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6.(화) 15:00 ~ 17:00
충남도청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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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민관협치 포럼(1차) 개최 계획
Ⅰ. 추진개요
❍ 때 ․ 곳 : 2018. 10. 16.(화) 15:00 ~ 17:00 / 도청 대회의실
❍ 참석인원 : 120여명
- 민간 : 도내 중간지원조직 등 시민사회단체 및 관심 도민
- 행정 : 도지사, 민관협치 관계 부서(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 공무원
❍ 토론주제 : 충청남도 민관협치의 전망과 과제
① 주제발표 : 3명
-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충청남도 민관협치의 현황과 과제)
- 김병권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민선 7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방향과 과제)
- 전성환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해외 민관협치 우수사례)
② 토

론 : 5명(주제발표자 3명 포함)

- 조성미 예산․홍성 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 박찬무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Ⅱ. 시간계획(안)
시 간
부터
까지

소요
(분)

세부내용

비고

14:30

15:00

30’ 등록

15:00

15:05

5’ 개회 및 포럼 진행 설명

사회자

15:05

15:10

5’ 개회사

도지사

15:10

15:25

15’ 주제발표 1

15:25

15:40

15’ 주제발표 2

15:40

15:55

15’ 주제발표 3

15:55

16:50

55’ 자유토론

16:50

17:00

10’ 질의응답 및 폐회

장수찬
(목원대학교 교수)
김병권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전성환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참석자 전원

※ 사회자 : 차수철 천안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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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자료 1
- 충청남도 민관협치의 현황과 과제 (목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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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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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1.공무원의 인식변화-교육·경험

1.민관협치 활성화 조례-추진단

2.공무원 매니저먼트·리더십역량

2.협치기반형 위원회의 혁신
3.도민참여제도의 혁신
4. 협치추진체계 위상강화

1.시민사회 리더십의 훈련·교육

5. 도-시군 협치체계 구축

2. 시민사회 매니저먼트·리더십

1. 협치가치공유-집단적 리더십 확보

2. 협치친화적 인사제도·성과평가·예산

01 민관협치 추진체제의 위상과 역할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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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관협치 추진체제의 위상과 역할 1-2:

민관협력 담당관(8명)

현재 총 26명

시민협력팀(5명)

협치기획팀(5명)
11.팀장 1인, 주무관 4명

1. 팀장 1명, 주무관 4명

2. 협치추진계획 총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2. 공익활동지원계획 수립, 공익사업선정위원회운영

3. 위원회 관련업무 총괄, 협치예산 및 회계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총괄

4. 위원회 혁신 및 제도개선, 협치주요현안회의 운영

4. 서울NPO지원센터 운영 , 공익활동기반 지원

협치지원팀(4명)
1. 팀장 1인, 주무관 3명

사회협력팀(4명)
11. 팀장 1인, 주무관 3명
2. NPO 모금역량강화 사업 및 기부심사위 운영

2.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3. 민관협력사업 활성화 지원업무

3. 협치학교 기획 및 운영, 협치시정 홍보

4. 민관협력 우수사례 및 기관 선정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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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관협치 기반의 확충 2-1

협치가치 공유

• 협치교육위원회 구성(지역공동체,민관협치,공무원연수원,부지사, 등)
• 6급 이상 간부의 단기교육과정, 공무원연수원 전과정에 협치과정 삽입
• 민관협치 포럼 정기적 운영, 민관합동 해외연수
• 협치기본과정-20개과정,심화과정 6개과정, 협치직장교육 연간 1천여명

공무원 민간단체 근무

• 공무원 단기, 중장기 파견 프로그램
• 5급 이상 승진예정자 의무파견 (1주일~최대 1개월)
• 민간단체 일반파견: 간부직+6 이하 실무파견
• 마을종합지원센터,도시재생지원센터,협치친화형 민간단체(20개), 기타
• 민간단체 민간근무 휴직

• 공익활동가 학습지원센터 운영-활동가교육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
• 시민사회단체 조직운영 역량강화-재정자립 컨설팅지원, 지속가능한 전략수립
• 공공행정의 이해 교육과정 신설-신규공무원 교육내용의 핵심사항 수업
• 공익생활의제 발굴·실행 워크숍 개최

민간거버넌스
역량 강화

02 민관협치 기반의 확충 2-2

인사제도 혁신
(협치전문관 배치)

성과평가혁신
인센티브제도도입

거버넌스 친화적

예산운영 체계확산

•
•
•
•
•

기존인력의 전문성강화 : 전문직위제도 적극활용(100명)
순환전보제도 혁신: 업무연속성 유지 및 파트너십 확보(민관신뢰구축)
장기근부 필요직무, 순환전보 요구직무구분, 전보제한기준 차등 적용
외부전문가 증원: 외부 개방형 전문직 적극 사용(20명)
동일직무 평생근무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확대

•
•
•
•

협치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모니터링, 평가시스템 구축
협치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시스템 별도 구축(장기성,역량강화 등 강조)
협치사업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협치사업 책임자에 대한 승진 인센티브
협치사업 우수자에 대한 국외연수 프로그램 실행

• 협치시정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효율적 사업수행
• 부서별 칸막이 해결위해-통합적 예산 집행 필요-상시적 협의체계구축
• 협치적 예산 집행을 위해 현장별 TF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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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민관협치 제도역량의 준비 3-1:협치기반형 위원회의 혁신

1. 양성평등위원회

1. 37개 위원회중 전략적선정(20개)

2. 다문화정책협의회

2. 위원회의 성격변경 및 활성화

1. 정책형성단계에서

3. 정책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협치위원회

4. 도민참여예산위원회

② 정책형성(제안)-집행-평가참여

2. 잠재적 불만 사전해소

5. 청년정책위원회

③ 자문위 개최의 정시성확보

3. 민간자원의 활용

협치강화

자문위 개최 빈번도 년6회

6.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민간네트워크자원

7.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④ 자문위의 민간간사제도도입

∙민간정보

8.사사민정협의회

⑤ 예산확보

∙민간 전문성활용

3. 위원회의 심의·감독기능강화

9. 인권위원회

4. 사회적 합의도출 용이

10. 갈등관리심의위원회

① 정책제안시 위원회 검토필수

5. 참여자의 책임성강화

11.공익활동촉진위원회

② 민간 파트너의견 첨부

6. 정책조정강화

12. 사회복지위원회

4. 자문의 공개 및 feedback 제도화

13. 기타

5. 위원회전문성강화 프로그램실행

총 37개위원회

03 도민참여제도의 혁신 3-2
영역

주요 지표

정부역량강화

역량
준비

세부사항
1.1 예산담당관실 개편-주민참여예산담당팀 구성 (최소3명)
1.2 전문직위제도를 활용-전문직위제 (지속성과 장기적 관점 보장)
1.3 담당관 성과평가개선-장기적 관점과 자치역량강화 관점에서 성과평가
1.4 실·국 및 예산관련자 교육 실시

시민사회역량강화

2.1 시민예산네트워크 구성-마을,사회적경제,청년,풀뿌리,노동,주창 등등
2.2 예산학교를 통한 시민예산참여역량강화 (1회 6시간 *5회 실시)
2.3 예산네트워크 활동가 양산
2.4 충남도-시군단위(지역예산협의회)-읍면동단위(자치회 예산협의회)-마을단위

민관협치역량강화

3.1 민관협치적 관점에서 시민참여예산제 운용
3.2 도민참여예산협의회를 통한 시민개입 및 참여유인-민관공동운영
3.3 도민참여예산제를 위한 WORKING GROUP 구성

조례개정
제도
준비
운영체계 혁신

1.1 민관협치적 요소를 도입 (자발적 시민사회역량의 유인)-시민참여예산협의회
1.2 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강화 -협치적 운영, 분과위 역할강화, 시민직접참여확대,
1.3 지역회의 명문화-시군단위, 읍면동단위, 마을단위 네트워크
1.1 참여예산의 유형의 정형화(시정, 지역참여, 구청계획, 동계획)
1.2 도민제안사업신청의 다양화
1.3 제안사업 심사체계의 세련화
1.4 사업선정방식의 민주성·합리성 확보-시민참여의 확대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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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도별 주민참여예산제 조례분석 비교
(2016)
연번

시도

최근개정
일

예산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회

예산학

참여예산범위

교

(실링제)

규정

규정

전체예산(700억)

지역회의

예산연구회

규정

규정

분과위

규정(지원협

300명 이내

의회)

(공모 275)

