이런 관점에서 〈An introduction to social innovation for NGOs〉 보고
서에 의하면, NGO/NPO에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혁신의 유
형은 기본적으로 <표 7-5>에 보듯이 9가지로 제시(Bond, 2016: 5~8).

<표 7-5>NGO/NPO 관련 사회혁신 유형
번호/유형
1. 자금모델
(funding model)
2. 협업
(collaboration)

다른 수익모델 혹은 자금출처를 만들 수 있는가?

새로운 파트너와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는가?

3. 조직구조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의 인적/기타 자산을 새

(organizational structure)

로운 방식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4. 과정

다른 과정 혹은 새로운 과정을 통해 NPO의 활동뿐만

(process)

아니라 그 활동의 전달 과정 도한 변화시킬 수 있는가?

5. 서비스/제품

기존 공급하던 서비스/제품보다 더 효율적이고 새로운

(Service/product)

서비스/제품을 공급하고 있는가?

6. 서비스/제품 협력조정
(service/product
coordination)
7. 연결과정
(Commnunication
channel)

더 나은 영향력을 위해 함께 일하고 있는 다른 제품이
나 서비스와의 협력조정관계를 보유하고 있나?
조직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를 후원자나 그 서비스의 당
사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8. 브랜드

조직 그 자체뿐만 아니라 제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표현

(brand)

할 것인가?

9. 참여/개입
(engagement)

Ÿ

핵심 질문

후원자나 이해당사자를 어떻게 조직 과정 안으로 통합
하여, 참여를 확장하거나 그들의 역할을 육성할 것인
가?

사회혁신 접근 혹은 체계 안엔 분명 이런 질문들을 다루기 위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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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이 방법론들은 NPO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 안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렇
게 새롭지 않을 수 있음. 중요한 점은 이런 요소들을 새로운 관계로 묶
어 총체화하는 사회혁신의 문제의식 혹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Ÿ

그러나 사회혁신은 NPO의 경영관리 방법으로 환원될 수 없고, 그 본래
의 의미는 NPO와 사회와의 접합부문에서 동료시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새로운 철학과 이론,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있음. 그런 점
에서 사회적 기업가 정신으로 사회혁신이 환원되어 조직경영의 차원으
로 좁혀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사회혁신이 NPO에 기
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을 망각시킴.

2) NPO와 사회혁신 교육 과정 개발
❍ 사회혁신이 모든 문제를 다루는 데 유용한 것은 아님. 사회혁신은 기술
적 문제나, 분명한 행위계획을 도출해 내려거나, 혹은 양적자료분석이
개입한 문제나 판단의 근거가 매우 확실한 종류의 문제 혹은 반복적으로
처리하여 오류를 고쳐나가기 어려운 문제의 유형에선 효율적이지 않다
는 연구가 있음(The Bridgespan Group, 2014).
❍ 그러나 사회혁신이 일정한 장점을 지닌 문제의 영역이 존재하는데, 그것
은 말 그대로 ‘사회성’의 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는 구조를 지닌 문제라고 할 수 있음.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NPO
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표 7-6> 사회혁신 관련 NPO 역량 강화 교육 주제
번호
1
2
3

과목 주제
전환적 삶의 양식
통합적 사고
: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
유기적 협업 리더십
: 일하는 방식의 전환1

내용
- 변화하는 조건과 부상하고 있는 대안적 삶의 방식
에 대한 이해와 탐구
-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고방식의 훈
련
- 협력 및 동료시민과의 협업을 위한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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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4

공동생산과

사회혁신랩
: 일하는 방식의 전환2

4

사회혁신의 도구들
: 일하는 도구의 전환

- 사회혁신랩 방법론
- 공동생산 방법론
- 다양한 유형의 시각화 기술
-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
- 다양한 사회혁신툴키트

(1) 과목1 : 전환적 삶의 양식
❍ 전환적 삶의 양식 과목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전지구적이고 지역적인 변
화의 경향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런 경향 속에 내재된 위기와 도전, 기회
의 가능성을 함께 포착하여 대안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망
을 함께 구축해나가는 과목. 이 과목은 다음과 같은 두 부분으로 진행함.
① 경향의 이해: NPO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하는
5가지 요소들의 변화 경향을 교육.
ü 기후변화 :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임.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
에 적응하는 동시에 기후변화로 촉발된 전체사회의 전환을 위해 무엇
을 어떻게 고민하고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공
함.
ü 경제변화 : 한국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변화 동향을 파악. 현재 내부
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다양. 일각에선 더욱 나쁜 노동사회로 나
아가고 있는 징후가 있는 반면, 또 다른 일각에선 포스트자본주의로
의 전환 가능성을 고민. 이렇게 다양한 모순적 복합체로 존재하는 한
국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을 함께 독해.
ü 인구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평균연량의 증가는 전체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 또한 이 변화는 과거에는 경험하
지 못했던 다양한 사회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음. 인구변화는 전체사회
변화의 기본 동력임에도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충분한 주목을 받아 오
지 못했음. 인구변화 경향 파악을 통해 국가와 지역 수준에서 이에 대
응하는 방안을 모색.
ü 기술변화 : 정보기술통신혁명은 그 이전의 세계와 그 이후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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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전혀 다른 세계로 만들어내고 있음. 그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4
차산업혁명’안에 통합되어 있는 다양한 기술들의 변화, 속도, 범위
또한 우리들의 인식을 넘어서고 있음. 기술을 중심으로 현재 진행되
고 있는 변화의 메커니즘을 이해.
ü 사회변화 :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의 방향을 독해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
며 결과를 함께 예측.
② 전망의 구축: 사회혁신과 전환이 만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망’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 변화 경향에 대한 학습 이후, 바람직한
그리고 도달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전망을 구축하는 훈련을
진행.

