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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유럽 연합은 유럽인 삶의 질의 답보는 일자리창출, 경제 성장과 같은 경제적 문제 뿐
아니라, 빈곤, 기아, 난민, 교육 등 고질적인 사회적 문제의 해결 실패에 기인한다는 반성을
기반으로 사회혁신을 유럽연합 정책의 중심에 놓고 있다(BEPA, 2009). 이에, 유럽연합은
성장전략의 중심에 사회혁신을 채택하였고, 전 세계 어디보다도 가장 먼저 “디지털 사회혁신
(Digital Social Innovation, 이하 DSI)”을 핵심 정책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즉, 유럽의
DSI는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ropean Commission)의 사회혁신 지원 정책의
일부이며, 유럽이 당면한 다양한 사회 문제해결의 중심 해법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활용
방안 고려를 이야기하고 있다(TEPSIE, 2014). 그리고 2013년부터 DSI의 개념과 정책
연구가 유럽의 사회혁신 기관인 네스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5년에 발표
되었다. 현재 유럽은 이를 반영한 본격적인 정책 실현을 논의 중에 있다(EU, 2015).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서울 디지털 재단, 비영리 IT 지원 센터 등이 모여 DSI 의제의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DSI 정책에 대한 관련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사회
혁신을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DSI 정책 연구의 흐름과 DSI 확산에 기여
하고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간략히 살펴본다. 2절에서는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정책의 시작과
발전과정, 3절에서는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DSI의 정의와 지원 정책 현황을 간략히
살펴본다. 또한 본 연구의 사례조사로 채택된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가 운영 중인
영국의 사회혁신 관련 지원정책도 간략히 소개된다. 4절에서는 DSI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조직의 유형을 간단히 소개하고, 5절에서는 DSI 중간지원기관 중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
레이터 두 곳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 두 사례의 연구를 통해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가
기존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구별되는 점을 파악하여, DSI 중간지원 기관만으로서
필요한 역량과 제반 조건 등을 토론해본다.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이상의 사례 연구를 기반
으로 향후 진행해야할 국내 DSI정책연구의 방향을 제언한다.

Ⅱ. 유럽 사회혁신 정책의 시작과 발전
‘사회혁신’의 개념과 정의와 관련된 논의는 막스베버와 같은 사회학자의 연구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추적해볼 수 있다(MvGowan and Westley, 2015). 학자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의
되었던 사회혁신이 보다 실용적으로 현대 사회의 새로운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접근법으로 정책입안자와 각국의 정부에서 활발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일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사회혁신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지원하는 씽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차용하여 실용적인 연구사례를 소개하자, 공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영국과 유럽연합의 역할은
선도적이었다.
특히 영국의 사회혁신 정책 Think-Do 탱크인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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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멀건을 중심으로 사회혁신의 논의가 보다 실 사례 중심으로, 또한 정책입안의 방향
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을 중심으로 최초의 글로벌 사회혁신 커뮤니티인 SIX(Social Innvation
eXchange)를 조직하여 활동가, 정책입안자 등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영국의 네스타를 비롯한
덴마크의 마인드랩(Mind Lab), 네덜란드의 케니스랜드(Kennisland), 핀란드의 시트라(Sitra)
등이 자국 정부를 포함한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사회혁신의 정책적 도입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계기로 2009년 당시 유럽연합의 대통령인 호세 바로소는 유럽 정책보좌국
(Bureau of European Policy Advisors: BEPA)이 발표한 “Empowering People,
Driving Change: Social Innovation in the European Union”(BEPA, 2009) 보고서와
함께 사회혁신을 유럽연합의 향후 정책방향의 주요 기제로 삼을 것을 천명하였다. 이 보고서
에서는 유럽연합이 2010년에 발표하였던 리스본 전략1)의 실천과정에서 겪었던 실패를 극복
할 유럽 사회정책 전반의 패러다임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후 2010년 3월 유럽연합은
BEPA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Europe 2020전략2)을 발표한다. Europe 2020전략은 유럽
연합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 성장전략으로서, 그 내용은 스마트한 성장, 지