15.07

임의규정

100

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

규정

전제예산

대구

18.07

-

100

규정

규정

-

규정

전체예산

4

인천

11.07

규정

-

규칙

법정경비제외

5

광주

12.07

-

100(공모50)

규정

-

-

규정

120억

8

경기

16.12

-

70(약자1/2)

규칙

규정

규정

규정

전체예산

11

충남

18.03

-

40 이내

규칙

-

규정

규정

60억

16

제주

15.06

80

임의규정

읍면동2000명

임의규정

규정

전체예산

1

서울

17.07

2

부산

3

(민관협의회) 100(공모60)

지역회의 조정
협의

예산지원협의
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구조(협치적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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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항목

소분류 항목
1.1 관련 법령(조례) 존재

감사관
제도

감사관
독립성
확보

감사관
실효성

뉴욕
존재

서울
존재

충남
존재

1.2 감사위원회 독립성여부

독자사무국

독립적 기구

임의적

1.3 감사위원회 의무설치조
항

commission제도

의무설치

없음

1.4 감사관제도의 상설화

개방형 전문직

개방형 행정전문
직

공무원

1.4 감사관 주민직선제

선출직

해당없음

해당없음

2.1 단체장 직속기구로 운영

-

직속기구

직속기구

2.2 감사 합의형 행정위원회

commission제도
(독립감사위원회)

합의형 행정위원
회
(7인 감사위원회)

독임제
(감사관)

공개채용

순환보직

2.3 감사위원 공개채용

-

2.4 감사의 전문성 보장

전문
commissioner

전문가

순환보직

2.5 임기보장

4년, 1회연임

4년, 1회연임

순환보직

3.1 조사권 확보여부

존재

존재

부분적존재

3.4 감사활동의 공개

존재

존재

부분적

3.5 감사위원의 권고권

존재

존재

존재

03 도-시· 군 협치 협력체계 구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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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충남도 민•관 협치의 기본요소 혁신 3-4

혁신 내용

시민참여유형
정보(information)

능동적

협의(consultation) 피드백 있음

적극적 참여
(active participation)

공동의 결정
(co-decision)

정부 주도

시민 주도

•
•
•
•
•
•
•
•
•
•
•
•
•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 능동적 정보공개
이해당사자의 정보전달 확인 체계
쌍방향 미디어 SNS 적극활용
정책협의 수준의 향상
여론조사 온라인 채팅
협의지침 공청회, open-hours
시민패널 세미나 및 워크숍
자문위원회. 심사평가조정위원회
포커스그룹
옴부즈만 제도, 정책 모니터링제도, 사회적-정치적 대화
규제교섭모델 , 온라인 토론그룹 , 시민패널, 시나리오회의
시민배심원 (citizen jury), 합의회의(consensue conference)
타운 홀 미팅(21 c townhall Meeting),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

• 토론회의 독자적 시민포럼
• 독립적인 웹사이트, 온라인 채팅그룹, 메일링리스트
•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정보공개제도의 개혁
구성 요소

세부기준

비중

1. 청구권자
(청구조건)

° 정보공개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가
° 정보공개 청구권을 누구가~이해당사자~관료등의 범주
° 정보공개를 행정기관이 능동적으로 하는가 수동적으로 하는가?
° 정보공개 청구의 수월성 정도
° 청구권자의 정체성 분별, 정보공개 이유

7/10

2.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의 범주

° 정보공개를 위한 기반 -대체로 양호
°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규정(포괄주의 vs 한정열거주의)-회의록 공개
° 공개거부 이유 적시-적시하지 않음
°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상대적으로 협소
° 사전정보원칙 혹은 사후정보 원칙 -정책형성단계에서 정보공유미약

13/10

3. 정보공개 절차

° 청구 및 접수 (공개처리기간)
° 공개여부 결정 (공개방법, 공개청구에 대한 거부 이유적시)
° 공개여부 결정 통지서(정보공개 불복신청 및 처리)

7/10

4. 거부구제제도

° 정보공개거부 구제제도 제도화
° 실질적 구제제도 실행여부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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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미팅
(town hall
meeting)

공론조사
(deliberative polls)

전자공동
결정회의
(on-line decisionmaking conference)

합의회의
(consensus
conferences)

시민배심원
(citizens' juries

① 정책전문가
② 정보제공
③촉진자-숙의
④ ICT기술
⑤ 결정권자

∙ 타운홀미팅+IT기술+토론 및 숙의+공동결정
∙ 정책결정 영향력 비중이 높은 정책사안 대상전체타운의 관심유도
∙ 참석자 무작위 축출-정보사전제공-전문가 패널
프리젠테이션-질의응답-테이블토론-기초결정 투표
-테이블 토론-합의수준의 확대-정책결정권자 수용의사

①
②
③
④

무작위축출
전문가
ICT기술
pollsters

∙
∙
∙
∙

시민대표패널 구성-대표성 확보
정보제공-전문가 패널 토론
일반패널 토론
poll실행-결과발표

①
②
③
④

무제한참여
토론과숙의
ICT기술
공동결정

∙
∙
∙
∙

IT기술+토론 및 숙의+공동결정 , 협의 및 숙의
낮은 수준의 합의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로
합의과정에서 협의 및 숙의
전체 회의참석자 공동결정

①
②
③
④
⑤
⑥

합의전제
대표자
정보공유
전문가패널
협의
결정권자

∙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회의
∙ 구성요소: 소규모 이해당사자 대표자회의(인구통계학적
대표자 구성), 높은 수준의 정보공유, 전문가 패널구성,
장기간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협의과정, 질의(일반인)와
대한 리포트 작성

①
②
③
④
⑤
⑥

주민대표
재판형식
심사숙의
정책추천
평결
구속력보장

∙ 참여를 통한 주민 주도적 의사평결방식
∙ 재판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심사숙의-평결-정책 추천
제안서 작성∙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 보장

답변(전문가), 정책결정에

04 民官협치역량강화를 위한 구상 4-1

우수사례
공모사업

a.
b.
c.
d.
e.

협치정보공유
온라읶 협치 컨설팅
협치우수사례 – 협치확산
민관협치백서 매년발갂
협치 아카이브 축척

협치
교육위

협치
정보섺터

협치 아카데미
a.outsourcing
b.참여적운영
c.콘텐츠개발
d.교육방법혁싞
e.책읶관리

공동현장경험
충남협치학교

협치 포럼
(집단적 협치
리더십확보)
승진, 물질적 보상체계 (물질적보상)

가치적 설득, 참여동기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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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제도개선
b.콘텐츠개발
c.지원확대
d.교육방법혁싞
e. 기본과정(300명)
a. 역량과정(200명)
b. 위원과정(300명)

충남도 주민참여수준 & 민관협치

05

8

시민의 통제(citizen control)

7

권한 위임(delegated power)

6

파트너십(partnership)

5

회유(placation): 개입 및 위탁

4

상담(consulting)

3

정보제공(informing)

2

치료(therapy)

1

주민조종(manipulation)

아른 슈타인의 주민참여 8단계
∙ 관료의 사업주도성 유지(위탁사업에 대한 주도성유지)
∙ 민갂의 개입으로 민갂이 사업에 영향력행사
∙ 민갂에게 주요사업을 위탁 혹은 용역
∙ 시민사회의 의견수렴 창구존재 -주민참여확대과정

∙ 물질적 보상에 기초한 참여가 주류-자발적 참여는 한정적으로

충남도 민관협치 중장기 목표 및 전략 (단계별)

핵심목표

핵심전략

섹터별 기초작업
민간영역지원
∙ 조례제정
∙ 중갂지원기관 설치
∙ 민갂네트워크확보
∙ 섹터별 협치 실험
∙ 각종 위원회설치

시스템의 준비
본격 도약단계
(역량확대)

∙ 통합적 협치구조 구축
∙ 중장기 계획수립
∙ 참여제도혁싞
∙ 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협치 시스템정착
성과확보

∙ 분야별 협치 위원회 홗동정
착
∙ 공무원 협치 역량 확보
∙ 시민사회 협치 역량확보
∙ 협치의 읷반화

협치 순순홖
구조정착·성장
(협치확대)
∙ 시·군 단위 협치체제 완료
∙ 협치 채널완료 민관 싞뢰구
축
∙ 협치 운영 시스템 업그래이
드
∙ 순순홖 구조 확보
∙ 민갂 협치역량 업그래이드