교육방법 사례 ① Transformative Scenario Planning(TSP)
Ÿ

현재까지 사회혁신 네트워크에선 사회혁신의 방법론이 다원적 이해관계를 지닌 이
들 안에서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내는 데 일정한 유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TSP는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Ÿ

TSP란 다원적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이 모여 만들어나가는 바람직한 미래를 향
한 시나리오를 말한다. TSP 과정을 통해 현재 행위자들이 직면한 문제와 자신들이
구상하는 바람직한 미래 사이의 간극과 균열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공동행동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Ÿ

자신들이 직면한 상황을 함께 이해하면서, 그 안에서 가능한 행동을 발굴하고 함께
행동하려는 열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TSP는 교착 상태에 빠진 문제나 다원적 이
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장애 등에 직면한 NPO의 활동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

Ÿ

TSP 과정의 일차적인 목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와 역할을 통해 해당 시스템
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다. TSP 과정은 자기 자신의 변화를 통해 시스템의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동력을 얻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구성원 사이에 신뢰와 공감을 보다
더 강화한다(ASSAR, 2016).56)
ü Transforming Understanding: 시나리오팀은 현재 시스템과 그 안에서
의 역할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공통의 시각을 구성해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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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 Transforming Language : 시나리오팀은 전환의 시나리오를 위한 공통
의 언어를 발전시킨다. 그 언어들은 시나리오팀이 창출하고자 하는 바를 표
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언어와 이야기 혹은 서사를 담고 있어야 한다.
ü Transforming Relationship : 시나리오팀은 함께 일하면서 기존과는 다
른 관계에 열리게 된다. 이를 통해 팀은 신뢰를 구축하고, 기존보다 높은 서
로에 대한 공감능력과 함께, 다른 역할과 함께 일을 하는 역량을 강화한다.
ü Transforming Intention : 이해와 관계, 언어가 변화하면서, 시나리오팀
은 현재 공통의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동시에 다루어야만 한다는 보다 강력
한 문제해결동기를 갖게 된다.
ü

Transforming Actions : 이와 같은 모든 변화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행

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그들이 처한 환경을 변화시킨다.

교육방법 사례 ② Urban Transition Management(UTM) 실습
Ÿ

UTM은 도시체제의 전환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어, 많은 도시에서 실험 연구되는
있는 방법론이다. UTM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익힌다.

<표 7-7> UTM 실습 프로그램
주요 요소

활동

주요 성과물

겐트시 : 실제 사례

A. 전환관리 총괄
관리팀(Transition

-전환관리팀 구성

Team) 형성
-전환의 추진과정 및 계

B. 프로세스 디자
1. 준 비 단

인

계

C. 시스템 분석
D.
분석

주요

행위자

획 수립

-전환관리팀 : 환경부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분

공무원, 전환관리전문가,

석 수단 개발

외부 촉진자 등 구성,

(1) 시스템 분석수단

시스템 및 주요 행위자

(2) 주요 행위자 분석 및

분석, 모니터링 체계 수

갈등 요인 분석 등

립

-전환대상 설정
-시스템 분석
-전 과정에서의 주요행
위자 및 이해관계 분석

56) ASSAR, 2016, “What is Transformative Scenario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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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모니터링체계

수립

-전환 프로젝트 모니터
링 체계수립
-시스템 전환에 대한 의
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
는 선도행위자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

A. 전환협의체 형

(1) 총괄위원회로서의 전

성

환협의체
(2) 연구자, 정책경험자,
현장 경험 많은 실무자,
과학기술담당자,

총괄관

(대학과 시민사회네트워
크 우세)
-연계조직인 겐트 기후
연맹을 중심으로 기후협
의체, 기후워킹그룹 형
성

리팀으로 구성

2. 문제구
조화/비전
제시

-기후 핵심협의체 결성

B. 문제구조화

C. 우선순위 선정

-공통으로 인식되는 문
제와 변화 이슈 도출

-겐트시의 현재 상황과
미래 기후 중립도시로서
의 겐트에 대한 논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기