속가능한 성장, 통합 성장을 유럽의 핵심 성장전략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3). 그리고 이
러한 성장의 실천방법 중 하나로 사회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혁신이란 유럽사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두개의 접근법이 함께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는 혁신, 기업가정신, 지식사회의 창조 등을 통한 경제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동시에 유럽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위중하고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역시 혁신, 기업가정신, 지식사회의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유럽 성장의 심각한 걸림돌은 사회/환경 문제들로 유럽인들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것
이고, 또한 이러한 문제들이 직접적으로 유럽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이 강조하는 사회혁신은 경제, 사회, 환경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의미한다(TEPSIE, 2014).
BEPA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유럽연합의 미래 성장 전략의 패러다임을 사회혁신으로 이동
하기위한 10년간의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에서는 유럽 연합 내에서 이미 활발
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수준”의 사회혁신가들이 행동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재정적, 인적 자원의 지원을 제공하고, 그들의 성과를 확산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제시된 계획에 따라 유럽연합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와 Social Innovation Europe과
같은 프로그램을 출범시켰고, Europe 2020 전략의 7대 목표 중 하나인 ‘Innovation Union’을
달성하기 위한 유럽연합 전체의 혁신전략에 사회혁신이 세부목표로 포함되어 있다. 유럽연합
혁신 전략에 따라 특히 다양한 파트너쉽과 기금이 마련되었고, 특히 사회혁신의 전략과
1) EU의 2000년~2010년간 수행해야할 유럽연합 경제개발 핵심 10개년 전략. 2000년에 리스본에서 발표되었다. https://goo.gl/pe23BI
2) Europe 2020Strategy, http://goo.gl/G9mOg9
3) 이러한 핵심방향 하에 7개의 전략 목표를 설정하였다. 7개의 전략목표로는 1) 스마트 성장: i)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더, ii) 혁신 Union,
iii) 이동이 자유로운 청년, 2) 지속가능한 성장: i)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유럽, ii) 글로벌 시대의 산업 정책, 3) 통합성장: i)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를 위한 어젠더, ii) 빈곤 퇴치를 위한 유럽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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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프로그램이 유럽 전체 혁신전략에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다(TEPSIE, 2014). 뿐만
아니라 사회혁신 활성화와 성공을 위한 근거 수집을 위해 관련 연구 프로젝트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과 2010년에 시작
된 Horizon 2020에서는 유럽 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혁신 현장프로그램과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TEPSIE, 2014).
이처럼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정책은 ‘사회혁신’이라는 타이틀하에 따로 마련된 프로그램
보다 유럽연합 성장정책의 모든 분야에 골고루 퍼져 통합되어있다. 2014년 TEPSIE가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9개로 분류한 영역에서 유럽연합의 사회혁신 전략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 9개의 영역은 다음과 같다(TEPSIE, 2014).
․ 사회적투자와 복지 제도/정책 개혁
․ 사회통합 정책 및 사회구조 기금
․ 공공섹터 혁신
․ 사회혁신 인큐베이션과 확산
․ 사회적기업 지원
․ 사회혁신 커뮤니티 강화
․ 모범사례 발굴, 학습과 공유
․ 디지털 사회혁신
․ 사회혁신 관련 연구 활동

