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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경제를 새로운 정책영역으로 간주하기 시작
l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칭
n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
l 참석자는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이사 3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사무
국장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
1. 사회적경제 혁신활동의 특성
n 사회적경제 조직은 혁신지향성이 강함
l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혁신적이어야 함
l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고용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능력을 확보해야 함
n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방식의 혁신 수행
l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고용)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
l 영리기업들이 수익성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활동 수행
n 고졸· 대졸인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사용 경험을 축적해서 혁신활동 수행
l 석·박사가 참여하는 과학기반 혁신이 아니라 경험에 바탕한 실천기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을 수행
n 혁신지원제도 활용 경험은 거의 없음
l 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규모, 인력, 재무구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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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문기관(중소기업지원기관, 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도 어려움
l 과학기술정책은 대기업과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
n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 활용 선호
l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 받는 방식을 선호

2. 이론적 · 정책적 시사점
n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의 통합
l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천기반 혁신 방식과 과학기반 혁신
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이 필요
l 현장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
n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리빙랩」운영
l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들이 생활하는 실제 현장에서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에 입각한 연구공간
l 리빙랩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연구개발활동과 사회적경제의 문제 해결활동이 결합
n 사회적경제를 위한「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추진
l 현재의 연구개발사업 구조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연구개발사업의 임계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규모가 작거나 사용조직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l 연구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조직에 소액의 그랜트(Grant)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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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리버스 이노베이션과 선도시장전략의 활용
l 사회적경제 조직의 저비용·생활밀착형 혁신을 리버스 이노베이션(reverse innovation)
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 사회적경제 혁신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것을 영리시장이나 해외시장
으로 확장하는 전략
l 사회적경제의 리버스 이노베이션과 ‘선도시장전략’의 결합
-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환경·안전·에너지·
복지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
-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과 선도시장전략을 연계하는 프레임을 구축하여 리버스 이노
베이션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
n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환실험 수행 주체로서의 자기 인식 필요
l 사회적경제의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l 사회적경제 조직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전환실험)을 수행
하는 조직으로서 자기 인식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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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n 과학기술혁신정책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l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추진되면서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를 새로운 정책영역
으로 간주하기 시작
- 사회적경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 현장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조직
-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 수행
l 사회적경제의 기술활용·개선·개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음
- 최근 기획되고 있는 미래부의「사회적 격차 해소 기술개발사업(가칭)」에서도 사회적경제를
주요 혁신주체로 인식
n 사회적경제 조직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 증대
l 그동안 사회적경제 조직은 암묵지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았음
l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력이 쌓이고 소셜벤처가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 경영 효율화를 위한 ICT 활용과 새로운 공정과 제품개발을 검토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등장
- 보급형 보청기를 개발해 취약계층 난청 문제에 대응하는 딜라이트, 악성댓글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시지온과 같은 소셜벤처가 등장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n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
l 이렇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이들의 혁신활동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
l 이 글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탐색적 연구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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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적경제의 정의
n 사회적경제의 정의
l 사회적경제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며 시기별 및 분야별로 정의가 변화
l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는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됨
-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는 대안적 모델로서 공동체적 자치라는 제3의
모델이 논의(기획재정부, 2013)
- 사회적경제란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과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하며,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의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 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장원봉, 2006;
김성기 외, 2014)
l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회적경제란 구성원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 적극적인 자기혁신과 자발
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복지의 증진,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기타 공익에 대한 기여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지칭(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안, 2014.4)
그림 1 사회적경제의 목표

자료 :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2014)

n 사회적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
l 이들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으로 하는 호혜적 경제조직
l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해 사회통합과 복지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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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협동조합 활동 촉진 취약계층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초생활수급자의 농어촌 일자리 및
목적 및 사회통합, 국민 일자리․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공동체 일자리 창출 및 탈빈곤 소득 창출, 지역활력
경제 균형 발전
제공,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
유도
증진
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육성법

근거

법적 근거 없음
(예산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제18조)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사회적 목적을 추구 지역단위소규모공동체 기초생활수급자가 향토자원을 활용하는
대상 (사회적)협동조합 하면서 영업활동을 (마을회, 지역NPO 등) 1/3 이상인 기업 마을단위 공동사업체
하는 기업
직접 지원은 없음
*개별 부처 혜택
혜택 (중기청 소상공인
협업화사업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업비 지원, 전문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품개발 및 마케팅
판로개척, 해외연수, 교육, 경영 컨설팅 초기창업자금․인건비 지원, 컨설팅 홍보
경영 컨설팅 지원, 지원 등
지원
지원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기재부)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등 정책 총괄, 협동
조합연합회 및 사회
적협동조합연합회
인가․감독, 기재부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추진
인가․감독 등
체계
및
(각 부처)
역할
부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사회적 협동
조합에 대한 인가
및 감독