한 가치 기준의 우선순

후와 지속가능한 에저지

위 형성

이슈에 초점
겐트시 기후 중립 2050

D. 비전 형성

-공유된 비전 형성

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
수립, 내러티브 수립

A. 참여적 백캐스
팅과
3. 백캐스

전환경로의

정의

-비전달성을 위한 백캐
스팅과 전환경로 제시

팅/전환경
로

형성/

어젠다 설
정

4개 범주, 20개
어젠다로 전환경로를
구체화
- 지역의 부가가치
창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살기 좋은 겐트: 도시
녹지화와 수자원
네트워크 확장, 교통
개혁 등
- 에너지 도시ㆍ똑똑한
순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물질 순환
- 시민성: 지속가능한
도시를 향한 활발한
활동

-각 전환경로별로 주요
어젠다 설정 및 행동방
B. 어젠다 형성과
행동방향 제시

향 제시
(1)

전환경로별

플랫폼

(분과위원회) 구성
(2) 주요 어젠다 설정 및

전환경로와 관련된
참여자 추가
Ÿ 각 전환경로별 리더
선발 후 하위그룹의
구체적인 어젠다 및
행동방향
설정

시범사업 내용 구성
4. 전환실

A. 비전, 경로, 의

험과 실행

제에

대한

서사

- 대중의

인식제고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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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기후포럼(Climate
Forum)을 개최하고
전환협의체가 참여하여

(1)
확산

전환비전-경로-어젠

다-실천의 효과에 대한
내러티브 정리 및 확산

B.

이해당사자연

-네트워크 확대 및 전환

합 형성 및 네트

실험 포트폴리오 구성 :

워크 확대

전환실험의 구체적 설계

C. 전환 실험 수
행, 정책과 프로젝

-전환실험 수행

트 수행

도시
전환 실험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협의체 비전을 알리고
지원을 받기 위한 ‘전환
매거진’ 발행
Ÿ 협의체 내 다양한
네트워크를 공지
9개의 의미 있는 전환
실험 성과

A. 방법과 프로세
스에 대한 참여평
5. 모니터
링과 평가

가
B.

비전과

전략

성찰

-방법론 변화 및 교훈

-비전조정과 전략변화

C. 인터뷰 모니터

-학습과 추진과정에 대

링

한 성찰

(2) 과목2 : 통합적 사고
❍ 통합적 사고에선 문제를 진단하고, 그 문제에 접근해 나가기 위한 다양
한 사고 방법을 교육. 문제를 진단하고, 질문의 틀을 구조화하는 것은 사
회혁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 질문을 벗어난 답을 찾는 것이 불가능
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통합적 사고 교육은 두 단계로 이루어짐. (1) 첫 번째 단계는 디자인 싱
킹, 시스템 싱킹, 리질리언스 싱킹과 같이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의 방식
을 배우는 것이고 (2) 두 번째 단계는 이를 실제 문제 정의와 질문 구조
화 과정에 적용하는 것. 이 단계는 조사와 연구, 관찰 등과 같은 전통적
인 방법 또한 포함.

(3) 과목3 : 유기적 협업 리더십
❍ 모든 유형의 혁신 과정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은 계속 부각되어온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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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요소 중 하나. 사회혁신 또한 리더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협업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을 통해 집단적인 혁신 과정을
창출하는 데 관심이 있음.
❍ 그러나 사회혁신은 일반적인 경영이론에서 제기하는 협업리더십의 관점
이 아니라, 에치오 만치니가 “사회적 영웅 없는 사회혁신”이라고 말했
던 바로 그 관점, 곧 문제의 당사자가 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주체로 부
상하는 과정의 창출에 기여하는 형태로서의 협업리더십에 관심이 있음.
사회혁신 네트워크 내부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사회혁신랩을 운
영하는 모델들이 존재하고, 그 혁신 과정의 가속화를 위해 위계적이고
명령적인 방법으로 일순간에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방법론을 택하는 사
회혁신랩도 존재. 관습적인 방법은 관습적인 권력관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권위를 동원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 그러
나 사회혁신 네트워크에서 이는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며, 일반적으론 문
제 제기 집단 내부에서 문제 해결의 의지를 갖는 집단과 개인 곧 유기적
리더십이 구축되고, 이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한 방법론에 관심을 갖고
이를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유기적 협업 리더십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표
7-8>에서 보듯이 ① 주최자(convener) ② 촉진자(facilitator) ③ 촉매자
(catalyst)라는 기본적인 3요소로 구별될 수 있음.57)