Ⅲ.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개요
1. 유럽연합
유럽연합의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책은 이상과 같은 유럽의 미래 성장전략의 중심으로 채택
된 사회혁신 정책의 흐름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유럽연합이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핵심 접근법으로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적
지원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기존의 유럽연합의 혁신전략은 주로 유럽의
경제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면, 2010년 이후의 전략은 유럽의 성장을 가로막는 사회문제
해결이 수반될 때만이, 여타 경제성장의 노력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디지털 혁신전략도 단지 디지털 기술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과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유럽이 않고 있는 많은 사회와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통합적이고 구체적인 지원과 실행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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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노력의 첫 시도는 2013년~2015년 3년 동안 진행된 DSI연구 프로젝트이다. 유럽
연합의 통신네트워크, 컨텐츠, 테크놀로지 총국(DG Connect: Directorate General for
Communication Networks, Content and Technology)이 지원한 프로젝트로 영국의
네스타가 중심으로 네덜란드의 Wagg Society, 스페인의 ESADE, Institute for Research
and Innovation, FutureEverything 등이 참여하고 있다(EU, 2015). 물론 이 프로젝트
이전에도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많은 사례와 프로젝트들이 있었으나, 유럽
내에서 이미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러한 시도들을 묶어“디지털 사회혁신”
이라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정의한 것은 이 연구가 최초이다(TEPSIE, 2014). 이 연구에서는
유럽연합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러한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 내의 주요 액터(actor)들을 파악하여 현존하는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따라서 이들이 유럽을 변화시킬 하나의
흐름으로 주목해야하는 1차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황파악에 기반하여 유럽연합의
정책입안자들에게 디지털 사회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유럽연합과 각 회원국이 실행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EU,2015).
이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이란 “광범위한 사회의 니즈(needs)를 충족하는
지식과 해결안의 공동제작을,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 가능하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로 가능
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회적이고 협력적인 혁신의 유형이다. 특히 혁신가,
사용자, 커뮤니티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력을 통해 지식과 해결안을 함께 만든다.” 이 정의
에서 주목할 키 워드는 ‘광범위한 사회의 니즈’, ‘공동제작’, ‘이전에는 가능하지 못했던 규모와
속도’, ‘디지털 기술’이다. 사회 공동체가 요구하는 기존에 충족시키지 못했던 니즈에 대한
해결안을 만들어내는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도 혁신적이
되었다. 즉 기존에는 불가능했던 속도와 규모가 가능해지고, 기존에는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협업이 가능해지면서, 사회문제의 새로운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네스타의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파악된 1,044개의 DSI액터(actor)들을 소개하고,
이들이 활동하는 분야를 6개로 나누었다(EU, 2015). 이 분야들은 공유경제, 새로운 방식의
제작, 오픈 민주주의, 인식 네트워크, 오픈 엑세스, 펀딩/인큐베이션/엑셀러레이터 조직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사회혁신의 정의와 액터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럽연합의 성장전략
Europe 2020 내에서 강조한 지속가능한 성장, 통합성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 지속가능
하고 통합적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인터넷을 포함한 기술의 개발이 활용이 시민 누구나
가능하도록, 또한 이 과정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DSI정책의 핵심이다. 점차로
ICT 기술은 사회 곳곳, 어디에서나 활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기술을 소유할 수
있는 기관이 몇몇 곳으로 제한된다면(예: 구글, 페이스북),그들은 사회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소유하게 된다. 디지털 사회혁신은 단지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결을 어떻게 해나가는가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즉, 오픈 기술,
오픈 데이터, 오픈 지식에 기반하는 ICT 관련 기술과 인프라의 소유와 활용이 민주적이
되었을 때만이, 기술을 이용한 문제해결의 방식이 기술권력의 집중이라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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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내의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DSI의 핵심은 따라서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
다(TEPSIE, 2014).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의 사회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를 확장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 사회 내 공공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의 투명성 보장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과정에 대다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함
유럽연합연구의 결론인 정책제언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확장하기 위하여 자금지원,
새로운 법안 제정과 규제, 연구 및 혁신 사례 지원, 확산과 교육, 평가 방법 개발과 적용
등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EU 2015). 이러한 제언 중 특히 규제와 법적 프레임
워크는 기술의 개방형 개발과 확산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어 있다.

2. 영국
본 연구에서는 DSI만들어가는 주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살펴보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DSI주체들 중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IT 스타트업을 지원
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특히 이들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고 사회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DSI생태계 전반을 함께 살펴본다. 본 보고서
에서 살펴본 두개의 사례 모두가 영국에서 활동 중인 프로그램이며, 따라서 본 절에서는
영국의 DSI지원과 관련된 사회적 투자 정책을 간략히 살펴본다.
디지털 사회혁신만을 특화하여 지원하는 영국 정부의 정책은 아직 시행되고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사회혁신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은 사회적 기업이나 시민사회 지원 정책
등에 녹여져있다(Edmiston, 2015). 다양한 지원 중 특히 2010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보수당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정책은 사회적 투자이다. 사회적투자란 사회적목표
달성 이외에도 재무적 수익을 기대하고 사회적기업에 제공되는 자본을 의미한다, 제공된
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과 함께 일정한 투자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자금 지원방식을
지칭하며, 융자, 지분투자, 채권 등의 형태가 존재한다. 영국은 일찍이 2000년에 정부와 시민
사회 내 사회적기업 영역 대표들과 함께 사회적투자 태스크포스팀(Social Investment
Taskforce:SITF)을 결성하여 세계최초로 사회적투자 시장 조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작
하였다. SITF는 10년간의 연구 활동의 결과를 보수당 정부는 하나씩 이행해나가고 있다(김
정원, 2015).
큰 사회 기금(Big Society Fund), 투자 및 계약준비 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 사회적 성과 기금(Socia Outcomes Fund) 등을 조성하여 운영해오고
있고, 사회적투자 세금 공제와 사회적성과 연계 채권도 활발히 시행해오고 있다.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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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책의 많은 부분이 SITF의 권고사항과 맞닿아 있으며, 지속적인 정부 정책은 사회적
기업 영역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진행되고 있다. 이중 큰 디지털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금을 소개한다.
•

