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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1. 연구의 개요
 도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Transition)을 위한 핵심 공간이자

교두보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이자 핵심 테스트베드
 도시에서 이루어진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의 경험은 지역혁신 전략, 농촌의 시스템

전환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
 본 글에서는 도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과 사례를 검토
 본 연구는 ‘도시 전환관리(Urban Transition Management)’ 논의와 실험 사례를 검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Urban Transition Lab: UTL」
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현재 그

관점에 따라 시스템 전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EU의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프로젝트를 정리

2. Urban Transition Lab과 MUSIC 프로젝트
 Urban Transition Lab의 기능
 사용자 중심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지향하는 ‘Living Lab’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음
 Urban Transition Lab(이하 UTL)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삶의 궤적을

실험해보고 이에 대한 성찰적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공간
- 도시는 사람들의 행위가 집중되는 장소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환경들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으로 존재
- 기술혁신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환관리를 수행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co-creation) 장소로 기능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변화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행위자들의 참여와 비전
공유를 통해 지속적 창조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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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MUSIC 프로젝트 개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유럽 도시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되며 공공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정 지원 받음
-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₂배출 감축,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와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함
- 2030년까지 CO₂배출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5개 도시와 2개의 연구소가 참여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프랑스의 몽트뢰유, 벨기에의 겐트, 독일의 루트비히스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도시로서 참여
 전환관리 지원을 위해 DRIFT(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s), 도시 에너지
정보지원시스템 지원을 위해 Henri Tudor 공공연구소(룩셈부르크)가 참여
-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5개 도시별로 행동 계획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실험
 각 도시들은 각각의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파일럿 테스트 진행

3. 시사점
 도시 전환관리와 Urban Transition Lab은 정책적 측면에서 여러 의미가 있음
 혁신정책 일반에 대한 시사점
 도시에서의 전환관리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혁신정책의 확장 및 정교화에 기여
 전환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방법론 제시

- ‘문제 탐색 → 문제 인식 → 백캐스팅과 의제 설정 → 실행 →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환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
 실험과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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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도시혁신 정책에의 시사점
 UTL 사업은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도시 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접근하여 도시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현재 각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형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주제를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Living Lab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지역혁신 전략에의 시사점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축 전략에도 Transition Lab은 여러 시사점을 제공

- 장기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현장 지향적, 사용자 참여형 실험을 수행하는 접근과
방법론은 지역혁신이나 농촌 혁신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
- Rural Transition Lab, 도농복합도시에서의 Transition Lab적인 접근이 가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의 시사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현실적인 구현 방안 제공

- 사회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iving Lab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

- 문제의 대증적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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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주요 정책 과제로 등장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에너지,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의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
 현 시스템의 대증적 개선활동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으며 새로운 틀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1)이 요구됨
- 고탄소 사회·기술시스템에서 탄소 제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서 기후 변화,
에너지·환경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예방적 보건·의료시스템, 지속가능한 농식품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건·복지문제와 농촌문제,
식량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음
 도시는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공간이자 교두보
 도시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이자 핵심 테스트베드

- 도시는 고용창출, 의식주 해결, 에너지·환경 보존, 물 관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복잡
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
- 2000년대 들어 일부 유럽 도시(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영국 등)에서는 새로운 교통·주거·
에너지·농업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책을 수행
 도시에서 이루어진 사회문제 해결과 시스템 전환의 경험은 지역혁신 전략, 농촌의 시스템

전환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
 본 글에서는 도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을 위한 전략과 사례를 검토
 본 연구는 ‘도시 전환관리(Urban Transition Management)’ 사례를 검토
 이를 위한 방법론으로 Urban Transition Lab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현재 그 관점에 따라

시스템 전환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EU의 MUSIC(Mitigation in Urban areas: Solutions
for Innovative Cities) 프로젝트를 정리
- 이는 시스템 전환의 관점과 Living Lab2) 사업의 결합을 통해 도시의 사회문제를 해결
하려는 시도임
1)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송위진(2012), “사회·기술시스템론과 정책적 의의”, 「Issues &
Policy」, 제60호, STEPI를 참조할 것.
2) Living Lab에 대한 간략한 논의는 송위진(2012), “Living Lab: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모델”, 「Issues &
Policy」, 제59호, STEPI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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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정책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도시혁신 정책, 도시 사회문제 해결정책,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시사점 도출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음3)
 도시의 전환관리 방법론으로서 Urban Transition Lab 관점 검토
 Urban Transition Lab의 적용 사례인 EU의 MUSIC 프로젝트 검토
 정책적 시사점 도출
 부록으로 ‘시스템 전환’과 ‘도시 전환관리 방법’ 논의 검토