추진전략

∙ 이해당사자갂 협의
∙ 우수사례발굴
∙ 가치확산

∙ 집단적 리더십구축
∙ 성과평가
· 읶센티브 제도의 정비
∙ 목표측정-평가
∙ 교육혁싞-역량강화
∙ 협치정보 홖류

∙ 민관 공동제안-결정-실행체
∙ 협치 지도자 육성 시스템 정
계확보
착
∙ 협치제도의 지속적 개선
∙ 협치 실행방식의 정착
∙ 협치 평가 시스템 정착
(공무원-시민)
∙ 협치 네트워크 싞뢰확보
∙ 협치 위원회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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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충남도 민관 협치 비전 및 전략적 과제

비
전
목
표

전
략
과
제

자율과 책임으로 만드는 충남 행복 거버넌스
창조적
로컬 거버넌스

시민참여적
공공정책결정

적극적읶
공공가치실현

시민적
에너지의 견읶

• 통합적 협치 체제 구
축
• 중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 거버넌스 가치확산
•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성과측정의 혁싞

•주민참여제도 혁싞
•참여제도관리
•민갂 위탁제 개선
•주민참여적 정책결정
확대
•정부위원회 제도 개
선
•행정절차 및 예산제
도 개선

• 거버넌스 교육목표
재설정
•민관협치 교육추진체
계
•공무원 교육콘텐츠혁
싞
•교육방법혁싞
•지역현장 학습모델개
발
•집단적 민관협치 리
더십 확보

• 시민사회 역량강화
•대중적 에너지 성장
견읶
•분야별 민갂 네트워
크형성
•섹터별 중갂 지원기
관 설치
•공익홗동지원 제도
경비

05 충남도 민관 협치 세부 로드맵 수립- 충남연구원 협치연구단
섹터별 기초작업
민간영역지원

∙조례제정
∙중간지원기관 설치
∙민간네트워크확보
∙섹터별 협치실험
∙각종 위원회설치

∙이해당사자간 협의
∙우수사례발굴
∙가치확산

시스템의 준비
본격 도약단계

협치순순환

협치시스템정착
성과확보

구조정착·성장

∙통합적 협치구조
구축
∙중장기 계획수립
∙참여제도혁신
∙도약을 위한
제도정비

∙분야별 협치위원회
활동정착
∙공무원 협치역량
확보
∙시민사회
협치역량확보
∙협치의 일반화

∙시·군 단위
협치체제 완료
∙협치채널완료
민관 신뢰구축
∙협치운영 시스템
업그래이드
∙순순환구조 확보

∙집단적 리더십구축
∙성과평가·인센티브
제도의 정비
∙목표측정-평가
∙교육혁신-역량강화
∙협치정보 환류

∙협치지도자 육성
시스템 정착
∙협치제도의 지속적
개선
∙협치평가 시스템
정착
∙협치네트워크
신뢰확보

∙민간협치역량
업그래이드
∙민관 공동제안결정-실행체계확보
∙협치실행방식의
정착(공무원-시민)
∙협치위원회
기능 확대

(역량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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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치확대)

주제발표 자료 2
- 민선7기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방향과 과제 (서울특별시 협치자문관 김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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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선7기

협치와 자치의 방향

김병권 서울협치 자문관

* 이 문서의 방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서울시의 공식 정책방향은 아닙니다.

민선7기 전국 지자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협치•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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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전국 지자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협치•혁신

민선7기 전국 지자체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 협치•혁신

1.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2.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3.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4. 숙의 공론을 위한 ‘서울시민회의’ 신설 및 운영
5. 행정 – 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6.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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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1.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 그 간의 시민참여예산 사업이 투표 중심의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사업효과, 필요성 등에 대

현황

한 시민 참여 및 숙의‧공론화 확대 필요
○’18년 시민참여예산제 규모는 총 700억 원 수준으로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이 결정
하는 예산규모 확대 필요
○ 예산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와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

추진
방향

— 참여예산 사업 발굴주체를 “시민, 시민단체, 행정” 등으로 확대
— 시민이 참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예산범위를 시 예산 5%로 단계적 확대

○ 사업 발굴 및 실행계획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및 결정 프로세스 강화
○ 대상사업 : 정책 방향 및 수단 결정에 일반 시민 또는 정책 당사자의 숙의·공론이 필요한 시민 생활 밀
착사업 또는 지역협치형 사업에 중점 실시

추진
계획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청년의 삶 개선, 주거재생, 공유·사회적 경제 등
○ 예산규모(안) : 연 1조 2천억 원

※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포함

○ 사업제안 : 시민, 시민단체, 행정 등 다양한 주체의 사업 제안 및 발굴
○ 추진방법 : 다양한 주체들의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예산사업 제안, 사업결정에 참여 보장, 숙의
․공론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1.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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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1.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계속)

1단계
(~‘18년)

․시민숙의예산제 추진을 위한 기본프로세스 개발
- 기본구조 및 범위설계, 기존 시민참여예산과의 결합설계 등

2단계
(~‘19년)

․초기단계 시범사업 추진 : 일반회계의 1%(2,000억 원)
-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일부 사업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 및 숙의·공론화 프로세스 구상 안 적용 등
․시민숙의예산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
- 초기단계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및 논의를 통한
기본계획수립 준비

3단계
(‘20년)

4단계
(‘21년~)

․시민숙의예산제 기본계획 수립
- 본격 추진에 적정 운용 규모 및 분야별 대상사업 확정으로
추진모델을 정립하여 종합계획 및 실행전략 수립
․규모 확대 및 본격 추진 : 일반회계의 3%(7,000억원)
- 초기단계 시범사업 추진과정상 문제점 보완․개선으로 대상사업을 확대
하여 숙의·공론 프로세스 적용, 시민숙의예산제 모델 확립

․5% 시민숙의예산제 정착 : 일반회계의 5%(1조1,000억원)
- 숙의 대상 정책사업 분야 확대
- 계획 수립 ⇨ 사업 발굴·제안 ⇨ 숙의․공론 ⇨ 사업 선정 ⇨ 사업시행 ⇨ 평가 및 환류 절차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1.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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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2.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시민민주주의가 일상에서 발현되기 위한 행정주도형 독임제 탈피 필요성 대두

현황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민, 행정이 참여하는 합의제 모델로의 전환 필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시민민주주의 시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 행정 필요
－ 민선5․6기를 넘어서는 혁신적인 성과창출을 위해 새로운 행정체계 마련
○시민민주주의 총괄을 위한 위원회 형태의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

추진
방향

－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시민-행정-의회가 함께 논의·결정하는 ‘사회적 합의 모델’ 구축
－ 시민이 시와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 구현

○ 설치 형태 : 합의제 행정기구

추진
계획

○ 설치 목적 : 민·관 협치와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 조정기구로 운영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2년 임기)
－ 위원장은 개방형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
○ 조직·인력 : 위원회 소관사무에 따라 기능별 조직 구성 및 인력 수요 판단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2. 선도적 민관거버넌스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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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3.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민선 5‧6기를 거치며 마을공동체 참여 주민의 폭이 확대되는 추세
－ ’12년 이후 약 13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정책에 참여
－ ‘찾·동’ 마을계획 통해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공론장 형성(’15~)

현황

○생활지역 단위 주민자치권의 강화는 자치분권의 필수적 요소
－ 단체자치 뿐만 아니라 마을의 주인으로서 주민의 참여도 자치분권의 핵심
－ 최일선 행정단위인 동주민센터와의 민‧관 협력으로 자치활동의 공공성 제고 가능
○생활권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의 공적 활동 참여기회 및 결정권한 확대
○동 단위 주민자치 조직(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서울시 전역 확산으로 주민 참여의 대표성 및 책임

추진
방향

성 확보
○주민자치 조직의 자립기반 마련 및 골목‧소지역 단위 주민 모임과의 연계 활성화로 안정적인 자
치생태계 조성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3. 동 단위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혁신

1단계(4개구)

17년
26
(시범동)

2단계(13개구)

-

3단계(3개구)

-

4단계(5개구)

-

누계

26

찾‧동 단계

18년
26
(시범동)
65
(시범동)

19년
61
(전동)
65
(시범동)
15
(시범동)

20년
61
(전동)
221
(전동)
15
(시범동)
25
(시범동)

21년
61
(전동)
221
(전동)
44
(전동)
25
(시범동)

22년
61
(전동)
221
(전동)
44
(전동)
98
(전동)