(고용부)
(안행부)
고용정책심의회 중심 마을기업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시책 기획,
(사회적기업진흥원) 마을기업 지정 및
공공구매, 판로개척, 지정사항 통보, 사업비
인력양성, 인증․모니 지원 마을기업에 대한
터링, 네트워크 지원 회계 점검 등 총괄
(지자체)
예비사회적기업 심사․
선정, 지역고용심의
회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육성 모델 발굴

(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중심,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 자립 지원
(7종 급여), 희망리본
사업, 희망키움통장

(농림부)
농어촌공동체 회사
역량 강화 및 R&D
등 지원사업 연계
강화

(지자체)
(지자체)
농어촌 공동체 회사
(시․도)
지역자원 연계, 자산 선정, 사업비 지원
지원사업 공모․심사, 형성 지원, 탈빈곤 (최대 2년), 브랜드
약정체결 및 사업비 자활공동체
개발로 홈페이지 개설
교부
(고용안정센터)
*(유형)
직업훈련, 취업알선, 농식품산업형, 도농
공공근로, 창업지원, 교류형, 지역개발형,
자원봉사
사회복지서비스형

(시․도)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신고및과태료부과등
자료 : 기획재정부(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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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정리
n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수행
l 참석자는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이사 3명,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중간조직 사무국장
3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
표 2

포커스 그룹 참석자 명단

구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적경제지원조직

조직

직위

크린원(청소, 자활기업)

대표

온케어(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 선도기업)

대표

심원테크(OA기기 및 재제조, 사회적기업)

대표

경기광역자활센터

사무국장

경기사회적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회적기업팀장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양성
n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은 매우 다양함
l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조직과 상대적으로 그 강조가 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존재
- 보조금 때문에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조직, 사회적 가치기준이 약하거나 약화된 조직도 존재
l 혁신활동의 수준 차이가 존재
- 초기 단계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수준의 활동 수행
·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 이에 해당
· 이들에게는 효율적인 운영시스템 구축이 핵심적 과제
- 제품개발과 공정혁신을 수행하는 지식집약형 사회적경제 조직도 존재(송위진·성지은·
김왕동, 2013)
· 소셜벤처, 업력이 쌓인 자활기업, 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은 일반 중소기업과 유사한
혁신활동을 수행
· 이들의 경우에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생태계 및 기반 구축이 필요
n 조직의 특성에 따라 혁신활동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
l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조직일수록 혁신지향성이 강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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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즈니스 구성 방식
n 사회적 가치를 담은 비즈니스 모델 개발
l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활동에서 출발
-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지향이 매우 중요
- 예 : 기술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심원테크의 소개문)

그림 2 심원테크 소개문

자료 : 심원테크 홈페이지(http://simwontc.com)

l 비즈니스 구성에서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보다는 관점·원칙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존 영리기업과 차별화되는 점 없음
n 현장에 근거한 아이디어 발굴
l 사회적경제 조직은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비즈니스를 전개
-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 다양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 구성
-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지가 비즈니스와 혁신활동의 기반이 됨
· 연구개발투자와 공식적인 연구개발조직이 없다고 해서 혁신활동이 없는 것은 아님(hidden
innovation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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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교육프로그램 참가를 통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컨설팅을 통해 현실화
- 시군구의 아카데미, 대학·기관의 창업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 최근 사회적경제 비즈니스에서 경험이 있는 선배 인사가 컨설턴트로 지원해주고 있으며
이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됨