<표 7-8> 협업리더십 구성요소
주최

촉진

촉매

convener

facilitator

catalyst
행위자들이 자신만의 편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불러

당면한

모아

기존

위한 과정 전체를 설계하

생각하고

않는

고, 이를 지원 및 관리하는

해결책을 개발하고 구현할

활동

수 있도록, 적절한 장애를

갈등적이거나

방식으로

해결되지

문제를 다루는 활동

문제를

해결하기

영역을 벗어나, 창의적으로
새롭고

대담한

만드는 것

57) 이에 대해선 장훈교(2017b), Eva Sørensen and Jacob Torfing(201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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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목4 : 사회혁신 공동생산과 사회혁신랩
❍ 사회혁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유의 접근방법을 체계화하고 있으
며, 그 대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것이 ‘사회혁신랩’(social innovation
lab).
❍ 사회혁신랩의 방법론이 NPO와 어떻게 결합하는가는 다양한 조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을 완전하게 예시할 수는 없지만, 사
회혁신이 경영이론과는 다른 각도에서 NPO의 활동과 어떻게 만날 수 있
는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나의 경로를 보여줄지도 모름.
❍ 또한 사회혁신랩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론이 공동창안의 방법론임.
사회혁신은 동료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찾고자 하기
때문. 특히 사회혁신랩은 전략적 계획과 평가에 기반을 둔 NPO 경영모
델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 될
수도 있음.58) 이 과목은 사회혁신랩과 공동창안의 방법론에 근거해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

① 사회혁신 공동창안
공동생산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을 배움. 공동생산론의 핵심은 다원적 이

Ÿ

해관계자들이 1) 전망의 공유 2) 문제 해결을 위한 교차적 시각의 구성
3) 이를 통한 새로운 문제 정의 4) 협력방안의 도출 과정을 디자인하는
것임
교육방법 예시 ① U-process
Ÿ

[U-프로세스]는 오토샤머의 책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가 국내에 번역 소개된 이
후, 변화를 만들어낼 방법을 찾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회혁신은 문제 해
결 과정에 참여하는 이들의 집단적 능력을 문제 해결 과정 자체 안에서 강화시켜야
만 하는 과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게임을 통한 사회혁신을 시도하는 디지
털 사회혁신에서 가장 잘 확인된다. 문제해결자로서의 게이머들은 게임을 통해 반
복적으로 문제와 조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이런 과정 없이
문제 해결의 가속화도 없다.59) 이런 문제는 사회혁신 일반이 직면하는 문제이다.

58)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하자. Paul Carttar, 2014. 3. 21, “Strategic planning and
evaluation: Tools for realizing results”,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SS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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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U-프로세스]는 이와 같은 집단적 능력 향상과 사회혁신의 공동생산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제이다. 특히 [U-프로세스]는 내면
과 활동을 연결하기 위한 방법론이라는 특성을 지니는데,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5단계의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60)
ü

같이 시작하기(co-initiating) : 이 단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의 말과 우리의

삶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멈추어 서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문제
로 다가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와 마이크로시스템을 구축한다.
ü 함께 관찰하기(co-sensing) : [U-process]는 대상에 대한 관찰 혹은 대상에
게 열려 있는 능력의 부재가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대상을
깊고 명확하게 보기 위한 훈련을 요구한다.
ü 함께 있기(co-presensing) : 대상을 함께 깊이 인식하고 난 이후에, 자신과
집단이 그들의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능력과 만나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
이 창출되어야 새로운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ü 함께 창안하기(co-creating) : 분석적 통찰의 방법과 달리 원형 제작 방법이
중요하다. 함께 원형을 제작하고, 그 원형과 현실의 상호작용을 파악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ü 함께 발전하기(co-evolving) : 만들어진 원형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과 함께 공동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서 원형에 접근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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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예시 ② 인간 중심 디자인(Human centered design)
Ÿ

HCD는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방법으로 1) 전문가 2) 동료시민간의 협
력을 통해 문제에 접근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시 동료시민과 결합하는 대안
적 모델을 제시

② 사회혁신랩
Ÿ

NPO와 이와 같은 사회혁신랩이 만나는 방법 중 하나는 NPO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혁신랩으로 작동하는 것임. 곧 NPO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실처럼 작동하는 것.

Ÿ

그 방식은 각 조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 이런 예시가 현재
NPO 내부에는 실험의 정신이 부족하다거나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 부재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님.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노력들
을 보완하거나 증진할 수 있는 철학, 과정, 방법론의 체계를 사회혁신이
종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런 노력들이 NPO와 만났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함께 탐구해볼 이유가 있다는 것.
이런 상상은 NPO의 활동에 다음과 같은 세 지점에서 의미가 있음.
ü 조직 문화 : NPO 활동과 사회혁신랩이 만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변화의 하나는 조직 내부에 복잡한 문제를 기존과
는 다른 방식으로 대면하고 풀어가려는 민주적 실험주의의 문화
가 정착되는 것. 물론 현실의 문제가 모두 실험을 통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민주적 실험주의 문화가 모든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그러나 민주적 실험주의 문화는 관습적
인 방식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
서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구조를 조직 내부에 안착시키