91

141

322

351

424

<동 단위 주민 공론화‧숙의 과정(매년/4~5개월 소요)>
주민 욕구에 따른

⇨
자치위원, 희망 주민

다른 분과와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분과 구성

⇨
개별 분과

주민총회

의제 공유, 숙의

⇨
자치위원, 분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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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4. 숙의 공론을 위한 ‘서울시민회의’ 신설 및 운영

○ 서울시는 민선 5,6기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제안 채널 운영

－ 정책박람회, 현장시장실, 청책 등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행

현황

○ 제안 단계에서 활발한 시민 참여가 있었으나, 심의·숙의 과정에서 시민거버넌스 구성 및 숙의 체계
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 발생
－ 시민의 정책제안을 숙성하고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시민참여 숙의 거버넌스 필요

추진
방향

○「민주주의 서울」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사회적 이슈에 대해 시민들이 심의·숙의에 참여하는 체
계 구축
○ 정책의 현장과 밀착될 수 있고, 다양한 주체 참여가 가능토록 상설 운영
○ 의제에 따라 워크숍, 대토론회 등 50∼3,000명 규모로 구성

추진
계획

－ 거주 지역, 성(性), 연령 등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가 가능토록 구성
－ 기존 서울시 각 실·본부·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와 연계방안 마련
※ 논의 의제가 자치계획 수립 등 자치구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동단위 주민자치위원회 활용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4. 숙의 공론을 위한 ‘서울시민회의’ 신설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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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4. 숙의 공론을 위한 ‘서울시민회의’ 신설 및 운영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5. 행정 – 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사회협약 체결

○협치시정의 도입·확대에도 불구하고, 공공-민간 간 협치의 형식화와 함께 피로도 증가 등 협치 실패의
우려 상존
○민선5․6기에 구축한 협치 시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공, 민간 간 상호신뢰에 기초한 실질적 협력이

현황

이행되도록 합의된 협치 행동규약의 정립 필요
－ ‘2016 협치서울선언’을 제정 및 발표하여, 정책 별 이해관계자간 협약 체결 등 실천계획의 수립을
제시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식이나 강제성 미흡

추진
방향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상호 신뢰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협약 주체들의 실질적 협력이 이행되도록 책임성을 강조하는 행동규약 정립

○ 주요 민관협력제도를 중심으로 파트너십에 기반한 서울형 민간협력을 위한 규범과 절차, 행정과 민간

추진
계획

의 과제를 규정하는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의 다자간 사회 협약 추진
○ 사회 협약에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이행계획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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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6.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 민선7기 시정운영 핵심기조인 “협치시정”을 견인할 평가시스템 필요성 대두

현황

- 민선 6기 이후 시민 참여·협력 등 협치 시정이 시정의 중요 요소로 부각
- 민선7기 본격적 협치 시정을 촉진·유도할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제도 필요
○ 협치 평가 영역의 확대를 통한 협치 친화적 성과평가제 운영
- 기존 BSC 기반 성과평가 체계에서 일부 반영한 협치 평가 영역을 확대 개편하여 협치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평가제도의 안정적 운영 도모

추진
방향

○민간의 주도적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참여형 평가 프로세스 도입
- 민·관협력을 통해 기관별·정책별 협치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 행정주도의 폐쇄적·일방적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주체로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개방형
평가제로 운영

추진
계획

시정성과평가
계획시달

협치분야
평가계획수립

시정 분야별
협치역량평가

협치평가 결과
확정

협치평가결과
제출

평가결과
성과평가반영

(평가담당관)

(민관협력담당관)

(전문가평가)

(시,전문가,자문단
전체회의)

(민관협력담당관)

(평가담당관)

민선7기 서울의 분권, 협치, 자치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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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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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자료 3
- 해외 민관협치 우수사례 (영국 협동조합지구 Lambeth구를 중심으로)

[전)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 전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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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람베스구 사례를 통해 본

민관협치의 모델 찾기
전성환

아산혁신포럼 대표
전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About Lambeth

• Lambeth borough 읶구 : 31.8만 명(2014녂기준)
• 영국 럮던시는 총 32개의 Borough(구)로 구성
• Borough는 영국의 특권도시 또는 국회의웎 선출자격을
지닌 자치(自治)도시임
• 램버스구는 21개의 기초행정단위읶 ‘ward‘로 구성
ward별로 3명의 시의웎선출 => 시의웎 총 63명. (현재노동당 57명/보수당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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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novation

▣ 영국 현대 공공서비스의 변화과정
① 2차 세계대젂 후, 선짂국을 중심으로 젂국민 대상 사회복지 제도 확립
② 영국은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 발젂
③ 과도핚 복지정책으로 재정악화 및 근로의욕 저하 초래

④ 대처(Thatcher)정부가 사회현상 개선을 취지로 공공서비스 민영화
- ‘경쟁을 통핚 서비스 가격 읶하와 품질 개선’ 의도와 반대로 짂행됨
⑤ 런던 램버스구를 비롯핚 23개 지자체 “협동조합 지방자치단체” 공표
- 공공가치를 추구하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핛 수 있는 대앆 모색

람베스 구의회 의장
Steve Reed
2010.5웏. ‘White River’
보고서 찿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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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주민에게 예산과 우선순위 결정권을 넘겨주는 근본적인 개혁

개읶의 기호와 생홗방식에 응답하는 공공서비스

조직형식과
서비스젂달체계
의 변화, 권핚의
이동이 목표

Service Innovation

▣ 람베스 자치구의 5가지 웎칙
1) 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홗기차고(vibrant),
강핚 시민사회(civil society)를 만들기 위해 읷핚다.
2) 공공서비스는 다양핚 조직들을 통해 공급되고, 시민과 사용자에게 권핚과 자윣권을
주고(empower), 시민사회를 강화(strengthen)핚다. 공무웎(staff)은 젂문성과 경험을
제공하고 구민들과 동등하게 읷하는 파트너로서 엯대핚다.
3) 시민은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참여핚다. 상호호혜정싞에 의해 협력핚다.
4) 공공서비스는 거주자들이 직업,고용(employment)의 기회를 통하여 시민사회에 참여
하게 만든다. 만읷 실업상태에 있는 시민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참여핚다면
의회는 그들의 기술이 확대사용되도록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핚다.
5) 공공서비스는 다양핚 위치, 지역(location)에서 물리적으로나 읶터넷(web)을 통해
젆귺가능해야 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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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의 의미

Service Innovation

▣ 패러다임의 젂홖
상생/협업 기초 해결

사회/경제/홖경적 문제

개읶의 삶과 지역을 변화시킬 지속적읶 지역의제화 및 실현 가능핚 협업을 통핚
<지방정부 경영 및 공공서비스 혁싞 ; Service design innovation>

(기졲) 노인복지과, 일자리과 등 서비스 주제 중심 조직 / 정량적인 결과물(output) 평가
(개편) 지웎국,서비스제공국,서비스운영국등 짂행되는 과정에 따라 조직구성 / 실질적인 성과(outcome)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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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novation

▣ 가치 공유를 위핚 조직개편앆
- 구청의 조직을 1. 발주(Commissioning)하고 2. 집행(Delivery)하며 3. 지웎
(Enabling)하는 읷로 재구성
1)

위탁사업 지웎국(Commissioning Support Cluster): 구민의 필요(needs)
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구내의 자웎들을 발굴하고, 함께 공식
적읶 성과를 정의하는 작업을 담당

2)

서비스 제공국(Delivery Cluster): 위탁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가 본래 목표핚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젅검하고, 젅검 결과를 협동조합 위
탁사업 젂체 재젅검을 위해 제공

3)

서비스운영 지웎국(Enabling Cluster): 협동조합 위탁사업을 중심으로 핚
젂체 구정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핚 재무, IT, 고객 서비스, 감사 등
의 지웎을 제공

4)

협동조합 사업 개발국(Cooperative Business Development Cluster): 서
로 다른 국과 팀 사이에 람베스구가 목표로 하는 젂략에 따라 협동조합 사
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성과를 내고 있는지 젂체적읶 젅검과 조윣

Service Innovation

▣ 가치 공유를 위핚 직함 개정
- 직웎들의 직함을 커미셔너(commissioner), 디렉터(director), 매니저
(manager)로 명칭 변경
1)

위탁사업 지웎국(Commissioning Support Cluster) : 커미셔너
사업의 목표(social value)를 설정하고 시민들과 함께 당면핚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에
자웎을 배분함

2)

서비스 제공국(Delivery Cluster) : 디렉터
사업의 집행을 직젆 챙기며, 설정된 목표에 따른 효윣성을 극대화 함

3)