큰 사회 기금(Big Society Capital): 세계 최초로 설립된 사회적투자를 위한 투자은행
이다. 2012년 4월에 영국 시중 주요은행의 휴먼계좌에 남아있던 1억 파운드의 자금과
영국 상업은행 네 곳에서 출현한 2억 파운드가 합쳐져 기금이 조성되었다. 기금 조성을
위해 영국 의회와 정부는 2008년 휴면 계좌 법령(Domant Bank and Building
Society Accounts Act)을 제정하여 시중은행 휴면계좌에 남아있는 돈을 정부가 수거
하여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조성된 기금을 사회적투자
목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영국 정부와 독립된 민간 사회적투자 은행으로 기금과 같은
이름을 갖는 Big Society Capital(이하 BSC)을 설립을 지원하였다. BSC는 사회적
투자의 도매은행으로서(wholesaler)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에게 투자
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투자 및 계약 준비 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 천만 파운드
규모로 조성된 사회적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준비기금이다. 사회적기업의 50만 파운드
이상의 투자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나 100만 파운드 이상의 규모가 큰 공공서비스
입찰 준비 작업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5만 파운드에서 15만 파운드의 규모로 소셜
벤처에게 지원되었다. 2012년 기금 조성이후 2014년 까지 81곳의 소셜벤처에
지원되어 총 3천5백만 파운드의 사회적기업 투자를 이끌어내었다.

•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Social Incubator Fund) :2013년 2월 영국 중앙정부의 국무
조정실이 출연한 기금으로 천만 파운드의 규모로 조성되었다. 사회적 투자 시장의
빠른 활성화를 위해 영국 정부가 특별히 성장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회적 기업의
집중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출연한 기금이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이다.
2013년 ~ 2014년 사이 총 3회에 걸쳐 10개의 소셜벤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
기관을 선정하여 영국 내 약 50여개의 소셜벤처에게 자금과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 정부의 주도로 다양한 사회적 투자 기관과 프로그램이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 투자자나 투자기관이 투자하길 원하는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은 이미
어느 수준의 기반이 갖추어져 사회적 영향를 만들어내고 있고 투자 후 재무적 수익도
기대되는 기업이다. 하지만 이러한 수준으로 성장된 사회적 기업은 그리 많지 않고,
따라서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증명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내고, 재무적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키워낼 목적으로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를 운영한다. 이 기금을
통한 지원방식은 중앙정부가 직접 인큐베이터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사회적 섹터에서 다년간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 활동을 해온 전문
기관을 주제와 지역별로 선정하여 이들 기관이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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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투자를 전담하는 중간지원기관도 다수 생겨나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정부가 출연한 사회적투자 기금인 큰 사회 기금을 운용하는 BSC(Big Society Capital)가
사회적투자 도매은행으로서 영국의 사회적투자 시장의 전반적 확대를 위한 전략적 역할을
하고 있다. BSC는 특히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에게 투자기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개별 사회적기업은 BSC를 통해 직접 투자받는 것이 아니라 BSC의
투자금을 유치한 여타 사회적투자 전문 중개기관(Social Investment Finance Institute,
이하 SIFI)으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는다.