3) 이 글은 Frank et al(2013), MUSIC(2011)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6 -

STEPI ISSUES & POLICY 2013

II. 도시의 전환관리 방법: Urban Transition Lab
 도시에서의 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수단인 Urban Transition Lab은(Frank et al,

2013; MUSIC, 2011) ‘도시에서의 전환관리 전략(부록 참조)’과 ‘Living Lab’이
통합된 방안임

1. Urban Transition Lab
 Urban Transition Lab 전략의 도시에 대한 인식
 도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혁신의

원동력을 제공
-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책 형성과 집행을 통해 문제해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 수준의 전환과 혁신의 제공자

- 도시는 문제와 혁신이 동시에 발생하는 장소
- 기후 변화와 같은 글로벌한 문제와 지속가능한 이슈에 대해 잠재적인 해결가능성을 지닌
핵심 공간
 Urban Transition Lab의 기능
 사용자 중심 개방형 혁신생태계를 지향하는 ‘Living Lab’의 개념에서 영향을 받음
 Urban Transition Lab(이하 UTL)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삶의 궤적을

실험해보고 이에 대한 성찰적 학습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장시키는 공간
- 도시는 사람들의 행위가 집중되는 장소로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인 환경들이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으로 존재
- 기술혁신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전환관리를 수행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혁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식을 창조해

나가는(co-creation) 장소로 기능
-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변화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행위자들의 참여와 비전
공유를 통해 지속적 창조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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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ing Lab의 정의
◦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공연구부문, 민간기업, 시민사회(PPP)가 협력하여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생태계
◦ 최근에는 Living Lab에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시스템 혁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
- 혁신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주체들의 행동변화(behavioral change)를 이끌어내고 선도시장
(lead market)을 개척하는 공간으로 파악
- 지역·국가·세계적 수준에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두보로서 파악
-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기술시스템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Living Lab

 UTL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의 특징
 도시의 맥락을 고려한 혁신활동 수행

- 각 도시가 직면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전환관리 수단이 고찰됨
- 담론 공유, 의제 설정, 전략과 혁신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환관리가 이루어짐
 UTL의 행위 주체로서 T-team(Transition team)을 구성하여 혁신활동 전개

- T-team은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변화 지향적인 행정 관료로 구성
- 프로세스 참여자들과 지역 행정 관료들 사이의 중재자로서 기능하고, 프로세스 설계와
구조의 정교화 작업을 수행
- 혁신을 위한 실험을 담당하고, 실험과정에서 활동할 행위자와 혁신 시스템을 결정
 선도그룹(frontrunners) 구성 및 네트워크 형성

- 선도그룹은 특정한 도시의 맥락에서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Public-Private-People-Partnership(PPPP) 모델에 입각하여 구성
- 이들은 정의된 도시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비전을 지니고 있으며 기존 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혁신을 위한 니치 행위자로 활동
- 하위 그룹들을 창조함으로써 네트워크를 확장해나가고 참여자들 간의 연합 형성
 실제 삶의 공간에서 사회기술의 적용과 혁신을 위한 ‘실험적 학습’의 공간인 Living Lab

접근 채택
-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으로서 ‘전환 실험’이 수행
- 이러한 전환 실험은 새로운 조합과 통찰에 초점을 두며 실행을 통한 학습(learning by
doing) 지향
- 학습을 통해 얻어진 교훈은 다른 분야의 도시 전환을 위한 레버리지 포인트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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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도시에서의 전환관리 사례: MUSIC 프로젝트
 MUSIC 프로젝트 개요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 유럽 도시와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되며 공공 프로그램에 의해서 재정 지원 받음
- 에너지 문제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CO₂배출 감축,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 확대와
효율성 증가를 목적으로 함
- 2030년까지 CO₂배출을 5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5개 도시와 2개의 연구소가 참여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프랑스의 몽트뢰유, 벨기에의 겐트, 독일의 루트비히스부르크,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 도시로서 참여
 전환관리 지원을 위해 DRIFT(Dutch Research Institute for Transitions), 도시 에너지
정보지원시스템 지원을 위해 Henri Tudor 공공연구소(룩셈부르크)가 참여
- 파일럿 프로젝트로서 5개 도시별로 행동 계획과 에너지 전환 계획을 실험
 각 도시들은 각각의 특정 구역을 선정하여 파일럿 테스트 진행
 Urban Transition Lab 개념을 도입하여 시스템 전환을 지향
 각각의 도시들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행동 계획과 에너지 혁신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혁신 관리를 진행
- 각 도시의 활동에 맞춰 참여 전문가와 실무단이 구성되며, DRIFT와 Henri Tudor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지원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해결책 고민
 3가지 유형의 혁신에 초점을 두고 진행