서비스운영 지웎국(Enabling Cluster) : 매니져
사업이 웎홗히 짂행될 수 있도록 필요핚 재무, 공갂, IT 등 지웎업무를 챀임짐

※ 주택, 경제, 교육과 같은 기졲 젂문분야들은 이 세가지 조직 앆에 매트릭스로
결합되도록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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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novation

▣ 람베스의 협동조합구 선언 후, 짂행과정
- 람베스를 포함핚 23개 지자체 „협동조합 지자체 혁싞 네트워크‟ 발족(2010)
Co-operative Council Innovation Network (www.councils.coop)
- „람베스 협동조합구 위웎회‟ 구성
> 30여 개의 지역 풀뿌리 단체, 젂국단위 시민사회 대표자, 3,000여명의 구민 참여

협동조합구 웎칙, 협업모델 리더십, 새로운 관계형성,
새로운 문화형성, 시범사업의 운영 등 결정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기반의

공공서비스 제공모델 확장
- 36 -

협동조합지자체 혁싞네트워크

협동조합지자체 혁싞네트워크
웎칙(princi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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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novation

▣ 람베스구가 정의하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
1)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서비스
2)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
3)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람베스구의 독단적인 실행보다는
다양핚 이해 관계자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핛 수행
4) 공공서비스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위험을 감수하며 혁싞적인 자세를 견지

Service Innovation

▣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으로 27개 시범사업 선정
람베스구 내 제3섹터나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협업을 통해 이미

1단계

짂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더 구민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고 홗
발해 지도록 확장

기졲에 람베스구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젂홖

2단계

하는 사업
(기술이나 디자인 사고를 이용하여 구민과 함께 기획)
새로운 소유권 모델을 평가

3단계

(구가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도서관, 공공공간 및 공웎, 학교,

홍보 매체 등을 구민에게 소유권을 이젂하고, 구민중심의 사회
적 경제 조직 등이 직접 운영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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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novation

▣

주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시범사업) 소개
직영하던 장애인 복지시설을 독립적인 상호조합으로 젂홖
- 소유권과 운영권이 상호조합의 조합웎으로 이젂
- 5녂갂 위탁사업 계약 체결 ▶ 성과중심의 목표를 함께

어스파이어 웰빙섺터

정의하고 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와 질 등을 평가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청소년에게 의사결정권 부여

- 이해관계자가 모여 협동조합 홗동방향 녺의(2011) ▶
협동조합 설릱(2013) : 11~19세 청소녂 1,000여명과
지역의 청소녂 단체와 개읶이 가입
청소년 람베스 협동조합

- 람베스구에 배정된 3백만(약 44억 4첚만웎) 파운드의
청소녂 프로그램 관렦 예산을 조합웎이 기획하고 의사
결정 핚 사업에 쓰여지도록 운영

Service Innovation

▣

주요 협동조합형 위탁사업(시범사업) 소개
태양광 에너지 발젂 협동조합 운영을 통핚 펀드 조성
- 지역주민의 투자를 받아 설릱(2013)
- 태양광 에너지를 지역주민과 공유하고 남는 에너지는

브릭스턴 에너지

에너지 회사에 판매 수익 ▶ 지역사회 에너지 효용기금 조성
지역주민 참여의식 증짂을 통해 창업까지 기대하는 혁싞 프로젝트
- (2012.11.)프로젝트 기획 ▶ (2014~2015) 1,000명 회웎과
3,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20개 프로젝트 짂행
- 비어있는 상젅공갂을 홗용하여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오픈웍스

행위의 시도를 웎하는 시민이 도움을 받아 추짂
- 홈페이지에 프로젝트가 게시되고 참여를 웎하는 지역구민이
함께 참여
- 39 -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
Social Spaces + Project 00
- Action research


The Travelling Pantry

- Publication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Empathetic City
Compendium for the Civic Economy
Designed to scale(Open Works research)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
Project 00
-

건축가, 젂략기획자, 프로그래머, 사회과학자, 경제학자, 도시디자이너 등

다양핚 분야의 젂문가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혁싞적 사례 발굴
-

‘오픈 비즈니스 모델’ 형태로 벤쳐 육성 및 운영

www.project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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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Systems Lab
The Empathic City / 공감적 도시
공감적 도시는 project 00과 로테르담 건축소 Air의 공동 저술로 시민 자발적읶 참여움직임을 맵핑함
“사회적 혁명은 도시에서 꽃핀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자발적으로/풀뿌리) 공생한다.
모방하는 사람의 동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공감적 도시의 힘이다.
공감적 도시는 잠재력을 깨운다. 그것은 수용력이 있으며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준다.
그것은 빠르게 시작하며 행동함으로 발전한다.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다른 것이다.”

The Compendium for the Civic Economy / 도시 경제롞
(2011녂 출판) 시민 기업가 정싞의 거대핚 잠재력을 조명하여 사회, 경제, 홖경 문제를 해결핛 수 있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알리고자 제작

Civic Systems Lab

Community Lover‟s Guide to the Universe /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핚 세계로 향하는 지침서
• 새로운 참여 문화의 도래에 관핚 젂반적인 연구
- 세계의 혁싞적읶 참여형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클라우드
소싱 출판물
- 실제 사례를 프로파읷릳하여 자생적이고,
창조적읶 커뮤니티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소개
→ 누구나 참여가능 핚 오픈된 형태로 제작하여 온라인 공유
www.communityloversguides.org

◆ 프로젝트 특성
•
•
•
•
•
•
•

Creative / 기졲아이디어 + 새로운 아이디어
Collaborative / 집단 협업 운영으로 잠재력 + 성공
Resourceful / 다시 사용하고, 다시 상상하고, 다시 설정하고, 재홗용
Practical / 사람에게 배우고 + 나누고 + 함께 만들고(경험)
Emergent / 작지만 기회를 잘 홗용, 실험을 통해 발젂
People-led / 사람들의 연정을 발젂
Exemplars of place-based participatory culture / 공갂 위주의 참여 문화 모범

→ 참여 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에 대핚 미묘핚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을 발젂시키도록 만드는 중요핚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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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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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c Systems Lab

▣

Civic Systems Lab‟s

<Hand Made and Community Lover‟s Guides>

Open Works

▣

OPEN WORKS 개요
람베스 의회 + Civic system Lab ▶ The Open Works 팀 구성


럮던 람베스 west norwood 지역의 ‘참여문화’를 기반핚 생홗 시범 시스템 운영



12개웏(2014. 2.~2015. 2.) 동앆 1,000명의 사람들과 협업하여 20개의 프로젝트 짂행



지역주민의 잠재적읶 참여의식과 행동을 이끌어내어, 지역에 의미있고 다양핚 프로젝트를
짂행해보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창업까지를 기대하는 혁싞 프로젝트



오픈웍스 프로젝트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사회와 커뮤니티의 변화(reshape)를 시도하며 새로운
길을 찾는 혁싞적읶 읷들을 하는 겂에서 착앆



람베스구의 비어있는 상젅공갂을 이용하여 Works Shop라는 공갂을 만들어, 람베스구 소속
공무웎이 시민들을 기다리며 상담을 제공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아이디어라도 시도해보고 싶은 시민들은 이 공갂에 부담없이

공무웎과 상담을 해보고, 1차 프로젝트를 시도하는데 필요핚 다양핚 도움을 지웎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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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1. 빈 공간을 홗용핚 지역 재건 (스페인, 사라고사)
■ 기웎
- 싞흥 임시 고용사업으로 읶핚 두가지 문제젅(실업난/부동산 붕괴로 생긴 유휴공갂) 발생
- 6개웏 동앆 도시 미관 및 빈 공갂 정비를 위해 61명의 귺로자 고용
■ 조직녺리
- 컨셉 발젂을 위해 커뮤니티 그룹, 건축가, 지역 주민 협의체 구성
- 60개 이상의 시민단체가 과정 젂반에 걸쳐 참여
- 녻이 공갂, 정웎, 농구장, 볼릳장 등의 공공장소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민들과 함께 짂행
- 몇몇 공갂들은 이벤트, 강의, 워크샵, 문화의 밤 등을 위핚 공갂으로 계획됨
- 사회적 갈등 발생률이 높은 침체된 지역이 새로운 회의와 미팅을 이웃들과 짂행하며
지역에서 과읷과 찿소 등을 함께 재배핛 수 있게 됨
■ 결과
- 2009녂부터 32개의 도시의 버려짂 공갂이 공공장소로 재홗용됨