59) 이에 대해선 장훈교(2017c)를 참조하라.
60) 이 부분은 이명호(2013)의 슬라이드 “혁신을 이끄는 U 프로세스”를 참조했다. 출처는 다음
과 같다. https://www.slideshare.net/MyunghoLee/u-20655474. 그러나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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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핵심적임.
ü 경계의 횡단 : 사회혁신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경
계를 넘어 횡단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구성이 필요. 물론 이 조건
을 갖춘다고 하여 사회혁신랩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기
본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사회혁신랩은 NPO 활동가들이 영역을
넘어, 공동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을 조직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실험실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문제부터
전체사회의 전환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한국NPO의 협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지도 모름.
ü

문제의 해결 : 무엇보다 사회혁신랩은 NPO의 문제가 아니라
NPO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동료시민들과 풀어나가는데
집중하도록 함. 또한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공하려고 노력
하고 있음. 물론 그 방법론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임. 또한 방법론을 활용하는 집단과 개인의 역량 차
이가 그 결과와 성과의 차이를 야기. 그럼에도 사회혁신랩은 NPO
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빠른 원형 제작
을 요구하고, 그 원형이 동료시민들뿐만 아니라 기존 사회관계 안
에서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
려줌

사회혁신랩이란?
Ÿ

일반적으로 ‘사회혁신랩’이라고 불리는 랩은 하나의 팀 혹은 그룹. 규모는 매우 다
양하며,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이름도 제각각. 또한 사용하는 방법도 랩마다 상이함

Ÿ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회혁신랩’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통성이 존재
하는데, 그 핵심은 실험적 방법을 통해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데 있음. ‘사회혁신랩’(social innovation lab)은 혹은 때로 ‘사회실험
실’(social laboratory/social lab)이라고도 불림.

Ÿ

사회실험실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 해결책을 혁신시키는 데 초
점을 맞춘 실험실. 과학자들의 실험실이 과학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기술실험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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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하듯이, 사회실험실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찾음.61)
이와 같이 ‘사회혁신랩’이라고 불리는 팀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공통적으로 보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NESTA, 2014: 6).
ü 다루고자 하는 주요문제, 우선순위, 과제 등 조사 및 정식화
ü 해당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상의 개발
ü

해법의 실험 및 원형제작(prototyping)

ü

더 큰 규모의 영향력 창출 혹은 체제변화로 나아가기 위한 경로 생성

(5) 과목5 : 사회혁신의 도구들
❍ 사회혁신은 한 영웅적 개인의 혁신이 아니라 팀 혹은 동료시민들과의 협
력을 통한 문제 해결 방식을 지향하면서, 동료시민들과 결합하기 위한
다양한 보편적 도구를 개발하고 있음. 이 도구들은 사회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알려주지만 이를 습득하는 데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
❍ 사회혁신의 보편적 도구들은 긍정적인 활동을 만들어내는 효과를 낼 수
도 있지만, 그 일차적인 역할은 관습적인 방식을 넘어 다른 방식으로 일
하는 방식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음.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도구들은 매우 많으나 그 중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
<표 7-9>와 같음.

<표 7-9> 사회혁신도구 과목의 예
번호
1

도구
아이디어

아이디어 경합

설명
공동체에 문제를 개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1) 이상의 내용은 다음을 참조했다. Zaid Hassen, 2014.11.12., “What are social
(innovation) Labs, and why should you care?”, 《The Bridgespan Group》, Homepage
bridgesp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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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모아내는 방식 중 하나이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는

데,

1일

핵커톤

(hackathon)부터 몇 달에 걸친 행사로 기획할 수
구축

idea
competitions

있다. 일반적으론 참여자를 초대하고 그들의 경합
을 조직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진
행된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경합이 아니라 참여
자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
가 보장되고, 이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가 결합된
다는 점이다.62)
혁신순서도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

혁신 순서도
2

innovation
혁신

flowchart

미리보기

떤 기회가 있으며 무엇을 해야하는지 파악할 수

계획하기

력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효율적으로 정의하도

Evidence

록 하고, 그 결과와 영향에 대해 계획하도록 돕는

planning

도구이다.64)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 중 하나이지

SWOT 분석

만, 사회혁신에서도 SWOT은 프로젝트의 계획을

비즈니스 모델

보다 분명하게 발전시키는 데 유용하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종이 한 장에서 학습자가