3. 혁신의 의지
n 사회적경제 조직은 혁신지향성이 강함
l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혁신적이어야 함
l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고용 때문에 나타나는 생산성 저하를 감수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부합
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기업과 차별화된 능력을 확보해야 함
- 수익성이 좋지 않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인 자원순환, 간병 및 돌봄, 환경 개선
분야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시장을 개척하고 고도화하기 때문에 혁신적이어야 함
l 영리기업이 소홀히 할 수 있는 노동환경 보장, 친환경 비즈니스, 공정거래 방식을 취하며
사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더욱 혁신적이어야 함
l 이 과정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을 혁신하여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는 역할도 수행
- 비공식 영역의 청소활동, 자원수집·재활용 활동을 전문화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니치(strategic
niche)로서의 역할 수행
l 다양한 혁신활동이 실행되고 있지만 성공 모델은 아직 불분명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하는 기존 산업혁신과 차별화되는 모델 개발이 필요
n (유형 1)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진출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
l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파악
- 공공구매 시장은 단가가 낮은 경우가 많고 요구하는 서류도 많아 관리비용도 상당히 발생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개발·진출이 필요하며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거나 기존 활동을 고도화·전문화하는 것이 필요
· 예 : 공공부문·사무실 청소 → 전문실험실 청소 → 동물실험실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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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고부가가치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학습이 필요
- 청소 분야의 경우 장비의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노하우 축적
· 노동집약적인 단순 청소로는 고부가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장비와 기술이 결합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됨 → 안전한 복장 개발 및 장비 활용
·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활용을 통한 학습 → 새로운 장비활용 방안 탐색과 노하우 구축
- 예시
· 외국에서 도입된 에스컬레이터 청소기 → 실행을 통한 학습을 통해 주방바닥 청소에
적합함을 파악하고 주방청소기로 사용
· 증류수를 사용한 실험실, 동물실험실 청소 방법 개발을 통해 친환경 청소시스템 구축
- 선진국 청소관련 시제품 사용을 통해 청소 노하우 축적
n (유형 2)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사회적경제적 조직(예 : 자활기업)의 혁신
l 자활기업은 품질향상, 생산성 증가,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혁신에 대한 욕구가 높음
- 청소 및 집수리 업종의 경우, 장비·제품 등의 분야에 기술이 필요하며, 재활용 업종의
경우 선별공정 개선 및 재활용 가능 재료추출을 위한 기술개발, 작업장 환경 개선 등이
필요
-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구성원들이 많은 질병을 호소하고 있으며, 공정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 절실한 상황임
-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경우 디자인 및 기술개발이 필요
l 그러나 자활기업 구성원의 혁신에 대한 의지는 크지 않음
- 혁신에 수반되는 새로운 교육, 훈련에의 적응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l 중간조직인 광역자활센터는 규모화를 위해 광역자활기업(자활기업들을 묶어 하나의 기업
으로)을 설립·운영지원
- 청소 및 집수리 자활기업을 광역기업으로 설립하여 공동물류,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부가가치 사업 개발 등을 시도
- 조직화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적합형 기술이 개발되면 확산이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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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혁신활동의 특성
n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방식의 혁신 수행
l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사회적 가치를 지닌 제품과 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고용)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
n 영리기업들이 수익성 때문에 진입하지 않는 영역에 들어가 사업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혁신활동
수행
l 장애인·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경우 영리기업의 생산관리 방식 도입이 어려워 이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과 방법이 필요
- 장애인이 많은 생산라인에서는 표준화·일관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 적합한 생산라인과
공정이 필요
l 친환경 사업, 자원순환 관련 사업 등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혁신활동 수행
- 청소업의 경우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정을 도입
n 대표이사 중심으로 혁신활동을 수행
l 대표가 인사·조직, 재무, 혁신활동을 모두 담당해서 수행
- 중간관리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혁신활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필요
l 고졸·대졸인력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사용 경험을 축적해서 차별화된 능력
확보
- 실천기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을 수행(Melkas and Harmaakorpi, 2012)
n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을 원하지만 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l 전문기관(중소기업지원기관, 출연연구기관 등)과 협력작업을 원함
- 사회적경제 조직은 자원과 혁신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 선호
l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전문연구기관과의 협력이 어려움
- 연구인력 보유 여부, 기업 매출액 및 규모 등이 전문연구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조건이
되는데 이런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많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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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연구기관들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존 영리기업과의 협력 방식에
익숙함
· 논문·특허 획득이 어렵고 규모도 크기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공동연구 선호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n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과학기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활용 선호
l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컨설팅 받는 방식을 선호
- 과학기술 프로보노 네트워크를 통한 기술지원 원함
l 경영지도사, 컨설팅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기존 영리
기업 지원 방식을 취함 → 컨설팅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