- 전환관리를 통한 CO₂배출 감소를 위해 도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 방식 혁신
- CO₂배출 감축을 위한 GIS 데이터 사용에서의 혁신(도시 에너지맵 구축)
-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건물에서 CO₂배출 감소를 위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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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프로젝트 참여도시별 특성과 목표
◦ 5개의 참여 도시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CO₂배출 감축 활동과 목표를 설정
◦ 애버딘: 화강암의 도시로 알려져 있으며, 어업, 제지 산업, 조선업, 섬유 산업이 발달해있으며 최근 북해 원유와 가스
개발 사업에 주력. 2020년까지 CO₂배출(2008년 기준)의 42% 감축을 목표로 함
◦ 겐트: 항구도시로 중세시대 무역의 중심지. 2050년까지 CO₂중립도시를 목표로 겐트 기후 연합을 형성하여 활동
◦ 루트비히스부르크: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위치한 작지만 풍요로운 도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 변화 연구소들의
발상지로 CO₂배출 감소와 지속적 참여를 위해 노력
◦ 몽트뢰유: 파리에서 손꼽히는 인기 있는 교외 도시이며, 환경부 장관 출신 시장의 EU에서의 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프랑스의 CO₂배출 감소를 위한 선두주자로 활동
◦ 로테르담: 세계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 중 하나로 국제적인 분위기 형성. 2025년까지 CO₂배출(1990년 기준)의 50%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로테르담 기후 계획과 Clinton 기후 계획에 참여

[그림 1] MUSIC 프로젝트 참여 도시: UTL 접근을 통한 전환 실험

자료: Frank N. et al.(2013).

 로테르담에서의 에너지 전환관리: Green Roofs
 로테르담의 특성

- 유럽 최고의 항구도시로 160여 개에 이르는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 있고, 60만
명의 주민들이 거주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고,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활동
 에너지 전환관리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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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SIC Project 내용

- 공공건물 단지의 에너지 절약 사업과 Smart Roofs 건설 사업으로 나눠 프로젝트 진행
- 시범사업 1: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형성
하여 공공건물 단지에 에너지 활용 효율화
 대표적인 에너지 소비업체인 공공 수영장 단지를 선정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입찰
프로세스를 진행
 에너지 절약 방안 모색을 위해 3개의 민간업체를 참여시켜 협력과 경쟁을 통해 에너지
절감 방안을 유도
 절감된 에너지 비용만큼을 관련 단체에 돌려줌으로써 전환관리 방법의 모색을 촉진
- 시범사업 2: 재생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한 회전자금(revolving fund)을 형성하고 기술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에너지 절감 방안을 확산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
 정부투자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회전자금을 사용하여 다시 Smart Roofs를 설치
하는 데 사용
 기술제휴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용가능한 지붕을 개발·설치하여 교체 횟수를 줄임으로써
유지·보수비용을 절감
 특징

- 에너지 활용 효율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영역 협력의 새로운 모델 구축
- 시민, 학생, 교사, 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 모색
- GIS 에너지 맵은 지역의 환경 정보를 제공하여 Smart Roofs 구축 가능성을 확인하고
파일럿 테스트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가능하게 함
- 전환관리 과정에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유인요인을 제공함으로써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과 민간영역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하는 인식이 형성
 루트비히스부르크에서의 도시 전환관리
 루트비히스부르크의 특성

-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공간
 85,000명이 거주하며 주의 경제적 중심지로 50여 개의 공장과 1,200개의 수공예 및 상업
시설, 2,000개가 넘는 소매점들 형성
 오랜 역사를 지니며, 교육 중심지로서의 기능도 갖춤
- 기후 변화 대응을 연구하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연구기관들의 발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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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₂배출 감소를 위한 계획들이 적극적으로 시행
 MUSIC 프로젝트 내용

-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취약한 구조를 지닌 주택 개선 사업 시행
- 사업 실시를 위해 Grünbühl/Sonnenberg 지역에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여 파일럿
테스트 실시
 건립 지역은 도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실업률이 높으며 주택소유자의 비율이
낮음
- 건립된 센터는 주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와 민간단체, 시민들 간 교류
촉진과 합의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기능
 특징