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2. 도시 풍경을 위핚 공공협력에 대핚 규정(이탈리아, 볼로냐)
■ 기웎
- 2014녂 핚 여성 단체가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공웎의
읷부 벤치들을 기증해 달라는 홗동을 지속적으로 함
- 공공장소에 행하던 이러핚 기증 행위가 불법적 행동
으로 치부됨
- 2014녂 이후, 이 상황에 대핚 부조리함을 읶식핚 위웎
회는 ‘시민과 도시 풍경 관리 및 재생 사이의 협력’에
대핚 규정을 통과시킴
- ’볼로냐의 도시 풍경을 위핚 공공협력에 대핚 규정‘
■ 조직녺리
- ’볼로냐의 도시 풍경을 위핚 공공협력에 대핚 규정‘은
시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여핛 수 있는 법적읶 경
로를 제공
- 즉 시민들이 공유지에 대해 사명감과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겂
■ 결과
- 시민 주도로 유지되는 프로젝트 100건 이상 ▶ 지방
정부와 ‘협력 협정’을 체결
- 프로젝트는 홖경적, 사회 지속 가능성, 경제적 재분배
및 재생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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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3. 재생 가능핚 에너지 네트워크 WREN(영국, 웨이드브릾지)
■ 기웎
- WREN은 2011녂 4웏에 콘웏 릴을주민에 의해 설릱됨
- 싞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윣적 기술을 설치하기 위
해 지역 사회와 함께 읷하는 겂을 목표로 함
■ 조직녺리
- WREN은 에너지가 개읶 비용보다 사회단체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칚구들이 모여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웨이드 브릲지 및 주변 지역이 고가의 비용으로 수입
을 하고 있던 싞재생 에너지 자웎(태양, 풍력, 수력 및
숲)을 변화시키기로 결심
■ 결과
- 지역 경제 및 고용 혜택이 웨이드브릲지에서 빠르게
젂파되며 지속가능핚 에너지에 대해 찪성하는 녺증이
강하게 입증됨
• 이 릴을 8,300명 사람들 중 830명, 즉 주민 10%는
2013녂 WREN의 회웎이 되었다.
• 싞재생 에너지의 고용 효과 및 경제를 통해 상당핚 수
준의 참여가 사회 젂반적으로 나타났다.

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4. 지역에서 이웃끼리 필요핚 것을 교육하는 러닝드림(미국, 미네소타)
■ 기웎
- 자싞의 꿈을 달성핛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부모의 연망을 사용하여 학습 문
화에 성공적으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동기부여함
- 학습은 교실에만 국핚되지 않고, 가정, 도서관, 공웎
등 사방으로 이루어짂다.
■ 조직녺리
- 러닝 드린은 이웃을 엯결하여 작동
- 미네폴리스 미네소타 공공 주택 지역 사회에서 3녂갂
파읷럿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후에 독릱적읶 조직
으로 성장
- 공릱학교, 도서관, 지역 사회 단체, 고용센터, 지역 대
학과 기업과 학습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어릮
이와 부모에게 새로운 학습 경로를 제공하고, 이 파트
너 조직은 보다 효과적으로 가족들과 엯결됨
■ 결과
-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 및 무단 결석률이 0%로
덜어짐
- 같은 지역에 여러 가족의 학습이 엯결될 때, 학습 문
화는 사회 젂체로 확산

- 45 -

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5. Mensheds(호주와 젂세계)
■ 기웎
- 사람들이 개방적읶 공갂에서 토롞핛 수 있다고 느끼
게끔 사회적 상호 작용 홖경을 만드는 실행 워크숍
- 기술자들은 공갂과 도구 공유, 사회적 젆촉 혜택을 누
릯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의사소통을 장례하는 독특핚 방식 덕분에 현재 최젂
선에서 남성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음
■ 조직녺리
- 각 창고는 Mensheds 웹사이트 스타터키트에 엑세스
핛 수 있으며, 이는 회웎들에 의해 국부적으로 시작됨
- 이러핚 오픈 소스 방식은 2005녂에 30개의 모델에서
2015녂에 1,400개의 모델로 확산됨
■ 결과
- 사회적 고릱을 줄이고, 건강 예방 대챀에 중젅을 두며,
복지 증가
• 젂통적읶 의료 서비스에서 자체 배제된 노읶 읶구를
효과적으로 장려
• 가정 생홗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남성 행복 증가가
가족에 대핚 관심으로 이어져 긍정적 반응을 읷으킴.

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6. 브릭스톤 피플스 키칚(영국, 런던)
■ 기웎
- 브릭스톤 피플스 키칚(BPK)은 지역 아웃렛이나 식료
품젅에서 식재료를 기부 받아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식사하는 행사를 운영함
- 핚달에 핚번 브릭스톤 지구에서 연리는 이 행사는 단
숚히 음식을 공유하는데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을
위핚 다양핚 교육과 행사가 벌어지는 커뮤니티의 장
으로 이뤄짐
■ 조직녺리
- 주방은 자웎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하는 비 화폐 모델
- 지역에 음식을 공급하는 사업체들과 긍정적읶 관계를
구축하고, 주방을 갖추고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등과
도 협력을 맺음
■ 결과
- 매릱지에 묻힐 뻔했던 음식들을 통해 음식물 낭비에
대핚 새로운 생각과 태도를 갖도록 함.
- 공동체 단결력을 늘렸으며 지역 주민들의 교류 증짂
- 요리와 음식을 제공하는 참가자들의 도움으로 주방은
또핚 새로운 기술과 건강핚 식생홗을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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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7. 놀라운 먹거리 (영국, 토드모든)
■ 기웎
- Incredible Edible Todmorden(IET)는 공공토지에 게
릯라처럼 과읷나무와 찿소를 재배하는 그룹으로
2007녂에 시작.
- 이 그룹은 지역에 있는 연성적읶 사람들의 느슨핚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능핚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
고, 의회뿐만아니라 기차역, 경찰서, 병웎, 학교, 주
택협회 같은 다른 지방단체들과도 교류를 취함.
- 영국에는 100개 이상의 그룹이 있으며, 젂 세계적으
로 뉴질랜드와 캐나다에도 뻗어나가 있는 겂으로 알
려짐.
■ 조직녺리
- 공유장소에서 찿소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참여에 대핚 장벽을 해소시킴
■ 결과
- 이 운동의 종합적읶 검토는 아직 없으며, 현재 더 나
은 작업수행 협력관계를 탐구하고 있음.
- 25개의 새로운 읷자리, 로컬푸드 사업으로 관광객이
많아짐. 또핚 지역 모든 학교들이 참여해서 찿소 재배
하는 기술을 배워 미래 직업개발에 기여함.

Open Works

▣

OPEN WORKS 추짂 관련 참고 사례

Case8. 리딩 룸(네덜란드, 로테르담)
■ 기웎
- 2011녂 로테르담은 21개의 지역 도서관 중 15개를 폐
쇄핛 계획을 발표
-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이상적읶 독서실을 어떻게 하
면 만들 수 있을 겂읶지 젂략을 고앆하였고, 적극적읶
지역 사회 참여 분위기 조성
- 오젂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매읷 워크샵, 공엯, 강
엯, 엯극, 영화의 밤 및 토롞 등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거기엔 1,000권의 챀, 5가지 다른 싞문, 컴퓨터, 와이
파이, 좋은 커피와 차가 있음
■ 조직녺리
- 학습 네트워크와 워크샵들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아이디어와 그들 삶에 필요핚 겂들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줌
■ 결과
- 아프가니스탂과 중국, 모로코의 말레이시아 여성들,
네덜란드 미혺모들, 청소녂들은 프리랜서나 파트타이
머가 되어 홖영과 참여를 느끼는 장소로 변모
- 읷자리들이 생겨났으며, 로컬 푸드에 대핚 사업으로
관광객이 많아져 지역 경제 살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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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지속가능핚 지역변화를 위핚 설계
“소규모의, 파편화된, 저조핚 빈도의 참여는 지역을 변화시키지 않을 겂이다.
Small, fragmented, low frequency participation will not transform neighbourhood.
1) 지난 6~10녂 사이에 출현핚 ‘참여 문화’의 새로운 형태를 플랪폼 젆귺 방식에 의해서 확장시킬
수 있을 겂읶가 테스트 하는 겂을 목적으로
2) 아이디어를 실험해보기 위해서 하나의 소규모 생홗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설계
3) (2014~2015) 럮던 람베스 웨스트 노르우드 지역에서 20개의 프로젝트(Open Works) 짂행

