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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공간 확보 : 자치단체 소유 토지, 건물 

지역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 구성, 공동논의 

지방비 50% 매칭 : 추경 심의, 의결 

집행근거 마련 : 조례 제정 (표준조례안 3월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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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

•문제당사자 
•이해관계자

   다양성 + 연결 기반 
새로운 방법, 절차

•다양한 분야 참여, 협력 촉진 + 주선 플랫폼 
•/ 문제정의 → 아이디어 발산 → 빠른 검증 /

  지역사회문제 
근원적 해결 지향

•사회적 난제, 미충족된 사회적 필요 
•/ 지속적 시도 → 규모화 → 제도개선 /

사회혁신 정의

WHO HOW WHAT



과정

장치 업

업의 개념

�기능재�����_다양한 지역문제가 발견·정의 되지 못하고

�경험재�����_감각경험으로 제공되는 문제해결 프로세스 없고

소통협력공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

�상징재�����_사회혁신을 상징하는 공간이 즉시 떠오르지 않는다

설계업

Brand Concept



주민 주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습 · 실험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연결공간이 필수적입니다. 

잘 연결하기 위한 
과정설계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에 왜 필요한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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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명확한 문제정의
B.�아이디어 발산 C.�빠른 검증 · 반영

사회혁신도서관�
사회혁신홍보관�
입주공간

구역형(Cluster)

코워킹�스페이스

시제품�창작소�:�3D�Print,�CNC,�고속인쇄기�등�
교육장�:�데모데이�등�각종�행사�개최�
야외공간�:�장터,�전시�등

: 거리, 마을 등 특정구역 
  중심으로 조성 예시

지역수요 따른 
특화공간 조성

소통협력공간 x 메이커스



지역문제 생활실험 지원
3

사회혁신 
연구 &  
아카이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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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협력공간

[ 리빙랩 프로젝트 ]

사회혁신 
저변 확대

4 •홍보 
•아카데미 
•법, 규제 등

혁신과정 기록   

지역문제은행 
  

지정과제 제안 입주형 
혁신활동 
지원

혁신공간 조성  
혁신문화 정착

1



주민 주도 시대 물리적 토대 
다양성-연결 주선/촉진 매개체

네트워크 위의 네트워크 
Connected Difference theory

혁신 위한 공간문화 
닻내림 효과 Anchoring effect

하부

상부

입지 선정 + 공간 조성 
  향후 지역 내 사회혁신 랜드마크 안착 가능성 
  사회혁신 3단계 주요방법론 맞춤형 공간 설계

소통협력공간

다양한 분야 혁신주체 교류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NPO, 문화예술, ICT, 기업 
  금융, 연구소, 중간지원조직, 단기프로젝트팀 등

신뢰 + 협동 일어나는 조직구조 
  협동 일어나는 기본원리, 지역특성 반영한 경험여정 설계 
  행동경제학 기반한 행동규범, 조직전통, 리츄얼(의식) 정착

사회혁신 클러스터

혁신공간 · 문화 조성1



아이디어

명확한 
문제정의

빠른 검증 
 · 반영

 발산

해결 실마리 아이디어 
최대한 ‘창발’ 할 수 있는 
다양성 + 연결 프로세스

빠르고 저렴한 ‘시각화’ 
사용자 테스트 프로세스

진짜 문제 발견 · 공감 
‘재정의’ 프로세스

A

B
C

지속

규모화

시스템 
전환

사회혁신�나선형�모형�
The Six Stages of Social Innovation

혁신공간 조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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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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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요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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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연결점

더�큰�규모

더�높은�다양성

무어의 법칙 Moore’s Law 
_PC 성능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한다(네트워크 연결기기 양적 증가)

카오의 법칙 Cao’s Law 
_창조성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다양성에 지수함수로 비례한다

메트칼피의 법칙 Metcalfe’s Law 
_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네트워크 혁명 3대 법칙>