캔버스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바라는 것 그리고 이를 둘러

혁신

business

싼 다양한 조건을 적시하고, 이를 통해 한 눈에

계획을
명료화하

model canvas
협력관계 구축

는

맵

도구들

building

4

partnership
map
배움순환도

7

8

원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고, 자신들에게 어

명확한

3

6

록 돕는 도구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어떤 자

있게 된다.63)
명확한 계획하기 도구는 학습자들이 이루고자 노

도구

5

필요한 다양한 요인들을 기획하고 점검할 수 있도

learning loop
우선순위
도구들

변화의 이론
theory of
change

경영과 전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학습자나 학습자가 속한 조직은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사회혁
신 프로젝트는 다른 조직 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이의 구상을 돕는 도구이다.
이 도구는 학습자가 지금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왔
는가를 알려주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를
찾도록 알려주는 도구이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경로를 구체화하도록 돕는 도구

관계
9

10

집단

목표 집단

학습자의 프로젝트가 도달하고자 하는 집단을 명

분석

target group

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도구
아이디어

창의적 워크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연관된 다양한 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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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11

생산
도구들

12

workshop
생각하는 모자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워크숍 도구
팀 구성원들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도

thinking hats

록 돕는 도구들
걷기는 전통적인 아이디어 생산의 도구였다. 걷기

걷기

의 철학을 사유의 발전과 연결시키는 도구들을 배
운다.

실험과
13

개선
도구들

프로토타입
실험 계획

다양한 각도에서 프로토타입에 대한 피드백을 받

prototype

아, 프로토타입을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

testing plan

지속과
14

15

16

성장을

확장계획

위한

scaling plan

도구
지역자원
조사

지역평가

사회적

시각화

디자인

visualization

프로젝트를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도록 돕는 도구
팀 혹은 개인이 지역의 자원배치를 파악할 수 있
도록 돕는 도구들
문제와 잠재적 해결책의 시각화를 돕는 도구들이
다. 시각화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3자 협업 요약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사회혁신 협업교육 방
안 (From learning to Lab)

❍ 3기관의 협력을 통해 [연구-교육-실험]이 융합된 도시서울의 사회혁신 교
육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성하는 실험을 진행.

❍ 협력방안1 :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혁신 특성화 과정 공동운영
62)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WE THINQ, “Idea challenges”, wethinq.com
63)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NESTA, “innovation flowchart”, diytoolkit.org
64) 이에 대해선 다음을 참조했다. NESTA, “Evidence Planning”, ditytollki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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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전체 운영주체 : 3기관 공동운영위원회

Ÿ

공통과목 :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위탁운영

Ÿ

선택과목 : 서울NPO지원센터와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사회혁신과
각 부문과의 접합을 실험하는 교육 진행

Ÿ

교육인증 : 3기관 공동인증

❍ 협력방안2 : 사회혁신 아카데미 공동운영
Ÿ

전체 운영주체 : 공동운영위원회(3기관 + 기타 협력기관)

Ÿ

공통과정 : 사회혁신리서치랩에서 책임 운영

Ÿ

선택과정 : 각 협력기관 별 운영
(1) 서울NPO지원센터 : NPO와 사회혁신 과정
(2)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 공공혁신과 사회혁신 과정

Ÿ

지정과제 Workshop : 사회혁신리서치랩과 서울혁신센터 협업

○ 협력방안3 : 사회혁신랩 프로젝트 공동관리 및 발전제도
Ÿ

목적 : 사회혁신 아카데미 및 대학원 교육과정에서 생산된 프로토타입을
사회혁신랩의 방법을 통해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공동관리 및
발전제도 구축

Ÿ

기본 구상
(1) 3기관 공동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게임 진행
(2) 유망한 프로토타입 발굴 및 이를 지원
(3) 사회혁신랩의 결과 유형에 따라 3기관의 지원 프로그램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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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3자 기관 사회혁신 교육 협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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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1)
사회혁신 특성화 교육과정 수요조사 결과
Ÿ

총 조사대상 : 3개 기관 이해관계자 리스트 8,000여명

Ÿ

응답현황: 382명 (7월 18일 오전 9시 기준)

1) 사회혁신 전반에 대한 질문
❍ 사회혁신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을 복수응답으로 최대 4개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결과,

질문 16. 사회혁신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문장은 무엇입니까? (최대 4개까지 선택가
능)

Ÿ

‘사회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78%)’이 1
순위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새로운 시도, 끊임없는 실험
(46.6%)’이 2순위로 나타남. ‘오래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법
(45%)’이 근소한 차이로 3순위를 차지함.

Ÿ

다음으로 ‘시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39.3%)’,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35.3%)’,
‘섹터(정부, 기업, 시민사회)간 협력(33.8%)’, ‘일상의 변화(20.2%)’,
‘새로운 과학기술 활용(12.8%)’, ‘마을공동체의 회복(10.5%)’, ‘서
울시

사회혁신

정책(여성안심귀갓길,

올빼미버스,

인)(8.6%)’, ‘새로운 일자리 창출(6.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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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디자

Ÿ

기타 사회혁신에 관한 의견으로 ‘사회혁신의 필요성은 사회적 난제 그
자체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체들의 대응 방식에 한계가 있
다는 것에서 발생함’, ‘현재 정책이나 문화 내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실마리를 찾아나가야 함’ 등이 제시됨.