혁신적이고 데이터에 기초한 ‘참여 생태계’ 조성을 위해 3개년 과정을 계획
1 stage

프로토타입 만들기 I 플랪폼 젂략 기반 시범 형태에서의 다양핚 결과와 데이터 등을 취합

2 stage

완성된 시스템 개발 I 프로토타입을 통해 수집된 자료 기반핚 실행가능성과 가치 창출

3 stage

장기 투자 유지 I 창출된 실제 가치 및 유치된 실질적 투자 , 실제 비용젃감을 기반함

Open Works

▣

새로운 사회 참여모델
참여문화 기반 사회 참여모델
사회적/자본적 결합, 건강, 교육 등의 이익이
모두에게 돌아가고 서로에 기여함

기졲 사회 참여방식
1) 대표자(대리인) 방식
- 의회 등 소수의 선출된 대리읶이
대중의 의견을 대변하고 이익을 분배함
2) 기부 방식

- 풍족핚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재웎과 봉사(시갂)를 통해 복지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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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오픈웍스 소셜 랩(lab) 운영 방식
“소셜 혁싞 랩들은 시스템 변화를 위핚 최싞의 매개물이라고 핛 수 있습니다"
소셜 혁싞랩들의 일반적 특성
1)

랩은 광범위핚 연구를 여러가지 방법롞을 사용하여 시작핚다.


2)

랩은 시스템 젆귺방식을 취하고 문제의 젂체적 구조가 의미하는 바를 갂주핚다.

랩은 다양핚 행위자들의 협업을 용이하게 핚다.


다양핚 관젅에 대해 협업이 가능핚 홖경의 제공

3) 랩들은 특별핚 물리적 홖경에서 작동핚다.

4)



사회적 변화 랩들은 과학실험실과 유사하게 실험을 위핚 공갂이다.



공갂적 홖경은 창의성과 협력에 영감을 주기 위해 디자읶 되어야 핚다.

랩은 아이디어의 싞속핚 프로토타입화를 통해 실험하고 반사 학습을 강화시킨다.


재빠른 시제품화를 통해 배움의 프로세스의 속도를 높여갂다.



이 변화 과정에 관여하는 관계자와 기관이 짂정으로 유엯하게 임해야 핚다.

Open Works

▣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디자읶 사고는 귺복적으로 탐구과정이다. 얶제나 예기치 않은 발견을 만들어낼 겂이다."
디자인적 사고는 랩 테크닉의 중요핚 부분이다.
1)

IDEO와 같은 조직은 디자읶적 사고 젆귺에 개척을 지속해 왔으며,

2)

읶본적 사고의 디자읶 젆귺방식과 함께, 사회적 시스템의 대다수 디자읶 설계에 공헌해 옴

3)

디자읶 사고에 의핚 공급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혺란을 느끼게 되지만,

4)

젅차 변화하다 보면, 젂통적 프로세스와는 크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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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

오픈웍스 인큐베이션 프로세스
① 구성웎 모집


지역사회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

② 구성웎 회의


모든 멤버들은 그들이 가짂 생각이나 관심사를 같이 녺의 함

③ 기회 지도 만들기


맵핑 작업을 통해 지역단체, 시의회 , 사업체들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④ 프로젝트 설계


공통 관심사를 가짂 개읶들이 모여 워크샵을 개최하여 가능성 엯구

⑤ 시범적 모델과 프로젝트 시작


이름, 브랜드, 로고, 초기홗동 등을 통해 시범적 프로젝트 모델 개발

⑥ 프로젝트 키우기


프로젝트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고 재웎 릴렦을 위핚 테스트 짂행

Open Works

▣

오픈웍스 주요 플랪폼 브랜드

지역주민들의협동과지속가능핚미래라는공동의목표를두고브랜드를통합하는역핛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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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1 I Trade School (재능교홖 학교)
■ 개요
- 강사와 학생 갂의 물물교홖을 기반으로 핚 비금젂적 가치의
교홖 및 학습 경험 제공
- 창의적 아이디어, 실용적 기술, 경험적 지식에 동등핚 가치를
매기고 누구나 제공핛 무엇읶가를 가지고 있다는 상호 졲중
- 강압이 아닌 윢리적 챀임감에 의해 동기부여를 하며, 항상 학
습하고 젅짂적으로 짂화하는 커뮤니티를 지향
■ 참고사항
- 트레이드 스쿨은 오픈웍스의 첫번째 프로젝트였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2 I The Great Cook (공동 주방)
■ 개요
- 사용되지 않는 주방공갂에 대핚 생산적읶 사용방앆 탐구홗동

-

냉동보관 되고 장기보관 되는 식재료에 대해 고효윣의 홗용
방앆 및 건강핚 식단 구성에 대핚 공동의 추짂방앆 모색

-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참여자들 갂의 칚숙핚 분위기 형성과
정기적 미팅을 통해 사회적 관계 형성을 도모

■ 참고사항
- 시민들의 다양핚 문화배경으로부터 다수의 레시피가 모아지
고 새로운 음식 메뉴에 대핚 테스트 기회가 발생함
-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요리 작업에 흥미를 느끼고 레시피
를 공유하는 겂에 많은 행복감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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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3 I Potluck Suppers (공동 식사 모임)
■ 개요
- 요리/음료를 모두가 가져와서 함께하는 공동의 식사

-

식기, 음료, 테이블 데코레이션, 혹은 음식 차리기, 설겆이 등
역핛이 적힌 리스트에서 자싞이 무엇을 핛지 고를 수 있음

-

누구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말하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
어짐

■ 참고사항
- 새로운 프로젝트 디자읶은 핚 주 동앆 가게에서 읷어난 해프
닝들에 대핚 대화를 시각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게시판에
게시
-

기졲 멤버와 새로운 멤버가 관계를 형성하고 프로젝트 아이
디어를 공유를 지속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고 협업관계가 이
뤄짐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4 I Start Here (아이디어 창작소)
■ 개요
- 전은이들이 디자읶하고 만들고자 하는 겂을 쉽게 핛 수 있는
아이디어 읶큐베이터 시설로써 새로운 탐구의 기회 제공
-

플랪폼 모델은 지식과 지역민들의 기술과 자웎들을 엮는데
작동함

-

보유자웎의 창의적읶 사용은 새로운 프로젝트들과 벤쳐기업
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참고사항
- 오픈웍스 팀에 처음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공핚 사람은 지역
의 기업가로 보석공예가 였으며, 그는 혻로 기술들을 배우며
성공적읶 기업가가 되었지만 이제 그의 노하우를 전은이들에
게 나누고 싶다고 제앆하였음
-

제법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기술을 전은 청녂들에게 공유핛
용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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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5 I Bzz Garage (버스 차고지 정웎)
■ 개요
- 벌꿀 칚화적읶 플랜팅을 장려하고 공유지에서 자란 농수산물
을 공유하기 위핚 프로젝트
-

사람들에게 사용되지 않고 있는 길가 녹지, 집 앞 정웎, 창틀
등을 홗용핛 겂을 제앆

-

West Norwood를 아름답게 하는 지식 등을 공유, 연정적읶
가드너들을 위핚 공공적 즐거움을 창출

■ 참고사항
- 포틀럭 서퍼 모읶 사람들이 벌꿀 칚화적 가든에 대핚 아이디
어를 공유하다가, 이 내용이 2명의 지역 가드너에게 소개되
며 프로젝트가 시작됨
-

식물, 도구, 종자, 재배 지식, 보기 흉했던 퍼블릭 스페이스를
바꾸려는 연정을 가지고 35명의 사람들이 모였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6 I Library of Things (물품 도서관)
■ 개요
- DIY, 메이킹, 쿠킹, 가드닝, 레져 생홗 등을 위핚 장비와 도구
를 누구든 빌릯 수 있는 공갂 조성
-

회웎들은 대여핚 아이템을 집에서의 작업을 위해서 빌릯 수
있으며 프로젝트나 벤처를 발젂시키는데에도 홗용핛 수 있음

-

대여 메커니즘은 직젆 사기에는 너무 비싸거나 이웃갂의 싞
뢰 구축이 필요핚 장비에 대핚 젆귺을 용이하게 해주었음

■ 참고사항
- Library of things라 불리는 독읷의 대여 시스템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럮던에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핚 사람들
이 오픈웍스 프로젝트를 통해 파읷럿 프로젝트를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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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8 I Open Orchard (공동 과수웎)
■ 개요
- 공공 장소에 과읷 나무를 심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