우연한 
만남 촉진

캠프파이어
자연스럽게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활력을 얻거나 
뜻밖의 아이디어 
발견하는 열린 공간

동굴
집중력 높여주고 
조용히 휴식 취하며 
기분전환 할 수 있는 
개인별, 팀별 
닫힌 공간

공용공간

전용공간

열림 x 닫힘 
공간 균형

혁신공간 조성1 : 구성원리



행동규범

의미부여 반복행동 (의식 Ritual)

조직전통

활성화된 
행동규범

  (사례) 배달의민족 본사 
“송파구에서  일을 더 잘하는 11가지 방법”

직접상호성 
네가 나를 도왔으니 
나도 너를 돕는다

“협력을 촉진하는 5가지 조건”「SuperCooperators」마틴 노왁

네트워크 
주선 · 연계

기획자

연결자Head 
quarter Linker

상호 학습  + ‘질보다 양’ 실험

간접상호성 
다른 이들을 돕는 
누군가를 내가 돕는다

집단 선택 
협력자 집단이 
뛰어난 성과 거둔다

공간 선택 
옆에 있는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친족 선택 
긴밀한 관계에서 
서로 돕는다

혁신문화 정착1
: 운영원리



단일건물형

구역형 
Cluster

연결망형 
Network

1개 건물 집중조성 
  

다양한 혁신주체 고밀도 집적 
빠른 조성, 즉시적 효과

특정 거리 / 소지역 거점조성 
  

혁신단체 기존 집적성, 향후 거점성 
비교적 긴 조성, 지역밀착 생태계 구축 

다수 지점 동시조성 
  

주공간-보조공간 다양한 구성 
넓은 권역 주민접근성 제고

공간조성 유형
Building

혁신공간 조성1



참여예상 주민층 
Target Pool 직접 

방문
잠재 참여

활성 참여

기본 참여단골 참여

행사 참여 
혁신공간 경험 
1~2H 프로그램

단기프로젝트 참여 
혁신공간 경험

TF룸 입주 
장기프로젝트 참여

오피스 입주
집적효과를 통한 
지속적 문제해결

입소문, 확산

반복 
활동

입주형 혁신활동 지원2



_사용자 주도의 생활실험실리빙랩 LivingLab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을 실험실로 삼아 
다양한 사회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시도

지역문제 생활실험 지원3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다양한 
방법론적 
접    근

공동 창조

사용자의 
능동적 개입

  실제 
삶의 현장 기반

ICT 등 디지털기술 강조

4Ps* 
연구 + 실행  
플랫폼

* Public(공공)-Private(민간)-People(지역공동체) Partnerships
사회혁신

 나선형 모
형 

디자인씽
킹 등

지역문제 생활실험 지원3



사회혁신 저변 확대4

저변 확대  底邊 擴大 
한 분야의 근본을 이루는 밑바탕을 늘여서 크게 하는 일



사회혁신 저변 확대4

주민 주도 | 새로운 방법 | 지역문제 해결 | 할 수 있도록 
근본을 이루는 밑바탕을 늘여서 크게 하는 일

사회혁신 홍보
아카데미 
컨퍼런스

성과공유 & 
혁신네트워크 

구축
법, 규제 

정비 기타

혁신활동 진행과정 기록 
의미 · 명분 있는 혁신사례 확산



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5



과정 지켜보고 결과 모으고  _사회혁신 지역DB 아카이브

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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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위에서  _사회혁신 도서관,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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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부르고  _사회혁신 지역사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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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대 위해 남기고  _연구발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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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5

첫 문을 열었을 때 
눈은 어디로 향하는가? 

손을 무엇을 만지고 싶어하는가?

“

”





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5

INDEX 
KNOWLEDGE



사회혁신 연구 및 아카이브5

누가 
어떤 시도를 했고, 
성공/실패를 떠나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10년 뒤 한 청년 
_미혼모 자립문제_

지난 시간 동안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사회혁신촌
Social Innovation Link

주민�주도_지역문제�해결_아이디어�연결공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