❍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
요하다.’라는 문장에 대해 응답자중 단 6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동의
하는 것으로 나타남.

질문 17. 현재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사회혁신적 접근이 필요
하다.

❍ 사회혁신과 자신의 일의 관련성에 대해서 응답자 중 약 83%가 자신이 하
는 일이 사회혁신과 관련이 깊다고 답하였음.

질문 18.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혁신과 관련이 깊다.

❍ 응답자의 약 83%가 주변에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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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9. 내 주변에 사회혁신에 관심이 있어나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
다.

2) 사회혁신 교육과정 관련 질문
❍ 이전에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대해 58%
정도가 참여해 본적이 없다고 밝혔음.

질문 5. 이전에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해 본 적이 있다.

Ÿ

이전에 사회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응
답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해보니, 64%는 참여했던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만족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6%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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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1a. 이전에 참여했던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이 만족스러웠
다.

Ÿ

실제 사회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응답
자들 중 프로그램에 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그룹에게 만족하였던 구체적
인 이유에 대해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결과, ‘교
육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가 65.7%로 1순위를 차지했
고, 그 다음으로 ‘교육을 통해 사회혁신과 관련된 관심이 높아졌다
(53.9%)’, ‘교육 내용이 나의 활동에 도움이 되었다(50%)’, ‘교육을
통해 관련 전문가들을 알게 되었다(32.4%)’,‘교육을 통해 현장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다(28.4%)’ 순으로 나타남.

Ÿ

사회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이 ‘사회혁신의 필요
성에 대해, 그리고 그 한축으로써 민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반복적으
로, 발전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기타 의견이 있
었음.

질문 5-2a. 프로그램 참여시 만족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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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반면, 실제 사회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응답자들 중 프로그램에 불만족하였다고 응답한 그룹에게 불만족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결
과, ‘교육 내용이 현장과 괴리되어 있었다’가 56.7%로 1순위로 나타
남. 그 다음으로 ‘교육 내용이 기대와 달랐다(40%)’, ‘교육이 일방적
인 정보전달의 방식이었다(35%)’, ‘교육 내용의 정보와 지식전달 내용
이 부실했다(33.3%)’, ‘교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같은 3위
를 차지했음. ‘교육이 일방적인 정보전달의 방식이었다’, ‘교육 효과
가 미흡했다’와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가 각각 21.7%,
‘강사의 전문성이 부족했다(20%)’, ‘교육비용이 많이 들었다(8.3%)’
순으로 나타남.

Ÿ

기타의견으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좋았는데 최소한의 여건
이 보장되지 않았다’, ‘준비시간이 짧았다’, ‘교육내용이 새롭지 않
았다’ 등이 제시됨.

질문 5-2b. 프로그램 참여시 불만족스러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
택 가능)

Ÿ

사회혁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참여한 경험이 없는
대상에게도 참여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최대 3개까지 복수응답 할 수
있도록 질문한 결과, 제일 큰 이유는 ‘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71.8%)’로 나타남. 비슷한 맥락에서 ‘교육 받을 기회가 없었다
(62.7%)’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교육 받을 시간
이 부족하다(28.2%)’, ‘교육의 내용이 흥미롭지 않았다(21.4%)’, ‘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다(14.5%)’, ‘교육비용이 적정하지 않았다
(7.7%)’, ‘교육 장소가 멀었다(7.3%)’ 순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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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기타의견으로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가 제시됨

질문 5-1b. 이전에 사회혁신 관련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으신 이유
는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 사회혁신 교육과정에 대한 수강의향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
(91.4%)이 교육과정을 수강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음.

질문 6.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생기면 들어볼 의향이 있다.

Ÿ

교육과정을 수강한다고 하였을 때, 선호하는 형태를 질문한 결과, 응답
자 중 46.6%는 특강, 워크숍, 세미나 등 단기 강좌를 가장 많이 선호하였
으며, 그 다음으로 전문가 양성과정, 사회혁신 기관 운영 아카데미
(30.9%), 대학/대학원 내 수료증 과정 등 교육 인정과정(13.4%), 대학원
학위과정(5.2%) 순으로 나타남.