자료 : Rabindrakumar(2014)

[그림 1] 영국 사회적 투자 생태계

•

Big Society Capital(BSC): BSC는 영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SIFI를 지원하고
사회적투자에 관련된 인식과 신뢰를 증진시키고, 기타 사회적투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BSC는 SIFI의 사회적투자 중개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새로운 사회적투자 상품 개발 및 사회적투자 시장 조성, 사회적투자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 유입 촉진, 사회적투자 인식과 신뢰 제고를 위한 활동,
사회적성과 평가를 위한 모범사례 확립과 공유 등을 주요 미션으로 삼고 있다. 사회적
투자 도매은행으로서 2013년 연말까지 약 1억4천9백만 파운드를 31개의 다양한 주제의
사회적투자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운영할 사회적투자 중개기관에게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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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C이외에 사회적투자 성격의 기금을 조성하고, 적절한 투자처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지원금을 배분하고, 지원받은 사회적기업이 원금상환과 함께 사회적성과와 재무적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대표적인 SIF로 큰 복권 기금과 사회적투자 비즈니스
그룹이 있다.
•

큰 복권 기금(Big Lottery Fund, 이하 BIG): 영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복권은 연간
수익 중 40%를 사회적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큰 복권 기금으로 조성된다. BIG은
2004년에 설립된 큰 복권 기금 운용 전문 국무조정실 산하 국영기관이다. 영국 사회적
영역 대상 최대 규모의 보조금 제공자이며, 2004년부터 총 44억 파운드 이상의 기금을
보조금 형태로 영국 시민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해왔고, 2013-2014년 한 해
동안 약 6억7천만 파운드가 시민사회에 지원되었다 (Big Lottery Fund, 2015). 2010
년부터는 다양한 사회적투자 기금 운용과 함께 투자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성과 연계 채권 프로젝트에 천백만 파운드 이상을 투자하였고, 영국 정부가
조성한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 운용을 맡고 있다. 휴면계좌를 통해 조성된 최초의 사회적
투자 기금을 BSC 설립이 완료되기 전까지 BIG이 운용하고, BSC 설립에도 관여하였다
(Big Lottery Fund, 2013).

•

사회적투자 비즈니스 그룹(Social Investment Business Group, 이하 SIB Group):
영국 사회적투자 지원기관의 선도 기관으로서 노동당 정부가 조성한 퓨쳐빌더스,
커뮤니티빌더스 기금을 운영하면서 주로 많은 커뮤니티 기반의 프로젝트 운영 팀을
융자와 투자가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왔다. 정부기금을 운용하지만
민간 독립기관으로 2003년에 설립되어 약 1,200여개가 넘는 커뮤니티 단체에
3200만 파운드를 보조금, 융자, 지분투자의 형태로 지원해왔다. 영국 정부가 조성한
투자 및 계약 준비 기금(Investment and Contract Readiness Fund)을 비롯한 다수의
지역 기금(Local Impact Funds)을 운용하고 있고, 지원자 대상 비즈니스 지원, 성과
평가 지원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들 이외에도 영국 사회적투자 시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SIFI는 그 역할과
성격이 다양하다([그림1] 참조). 대표적인 SIFI들은 사회적투자 기관 연합회인 SIF(Social
Investment Forum)가 CDFA(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Association)등이 결성
되어,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정부정책에 조율된 의견을 제공하고
있다. SIFI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영국 사회에서 지원자금이 가장 필요한 지역과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하는 성과를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성과를 내기위한 지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지, 사회적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는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투자는 무엇인지 등을 파악하여 사회적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투자가 제공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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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디지털 사회혁신 생태계