5. 사회문제 해결, 시스템 전환에 대한 전망
n 사회적 가치가 사회적경제의 존재 이유임을 강조
l 최근에 사회적 기업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남
-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의 목표가 약화될 수도 있음
l 사회적 가치를 망각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리되는 자정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
- 대표이사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
- 지속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점검하는 활동이 필요
· 사회적 가치와 임무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협회 차원에서 운영
n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전망은 아직 추상적임
l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시스템을 혁신하고자하는 관점은 존재하나 구체적이지 않으나 가치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원칙으로 작동
- 친환경이라는 가치지향은 뚜렷하나 시스템 혁신의 비전(예: 자원순환사회)과 의의, 방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음
-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조직(협회) 수준에서 비전이나 미션을 토대로 시스템 혁신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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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초기 단계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
- 조직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
서주
l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현재 수행하는 혁신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
- 사회적경제 조직의 혁신활동을 개별적이고 단순한 혁신활동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기
술시스템(예 : 자원순환사회)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필요

6. 과학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인식과 활용 정도
n 사회적경제 조직과는 매우 멀리 떨어진 정책으로 인식됨
l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대기업과 규모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서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파악
n 혁신지원제도 활용 경험은 거의 없음
l 기업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때 요구되는 규모, 인력, 재무구조와 같은 조건 때문에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존재
l 사회적 기업의 경우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개발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이를 바탕
으로 충분한 개발활동을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단기간에 빠른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데 이것에 쉽게 대응할 수 없음
n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영리기업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은 한계가 있음
l 영리기업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즉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음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노하우와 암묵지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임
l 그러나 현재 영리기업이 수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은 홍보의 성격이 강해 아직 시스템적 방식
으로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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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밀착 지원시스템이 필요
l 현장과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l 사회적경제 조직은 이동성과 기동력이 많이 떨어짐. 이러한 상황에 걸맞은 지원이 필요
- 대덕연구단지를 방문해서 지원을 받거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에는 자원의 한계가 있음
n 혁신활동 촉진 및 시장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이 중요
l 자원순환과 환경보호, 돌봄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 제품처리나 서비스 공급 기준이 필요
한데 이것이 없는 경우가 많음
- 프린터 폐토너로 인한 환경파괴 등 여러 사회문제가 있는데 정책의제로 부각되지 못해
기준이나 규제가 없는 분야가 존재
- 무분별하게 제품이 폐기되거나 저질의 단순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짐
l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준이나 규제, 공공구매가 설정된다면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의 혁신활동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음
- 결국에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도화 및 지식집약화 촉진
n 사회서비스 관련 업무를 표준화·효율화하는 방법이 필요
l 청소, 주거환경 개선, 자원재활용, 간병 및 돌봄서비스 등 노동집약적인 작업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표준 작업매뉴얼)과 기기 개발이 필요
l 이는 작업을 좀 더 효과적·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사회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n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 필요
l 재무제표, 장애인 고용실적, 매출액, 수익을 넘어서는 사회적 가치의 정당한 평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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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
1.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의 통합
n 혁신활동은 크게 ‘과학기반 혁신’과 ‘실천기반 혁신’으로 구분할 수 있음
l 과학기반 혁신(science-based innovation)은 과학·기술지식을 바탕으로 혁신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소에서 수행되는 공식적인 R&D와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활동에 기반
l 실천기반 혁신(practice-based innovation)은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한
노하우와 암묵지에 기반한 혁신활동
l Jensen et al.(2007)은 이를 STI 방식(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mode)와
DUI 방식(doing, using, and interacting mode)으로 구분
n 최근까지 실천기반 혁신은 혁신정책에서 주요 관심사항이 아니었음
l 근래의 혁신정책은 연구개발 등과 같은 공식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춤
- 공식 조직을 통한 혁신활동이 정책의 주요 고려 대상이었음
l 그러나 연구개발투자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더라도 혁신적인 기업이 존재 가능
- 연구개발투자가 적고 전문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혁신활동이 없는 것은 아님
- 경험을 통한 학습과 혁신을 통해 혁신 가능
l 산업화 초반부에 전개된 한국의 혁신활동은 실천기반 혁신의 특성을 지님
- 현장에서 외국에서 도입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암묵지를 축적하고 점진적 혁신을
수행했음
- 이렇게 축적된 지식에 공식적인 연구개발활동이 결합되면서 기술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음
n 사회적경제 조직이 수행하는 혁신활동은 현장에서 축적한 암묵지에 기반한 실천기반 혁신인
경우가 많음
l 사회서비스와 같이 R&D 집중도가 낮은 중·저기술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실천기반
혁신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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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실천기반 혁신에서는 현장지식을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자본
확보가 중요하므로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닌 조직 특성과 부합
l 연구개발조직을 운영하거나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 같은 전문기관을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장인력의 노력을 바탕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측면도 있음
- 이로 인해 전문기관의 연구개발활동보다 기술수준이 낮은 현장활용형 적정기술 등에 관심을
갖는 경향도 있음
n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천기반 혁신 방식과 과학기반 혁신 방식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이 필요
l 현장지식과 과학기술지식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 능력 향상(Jensen et al., 2007)
- 덴마크의 중·저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이 결합
되었을 때 높은 성과가 나타남을 발견
- 사회적경제가 수행해온 혁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실천기반 혁신과 과학기반 혁신의
결합이 필요
l 연구개발조직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와 결합된 혁신활동은 연구개발활동의 현장
적응성을 검증하고 수요자 지향적 혁신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l 암묵지와 형식지의 결합을 통한 나선형적 지식창조의 동력 확보(Nonaka, 1994)