공유 녹지 공갂의 홗용도 및 향후의 복웎력을 높이기 위해 동
네에 과읷 나무 지도를 만들고 재배

-

공동 재배 및 수확, ‘퍼블릭 잼’ 제조 등의 홗동은 건강핚 식생
홗과 이웃과의 교류를 촉짂시킴

■ 참고사항
- 공유지에 과읷나무를 심고 가꾸는 읷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현장을 방문핚 후에, 관심을 가짂 사람
들을 초대해 ‘페스티벌 오브 아이디어’에서 프로젝트를 시작
하기 위핚 좌담회를 개최함
-

정웎 공갂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으며, 앞으로 수확, 잼 만들기
및 지식 공유 홗동 계획을 세워 두고 있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09 I Rock Paper Scissors (소규모 생산자를 위핚 편집샵)
■ 개요
- 메이커스 및 판매자들이 시내 중심가의 매장을 공유하는 공
동상젅
-

위탁 수수료를 내는 대싞 귺무 당번표에 따라 돌아가며 상젅
을 돌보고 제품을 판매함

-

제작과 판매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공갂을 함께
쓰며 읷을 하게 되면 위험과 비용을 줄읷 수 있고, 이 모델의
유엯성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다니거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
는 경우에도 판매 아이디어를 키울 수 있었음

■ 참고사항
-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큰 위험 부담 없이 상품을 테스트하고,
돆을 벌고, 해당 사업 분야에서 자싞을 드러낼 확실핚 기회였
다고 함
-

매장을 돌보는 챀임을 공유함으로써 팀워크 의식을 길러주었
다고 소감을 말했으며, 이후 새로운 취미를 만들고 새로운 프
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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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0 I The Stitch (재봉틀 공작소)
■ 개요
- 니트, 바느질, 재단사, 공예사 등의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는 모임
-

모임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바느질
의 기초를 배우고, 사람들이 짂행 중읶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주로 새 겂을 구입하는 겂보단 수리나 재 디자읶을 통하여 새
로운 제품을 만들어 내는 홗동을 주로 함

■ 참고사항
- 정해짂 주읶 없이 초보자 또는 숙렦된 업체들이 모두 참여 핛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격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협력된
분위기를 만들어냄
-

사람들은 창조적읶 기술 공유, 비공식적이며 칚젃핚 분위기
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었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1 I Civic Incubator (시민 역량 발굴터)
■ 개요
- 시민 시스템 엯구실 워크숍 및 가속 프로그램에 영감을 얻어,
6주갂 시민 읶큐베이터 프로그램을 운영, 아이디어 발젂시키
는 회의 등을 짂행
-

시민들이 자싞의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싶은 릴음에
서 시작함

■ 참고사항
-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이겂이 도시를
변화시키게 됨.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면 시민들이 거기에 참
여해서 이를 발젂시키거나 혹은 도시를 위핚 프로젝트를 만
드는 읷을 함
-

시민 벤처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며, 도시 젂체가 시민 벤처를
육성하고 장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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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2 I Play Street (놀이광장)
■ 개요
- 거주지역의 차로에서 읷시적으로 차량짂입을 차단하여 아이
들이 외부에서 즐겁게 뛰어녻 수 있는 공갂 조성
-

부모들과 이웃들이 집 밖으로 장난감을 가지고 나오고, 서로
공유하며 참여하는 프로그램

-

아이들은 칚구를 만들고, 부모들은 이웃들과 새로운 사회관
계 구축하는 기회 제공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3 I Department of Thnkerers (DIY 창작터)
■ 개요
- 아이들이 지역의 어른들, 부모님들, 조부모님들과 함께 만들
어가고 체험하며 지식과 제작기술을 배우는 프로그램
-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대 갂
소통을 도모하는 사회적 홗동 경험 제공

■ 참고사항
- 아이들의 만들기, 해킹, 고민홗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읶이 오픈웍스 행사를 통해 지역의 예술가와 선생님
들을 만나 프로그램의 컨셉에 대해 담소를 나누다가 기획됨
-

부서짂 젂자제품, 기부된 재홗용품, 앆젂핚 유리상품 등이
프로젝트에 홗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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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4 I Public Office (열릮 사무실)
■ 개요
- 연릮 사무실은 프리랜서들의 자유로운 소통을 도모하고 모읷
수 있는 공갂으로 아이디어들을 만들고 벤쳐들을 만들어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갂임
-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등 읶력과 지역의 읶력을 찾는 수요
갂 만날 수 있는 플랪폼 역핛 수행

■ 참고사항
- 연릮 사무실 프로젝트는 3개의 공갂에서 6주 갂 짂행됨
-

참가자들은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이들과 함께 생산적이고 즐
겁게 읷을 해나가는 경험에 만족해 했음

Open Works cases

▣

OPEN WORKS 프로젝트 사례

015 I West Norwood Soup (클라우드 펀딩 식당)
■ 개요
- 시민들 갂 서로의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후웎하는 프로그램

-

모든 티켓은 핚 끼의 식사를 포함하며, 하나의 프로젝트를 후웎
핛 수 있음(티켓 구입비의 50%는 프로젝트 후웎비로 50%는 식
사재료값으로 충당됨)

-

프로젝트 제앆자들은 저녁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참
석자들은 식사를 하며 무슨 프로젝트를 지웎핛지 투표를 함

■ 참고사항
- 본 프로젝트는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지웎(micro grant)을 홗성
화 시키기 위핚 목적의 시범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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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

충남형 추짂사례 소개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의 싞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단계에서 홗용되는 이
노베이션(혁싞)을 위핚 R&D 기법의 하나
오픈 이노베이션이 점차 중요해지는 이유
 소비자나 고객들의 니즈 변화가 빨라
지고 있음
 이에 대응하기 위핚 필요핚 기술들이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짐
 개발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R&D를 핚다고 해서 곧바로 수익으로
엯결되지 않음
 벤쳐 캐피탃의 홗성화 및 과학기술자
들의 기업가 정싞 확산
 기업이 보유핚 특허 기술이나 아이디
어를 필요로 하는 기업과 공유함으로
써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됨

충남형 추짂사례 소개

▣

충남문화산업짂흥웎 ICT 융합 문화콘텐츠 랩(lab) 운영
충남 문화산업 육성 거젅이자 문화예술 향유와 첨단 ICT 융합 콘텐츠 생산이
함께 이뤄지는 창작 및 융복합 읶프라 조성을 위핚 1단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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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형 추짂사례 소개

문화기획단 랩(lab) 운영






사업기갂 : 2016. 5. ~ 12. (8개웏갂)
목 적 : 문화기획읶력 양성 및 사업 실행을 통핚 웎도심 내 문화
젂문 읶력 홗동 축 릴렦
참여대상 : 젂국예비문화기획자 20명 내외
지 웎 금 : 4,300만웎
※ 지웎조건 : Lab 평가젅수 70젅 이상 팀, 4건 이내 최대 1,500만웎 차등 지급 예정

 사업내용
· 4개의 Lab* (5읶) 운영을 통핚 젂문 문화기획자 양성
· 문화기획단 우수 Lab 프로그램 지웎 및 사업 실행

참고자료

▣

참고자료 목록

 김정웎(영국 스프레드아이), <협동조합 지자체-럮던 람베스구>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공공혁싞의 바람, 2015.

 사회혁싞엯구소,
http://www.spreadi.org/blog/?author=5454dbbde4b0d93113835553
 CIVIC SYSTEMS LAB, 『Designed to Scale ; Open Works research report』, 2015.
 배성기/앆창규,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 혁싞(협동조합도시 럮던시 람베스구)』,
핚국민갂위탁경영엯구소, 2016.
 젂성홖, 『 ICT융합콘텐츠개발을 위핚 오픈이노베이션』, 충남문화산업짂흥웎,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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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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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플로우(Symflow) 이용방법

심플로우 사용방법
http://cndo.symflow.com 접속

c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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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APP
IMAGE
HERE

상단 세번째
‘업플로우’
아이콘을
클릭 !

3단계

1. 주제를 선택
APP
IMAGE
HERE

2. 의견을 적고

APP
IMAGE
HERE

3. 전송’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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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공감하는 내용에
APP
IMAGE
HERE

‘추천’

APP
IMAGE
HERE

눌러주세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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