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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질문합니다 

점점 심해지는  

지역 격차를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여성도 안심하고 

밤길을 다닐 수  

있을까?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까? 

턱없이 부족한  

장애인 교육시설을  

어떻게 확충할까? 

우리 동네 비어있는 

빈집들을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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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 

변화를 주도합니다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아무도 하지 않았던 V자 점프를 시도하여  

모두를 놀라게 한 스웨덴의 얀 보클레브Jan Boklö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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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 HOW FOR WHAT 

일하는 ‘방식’의 전환 

‘과정’ 

지속가능한 문제해결 

민간역량 향상 

사회적 가치 내재화 ： 





#생산과 소비는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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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과 도시,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값에 물품을 주고받으면서 

생산자는 소비자의 생명을, 소비자는 생산자의 생활을 책임집

니다. 

소비자 생산자 
안정적 구매자 확보 

안전한 먹거리 

출처: 한살림 30년 백서 



시장을 바꾸다 

대형 유통업체에서도 친환경 먹거리,  

생산자와의 교류를 중시하기 시작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의  

조합원 및 매출 증가  

출처: 2016-hansalim-story Together Again And 
Fre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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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에서 동료로 
빅이슈(Big Issue)는 노숙인에게 잡지 판매를 통

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사회적기업입니

다. 

출처: 빅이슈 코리아 12 



연민에서 연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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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큐슈를 변화시킨  

마을 부녀회 

기타큐슈의 ‘36마을 부녀회’는 어느날 빨래가 오염된 것을 보고 

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조사 방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2

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전시와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알

리자 점차 공해 문제는 지역의 중요한 문제로 확대되기 시작합

니다. 

출처: 한겨레 신문 ⌜폐자동차 해체해 99% 재활용…버릴게 없는 일본 ‘마술공장’⌟ 

지역의 문제 일상의 문제 



협치로 이룬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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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정, 기업이 힘을 합쳐 20여년 간 

약 1조 1600억원 투입 

‘죽음의 바다’였던 기타큐슈  

도카이만엔 100종류 이상의  

어패류가 돌아왔다. 

2.9㎢인 여의도 7배 면적의, 

 폐자동차 해체해 99% 재활용하

는 ‘마술공장’ 에코타운이 설립

되었다. 

행정 관청 

시민 기업 

그 후, 기타큐슈는… 

출처: 한겨레 신문  ⌜폐자동차 해체해 99% 재활용…버릴게 없는 일본 ‘마술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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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민주주의로 

독산4동은 ‘골목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주민들 간의 지지와 격려로 

행복한 마을’ 등을 기조로 주민 주도의 생활문제 해결 실험을 시도한 마

을입니다. 

동주민센터가 주민들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참여하여 마을을 변화시킨 사례입니다.  

출처: 서울미디어메이트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밀집되

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던 독산4동 

최초의 민간인 동장과 

활발한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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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에서 공유로 

사람 중심의 골목 공유할수록 넓어지는 주차공

간 

거주자 우선 주차공

간 

공유 주차공간 

낮에는 비워두는  

주차 공간을 이웃

과  

나누게 되어 좋아

요.  

주차공간이 넉넉해 

불법주차하지 않아

도 되어 좋아요. 

어린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골목 

공유의 문화가 살아있는 골목 

주민이 직접 

변화시키는 골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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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