2.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리빙랩」운영
n 리빙랩의 정의
l 리빙랩(Living Lab)은 사용자들이 생활하는 실제 현장에서 니즈를 반영하여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 모델(user-driven open innovation model)’에 입각한
연구공간(송위진, 2012)
- 도시, 학교, 아파트와 같은 특정 공간에서 사용자, 산학연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에 입각한 혁신모델
- EU의 경우 2006년 Living Lab 사업이 시작된 이후 The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ENoLL)를 결성하여 현재 약 350여개의 Living Lab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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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천기반 혁신과 연구조직의 과학기반 혁신을 통합하는 틀로서의 리빙랩
l 리빙랩을 통해 삶의 현장(real life setting)에서 연구개발활동과 사용자의 문제 해결활동이
결합
l 예시
- 자원순환 리빙랩 구축·운영
· 폐기물 배출, 수거, 재활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마을만들기),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폐기물 수거시스템 혁신을 수행하는 리빙랩 운영
- 햇빛발전 리빙랩 운영
· 태양광을 이용한 다양한 햇빛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리빙랩 방식으로 운영
- 치유농업 리빙랩 운영
· 중독이나 신경증과 같은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경과 농업을 활용하는 리빙랩 운영

3.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추진
n 현재의 연구개발사업 구조는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l 연구개발사업의 임계규모가 있기 때문에 기술혁신의 규모가 작거나 사용조직의 규모가 영세한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 이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을 기피할 경우 그곳은 혁신의 사각지대가 됨.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한 활동과 영역인 경우가 많음
l 논문, 특허, 기술료 등에 입각한 연구개발사업 평가방식이 적합하지 않은 영역도 상당히 존재
n 사회적경제 조직의 문제 해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 추진
l 연구조직과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조직에 소액의 그랜트(Grant)를 제공하는
연구개발사업 추진
- 사회적경제 금융 분야의 마이크로 크레딧과 유사한 형태의 마이크로 연구개발사업 추진
· 마이크로 크레딧(microcredit)은 무담보 소액대출로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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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버스 이노베이션과 선도시장전략의 활용
n 사회적경제 조직의 저비용·생활밀착형 혁신을 리버스 이노베이션(reverse innovation)으로
발전시키는 전략 필요
l 사회적경제 혁신제품의 시장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것을 영리시장이나 해외시장으로 확장
하는 전략 필요
l 이는 저비용, 기존 기술 활용,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한 혁신을 주류 경쟁시장으로 진출시키는
리버스 이노베이션과 유사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음
n 리버스 이노베이션의 정의
l 리버스 이노베이션은 개발도상국이나 사회 기층(bottom of pyramid)을 위한 혁신활동의
결과물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는 혁신전략
- 선진국이나 주류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후발국이나 저소득층 시장에 적용하는 전통적인
혁신전략과 반대로 개발도상국·저소득층 시장에서 개발된 기술을 선진국에 적용하는 방식
- GE china가 중국의 보건소에 보급한 염가형·보급형 초음파진단기기를 가지고 선진국의 응급
의료영역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리버스 이노베이션 전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음
l 이것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으로 접근할 수도 있음
(Christensen et al., 2006)
-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적은 비용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여 새로운 소비자를 형성하는 파괴적
혁신활동
n 사회적경제의 리버스 이노베이션과 ‘선도시장전략’의 결합
l 선도시장전략(Lead Market Initiative)은 공공적 성격을 지닌 환경·안전·에너지·복지 분야의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전략
- 선도시장 전략은 새로운 기술이 실험되고 검증될 수 있는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구매,
규제, 표준화 등 수요관련 정책수단과 기술개발과 같은 공급기반 정책수단을 패키지의 형태로
활용하는 통합형 정책
* ‘선도시장(lead market)’은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처음으로 채택하여 구현하고 다른
지역과 영역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특정 국가나 지역 시장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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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회적경제의 혁신활동과 선도시장전략을 연계하는 프레임을 구축하여 리버스 이노베이션을
위한 새로운 시장을 창출
- 표준화, 기술적 호환성, 사회적 수용성, 공공구매시 구매여부, 관련 기술개발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의 수용성을 검증해보는 작업 수행