-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에너지 소비 절감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진행의 어려움을 지닌 지역을 선정함으로써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주민설득을 위한 방법을 모색
 주민들의 낮은 경제력은 에너지 절감 주택 보급의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적은 인구는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유용
-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 계획을 시행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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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정책적 시사점
 혁신정책 일반에 대한 시사점
 도시에서의 전환관리는 사회·기술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전환관리 방안을 제시

하여 혁신정책의 확장 및 정교화에 기여
-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기술적 측면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정책실험, 백캐스팅과 같은
사회적·정책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
 전환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방법론 제시

- ‘문제 탐색 → 문제 인식 → 백캐스팅과 의제 설정 → 실행 → 평가’가 이루어지는 전환
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 산출물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틀을 제공
- 추상적인 논의를 넘어 정책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시
 실험과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사업의 의미를 새롭게 제시
-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의 맹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각 사업을
파악하는 계기 제공
 도시혁신 정책에의 시사점
 UTL 사업은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도시 사회문제 해결 활동에 접근하여 도시혁신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
- 현재 각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유경제 형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의 주제를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기간에 걸친 시스템 전환 노력과 단기 사업을 연계하여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단기
사업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
 Living Lab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현장의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지역혁신 전략에의 시사점
 지속가능한 지역을 구현하기 위한 지역혁신정책에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

-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지역혁신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 제공
 지역혁신과 지속가능한 농촌 구축 전략에도 Transition Lab은 여러 시사점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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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현장 지향적, 사용자 참여형 실험을 수행하는 접근과 방법론은
지역혁신이나 농촌혁신에서도 그대로 적용 가능
- Rural Transition Lab, 도농복합도시에서의 Transition Lab적인 접근이 가능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에의 시사점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현실적인 구현 방안 제공

- 사회문제 해결은 구체적인 생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Living Lab 접근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을 시스템 전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틀을 제공

- 문제의 대증적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공

<필자> 송위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 본부장)
조예진(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원)
성지은(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본부 연구위원)
김종선(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글로벌정책본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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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시스템 전환(Transition)
 시스템 전환의 개요
 시스템 전환은 사회·기술시스템론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혁신, 과학기술과 사회의 상호작용,

시스템적 관점을 통해 연구
 사회와 기술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지향

- 현재 시스템의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분 개선이 아닌 전체 시스템의 전환의 필요성을 제시
 시스템 전환의 특성
 새로운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함

- 장기적인 전환 목표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기존 제도의 배열 방식을 변화시켜 나감
-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수급, 주거·교통·식품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
 거버넌스적 접근이 요구

- 시스템 전환은 기술·사회·문화·제도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수행되며,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향 및 파급효과가 나타남
- 장기적 목표 실현을 위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지닌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통합이
필요
-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해 시스템 전환의 방향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가 확보
되어야 함
 전략적 니치 관리(strategic niche management)의 필요

- 시스템은 다양한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보완성을
지니기 때문에 쉽게 전환되기 어려움
- 시스템 전환을 위해 니치를 형성하고 확장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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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시에서의 전환관리(Urban Transition Management)
 도시에서의 전환관리
 Urban Transition Management(이하 UTM)는 도시와 지역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접근
-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대증적 개선을 뛰어넘는 시스템 전환을
위한 거버넌스 접근 방식
- 경제, 제도, 정책과 같은 근본적인 프로세스의 변화와 장기적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사회·기술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시스템 연구이며, 복잡계(complex system)론에
근거를 둠
 지역과 도시의 맥락에서 적용된 거버넌스 체제이며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포함

- 도시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의 맥락을 고려한 접근 방식
 학습 프로세스에 기초하여 진행

- 참여 도시들의 실험적 학습을 통해 지식을 축적하고 비전을 공유
- 참여의 확대를 통해 UTM의 확산 가능
[그림 2] 전환관리의 순환 과정

자료: MUSI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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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의 전환관리 과정(MUSIC, 2011)
 도시 전환관리 과정은 도시의 맥락을 고려한 거버넌스 체계와 구체적인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짐
- UTM 과정은 5개 단계로 구성
- 각 단계의 실천 방안은 도시마다 다르며 지역에서 전환활동을 수행하는 T-team과 프로세스
협력자들에 의해 결정됨
 단계 1: 준비와 탐색(Preparation & Exploration)