Ÿ

이 외 기타 의견으로 ‘일방적 정보전달이 아닌, 참여자끼리 대화하고
함께하는 활동이 많은 방식이 좋다’, ‘단기강좌와 장기강좌 둘 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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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진행’, ‘인증과정이기보다 교육과정 자체가 네트워킹의 과정이 되
면 좋겠다’, ‘현장 연구형(참여형) 실무 프로그램’, ‘교육과정으로
접근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함’,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공무원 각각의
과정으로 공무원을 필수 연수, 시민과 활동가는 별도의 아카데미’,
‘단기 강좌 수강 후 교육인정과정 선택’, ‘미션중심의 문제해결과
정’, ‘공통관심사 도출 및 공감대 형성 후 작은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협업경험’, ‘간단한 강좌와 참가자들이 풀어가는 혁신교육’,
‘온라인 수강 등 열린 형태의 수업’, ‘자격증이나 대학 내 과정은 아
니더라도 최소 4~8주차 과정’, ‘실무자들 실습과정’등이 있었음.
Ÿ

기타의견을 종합한 결과, 조금 더 유연한 교육 형태를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을 통해 이론적인 내용보다는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는
경험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질문 7. 사회혁신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면 어떠한 형태를 선호하십니까?

Ÿ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면, 어떠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44.5%가 ‘사회혁신 분야 관련 네트워크 확장’으로 가장 많
이 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회혁신에 대한 이해도 향상(38.5%)’,
‘개인적인 문제 해결 능력 향상(8.4%)’,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
(7.1%)’, 순으로 나타남. 기타의견으로는 ‘협업을 통한 문제해결의 긍
정적인 경험’, ‘사회혁신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 향상’, ‘전문성을
가지고 사회혁신 활동을 할 수 있다’ 등으로 교육이 현장의 문제를 해
결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127

질문 8. 사회혁신 교육과정을 수강한다면 어떠한 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으십니까?

3) 사회혁신 교육과정 핵심주제 관련 질문
Ÿ

설명된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
(91.6%)가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음.

질문 9. 제시된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Ÿ

개발된 사회혁신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시된 사회혁신 교육
과정이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약 87%가
자신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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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 제시된 사회혁신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의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Ÿ

개발된 사회혁신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생긴다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지 물어본 결과, 응
답자 중 약 87%가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

질문 11.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혁신 교육과정이 생긴다면 주변에 추천하고
싶다.

Ÿ

개발된 사회혁신 교육 내용에 대한 피드백으로,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본인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
자 중 약 85%가 참여할 의사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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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 제시된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

Ÿ

제시된 교육과정 중 수강하고 싶은 과정 3개를 선택하도록 하여 과정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공공혁신과 사회혁신’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뒤이어, ‘사회혁신과 공동체(50%)’, ‘사회혁신 공동생산 방법
론(41.9%)’,

‘시장혁신과

사회혁신(33.8%)’,

(26.7%)’, ‘사회혁신과 성찰적 평가(24.1%)’,

‘전환과

사회혁신

‘사회혁신 개론

(19.6%)’, ‘변화의 서사(18.1%)’, ‘사회혁신과 권한부여(16.8%)’,
‘원형제작(15.2%)’ 순으로 나타남.

질문 13. 제시된 사회혁신 교육과정들 중 수강하고 싶은 과정은 무엇입니까? (세 개
를 선택해 주세요)

Ÿ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주제에 대한 기타 의견으로 이론 중심에 대한 문
제제기가 주로 나타남. 응답자들은 기타의견으로 사례와 현장 그리고 경
험 중심의 교육이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다소 높게 나타남.

Ÿ

실천적 방법으로 ‘세대 간 소통’, ‘IT 개발자와 팀을 구성하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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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경험’,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문제해결 경험’, ‘민·관 협업경
험’,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혁신’ 등이 제안되었음.
Ÿ

민주주의와 관련된 ‘인권’, ‘성평등’, ‘성소수자’, ‘집단지성 실
현방도’, ‘다양한 의견 조율 방법’ 등 다양한 주제들도 제안되었음.
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사회혁신’에 대한 제안도 눈에 띄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성찰과 관련된 ‘도덕성 회복’
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4) 응답자 기본 정보
Ÿ

응답자의 약 53%는 여성, 46%는 남성임

Ÿ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45.5세로 나타남. 연령대로 나누면, 20대(20~29세)
는 11.3%, 30대(30~39세)는 30.8%, 40대(40~49세)는 33.4%, 50대(50~59세)
는 20.0%, 60대(60~69세)는 4.0%, 70대(70~79세)는 0.5%로 나타남.

Ÿ

응답자의 직업을 물어본 결과,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비
율이 26.2%로 가장 높았음. 다음으로 ‘중간지원조직(14.4%)’, ‘사회적
경제(11.3%)’, ‘학계(10.5%)’, ‘사기업(9.4%)’, ‘공기업(5%)’, ‘정
부(4.7%)’ 순으로 나타났음. 기타 응답자들의 직종이 다양하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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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주로 ‘서울(67.5%)’ 과 ‘경기(19.4%)’지역으
로 나타남. 기타 지역 응답으로는 전북지역 8명, 강원과 대전지역 각각 7
명, 충남과 부산지역 각각 6명, 광주지역 4명, 충북지역 3명, 경남, 대구,
제주지역 각각 2명, 경북지역 1명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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