[참고] EU의 선도시장전략 (EU Lead Market Initiative)

□

선도시장전략은 1) 수요지향적인 특성, 2) 기존의 혁신정책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공공구매,
규제, 표준과 같은 새로운 정책수단 활용, 3) 규모는 크지 않지만 치밀하고 영리한 접근. 4) 정책들의
통합 5) 수평적인 정책조정활동 등을 필요로 함

□

주요 정책 영역

- 표준화 및 인증·라벨 부여 : 표준의 개발과 개선활동은 시장의 성장 및 사용자들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과 관련된 소통을 활성화해야 함
- 법제화와 규제 : 선도시장전략에서는 여러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제 관련 법률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개선하고 폐지하는 활동을 필요로 함
- 공공구매 : 공공구매자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활성화하고 여러 모범적 방식(best practice)을 확산시키면
공공구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각 정책수단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각 장점들을 상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정책수단들
간의 정합성이 필요함

5.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환실험으로서의 자기 인식 확보
n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은 사회·기술시스템의 전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l 기후변화, 저출산·고령화, 에너지·환경문제,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증적인 접근을 넘어
‘시스템 혁신’을 필요로 함
- 이들 사회적 난제는 여러 다양한 요인들이 결합된 복잡한 문제로서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
제도와 기술의 개선이 아니라 사회·기술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필요로 함
- 한 번의 충격형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가는 노력이 필요
l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에서 사회·기술시스템 전환(system transition)을 추진하는 새로운
접근이 요구
- 경제성장을 넘어 경제·환경·사회통합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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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혁신을 넘어 제도, 하부구조, 문화 등 ‘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과
방법론
- 20~30년 걸리는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을 현재의 중단기형 혁신활동과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
n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혁신 생태계는 시스템 전환을 지향하는 사회·
기술혁신을 수행(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 2014)
l 기존 시스템을 혁신하여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socio-technical
innovation: 전환실험)을 수행
l 시스템 전환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고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여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니치를 확대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
-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인 전환의 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 이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는 방향성을 제시
표 3
구분
목적

전통적인 프로젝트와 전환실험의 비교

전통적인 혁신 프로젝트
•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
• 새로운 시장 개발

전환실험
• 지속가능한 발전이나 저탄소경제와 같은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에 기여

• 기존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혁신·적응 ·개선 •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제도, 법률제도 등
혁신의
• 혁신은 기존의 관행, 조직, 문화, 금융 제도, (사회·기술체제)의 변화를 지향
성격과 목표
법률제도 등(사회·기술체제)의 큰 변화를 필요로
하지 않음
시간

• 2-5년

• 개별 프로젝트 수행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시각

자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2014: 26)의 내용을 일부 수정

❙필자❙ 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21

동향과 이슈╻제14호

참고문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사회혁신팀 편역(2014),「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이론과
실천방법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재정부(2013),「사회적 경제의 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김성기 외(2014),「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아르케.
송위진(2012),「Living Lab: 사용자 주도형 혁신모델」, Issues & Policy, 제59호,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송위진·성지은·김왕동(2013),「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 Issues & Policy, 제65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새누리당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2014),「사회적경제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장원봉(2006),「사회적 경제의 이론과 실제, 나눔의 집.

Christensen, M., Baumann, H., Ruggles, R., and Sadtler, T.(2006), "Disruptive
Innovation for Social Change",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pp. 94-101.
European Commission, DG Enterprise(2010), "How to Strengthen the Demand for
Innovation Europe?", Lead Market Initiative for Europe.
Jensen, M., Johnson, E. and Lundvall, B.(2007), "Forms of Knowledge and Modes of
Innovation", Research Policy, 36, pp. 680-693.
Melkas, H. and Harmaakorpi, V. (eds).(2012), Practice-based Innovation: Insights,

Ap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 Springer.
Nonaka, I.(1994), "A Dynamic Theory of Organizational Knowledge Creation", Organization

Science, 5(1).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