- 도시 전환관리 프로세스를 이끌어나갈 T-team의 구성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변화 지향적인 관료 등이 참여
 전환 프로세스의 초점과 목적, 공간과 시간의 경계들을 결정
- 장기적 관점에서 프로세스 디자인이 이루어지며 시스템 분석을 통해 통합적 시각을 갖춤
 현재 시스템의 특성과 상호작용, 당면한 문제를 파악하고, 참여자들은 각 요소들의 상호
연결을 이해하는 시각을 지니게 됨
- 행위자 분석을 통해 전환이 이루어지는 영역(transition arena)에서 활동할 행위자들을 선택
-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
 단계 2: 문제의 구조화와 미래 전망(Problem structuring & Envisioning)

- 도시 전환관리 영역과 선도그룹(frontrunners)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
- 문제 구조화를 위해 개방과 신뢰를 기반으로 참여 그룹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짐
 참여 그룹이 구성되고 문제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지고 주요 변화 주제(topic)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짐
- 공유된 문제 인식을 통해 전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우선순위가 선정되고, 참여자들 간의
비전이 공유됨
 단계 3: 백캐스팅과 의제 설정(Backcasting Pathways & Agenda Building)

-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한 백캐스팅 분석이 수행되고 전환 경로가 정의됨
 백캐스팅은 도달해야할 비전을 정의하고 그로부터 역으로 실행해야하는 활동을 역으로
도출하는 활동
 전환 경로는 전망된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 역으로 도출한 실현 가능한 경로이며, 단기적
이고 중기적인 목표를 포함
- 백캐스팅 분석의 최종안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공동 행동 의제가 정의되고 다양한 행위자
들의 정책과 관심, 동기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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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출된 결과들은 앞으로의 행동과 실험을 위한 나침반으로 활용되며, 다음 단계 네트
워크 형성을 지원
- 이를 통해 자기 조직화 과정(self organizational processes)이 형성
 단계 4: 실험과 실행(Experimenting & Implementing)

- 도시 전환관리 영역에 대한 서사(narrative)를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과정과 의의를 알림
으로써 프로젝트 외부 행위자들의 지지를 획득
 이는 프로젝트 효과를 입증하여 대중적인 인식을 넓혀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확대
- 하위 그룹들을 참여시켜 네트워크가 확장되며, 이를 통해 참여자들 간의 연합이 형성
 새롭게 참여하게 된 행위자들은 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
으로 활동하게 됨
- 기존 계획과 행동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전환 실험이 수행됨
 전환 실험이 성공하면, 이를 곧 다른 맥락과 범위,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반복하여 수행
 단계 5: 모니터링과 평가(Monitering & Evaluation)

- 모니터링과 평가는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자들의 활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
- 이 과정을 통해 전환 프로세스가 향상되고, 학습이 이루어지며, 여러 도시들 간의 경험을
공유
- 전환 실험의 결과는 학습을 통해 도시 전환 프로세스에 반영됨
- 시간과 비용 같이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학습 경험의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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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Urban Transition Management(UTM)의 개요
Phases of Urban Transition Management
Key activities

Key output

1. Preparation &
Exploration

A.
B.
C.
D.
E.

T-team 형성
프로세스 디자인
시스템 분석
행위자분석 & 인터뷰
모니터링체계 수립

A. T-team
B. UTM 프로세스 계획
C. 중점을 둬야할 갈등상황과 주요 이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각
D. 행위자 확인 및 분류
E. 모니터링체계

2. Problem
structuring &
Envisioning

A.
B.
C.
D.

전환 영역 형성
참여의 문제 구조화*
핵심 우선순위 선정*
참여적 시각 설정*

A.
B.
C.
D.

3. Backcasting,
Pathways
& Agenda
Building

A. 참여적 백캐스팅과 전환 경로의 정의*
B. 공식 어젠다와 구체적 행동*

A. 백캐스팅 분석과 전환 경로
B. 전환 어젠다와 가능 하위 그룹의 형성

4. Experimenting &
Implementing

A. 비전, 경로, 의제 보급
B. 이해당사자 연합 형성 및 네트워크망 확대
C. 전환 실험 수행, 정책과 프로젝트 수행

A. 공적 인식 및 참여 확대
B. 참여자들의 네트워크 변화 및 실험 목록
C. 학습과 실행

5. Monitoring &
Evaluation

A. 방법과 프로세스에 대한 참여 평가*
B. 비전과 전략 반영
C. 인터뷰 평가

A. 지역과 EU 맥락에서 학습된 교훈과 방법론
적용
B. 전략 적용
C. 학습과 프로세스 피드백

선도그룹(frontrunners) 네트워크
공유된 문제인식과 변화 주제
지속가능성 원칙 도출
공유 비전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회합이 이루어짐.
자료: MUSIC(2011).

[그림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환 과정

자료: Frank N. et a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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