유럽연합의 DSI 연구(EU, 2015)에서는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정의
하고 그에 적합한 실 사례와 액터(actor)들을 크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과거 DSI
라는 의제를 설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이나 연구를 벌인 사례가 없으므로, 연구팀은 우선
어떤 혁신적인 팀, 프로젝트, 기관들이 있으며,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영역과 성과는 무엇
인지를 살펴보고, 이들 중 유럽의 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주체들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 주요 목표 중 하나였다. 또한 이들의 역할과 조직의 유형 등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의 DSI 생태계가 현재 어떤 모양과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실제로 사회혁신은 위로부터의 계획에 의하기보다는, 아래서부터
자생적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겨난 급진적 아이디어들로부터 시작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사회혁신이라는 용어나 개념을 들어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DSI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체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혁신적인 솔루션 등을 만들어내는
팀들이 숨어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팀들을 발굴하기 위해 이러한 크라우드소싱 방식의
액터 매핑을 수행하였다. 연구팀이 제안하는 유럽 연합의 DSI지원 정책의 방향은 유럽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들 혁신가들과 사례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DSI라는
하나의 커뮤니티로 재탄생시켜 상호 간의 교류와 지식 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4).
특히 DSI의 경우 많은 혁신사례들의 주체가 특정 주제와 기술에 열광하는 소규모의 컴퓨터
해커, 개발자 긱(geek) 커뮤니티 등에서만 공유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그들이 개발한 기술이
활용되는 사회 이슈의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정책 연구자들과 이들 커뮤니티와의 교류는
통상적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소규모의 커뮤니티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혁신 사례가
확산되어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도록, 이들 기회가 활용되는 사회 문제를
적시하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간의 연결과 교류가 필요하다. 이러한 특징을 반영하여 유럽
연합 연구팀의 첫 작업은 현존하고 있는 DSI주체들의 크라우드소싱을 이용한 매핑을 실시
하여, 유럽 내 DSI생태계를 파악하고, 이벤트를 통해 이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 교류를 만들
어내고 있다. 유럽연합의 연구에 참여했던 네스타 연구원 피터 백에 의하면 “디지털 사회
혁신”이라고 새롭게 명명된 커뮤니티에 소속됨으로서, 많은 디지털 기술 혁신가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유럽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있는 위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의 혁신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음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Baek, 2015). 이들이 디지털 혁신가에서 디지털
사회혁신가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DSI커뮤니티의 의의와 역할을 다양한 채널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4) 풀뿌리 액터들을 발굴하고 그들 간의 연결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 연구를 리드하고 있는 네스타가 많이 활용하는 사회혁신을 확산시키는
방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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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기관의 역할과 종류
유럽연합의 연구 결과 조사된 2014년 기준 디지털 사회혁신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701개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 1> DSI 조직의 종류
조직 유형

역할

조직 개수

․ 여러 분야를 함께하는 연구와 혁신 촉진
사회적기업, 비영리기관 및
자선재단

기업
풀뿌리 조직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학계 및 연구계

․ 상향식 하향식 사회 캠페인성 운동 전개

193

․ 소규모 사례의 성장과 확산
․ 풀뿌리 운동 지원
․ 서비스 제공
․ 실험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182

․ 커뮤니티 결성, 교류, 지원, 확산
․ 새로운 기술의 민주적 접근방식 강화

153

․ 동향과 흐름 분석
․ 새로운 기술과 방법 제공

118

․ 실험과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정부 및 공공영역

․ 금전적 지원 이외의 다댱한 지원제공 (예: 공공데이터
․ DSI서비스 직접 제공/ 파트너 활동

공개)

55

자료 : EU(2015)

2. 프로젝트 유형
이들 DSI 조직들이 수행하는 프로젝트는 총 508개로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많고, 이들에게 투자나 자금지원을 하는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
<표 2> DSI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개수

프로젝트 유형

프로젝트 개수

웹서비스 제공

152

이벤트

31

연구 프로젝트

76

메이커/해커 공간

30

교육 및 훈련

74

자문/전문가 조직

30

네트워킹

70

투자 및 자금 지원

13

의제설정, 지지, 확산 및 캠페인

32

자료 : EU(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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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간지원기관
앞에서 이야기한 것 같이 DSI 참여기관의 역할과 유형은 다양하다. 또한 이 결과는 DSI
사례를 직접 개발하고 운영하는 주체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기관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표 1>에 나타난 이들의 역할과 <표 2>의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중간지원기관
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EU 연구보고서에서 소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디지털 사회혁신의 중간지원기관의 특징으로는 특정 디지털 서비스가 혁신사례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 서비스 개발을 시작한 주체가 이의 확산을 위하여 중간지원의 역할을 직접 하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예: Raspberry Pi Foundation, Ushaidi). 유사하게 디지털
사회에서 고민해야하는 새로운 이슈를 부각하고 이에 대한 새롭운 법령, 규제와 관련된
캠페인을 벌이는 DSI주체들(예를 들어 Open Knowledge Foundation, OuiShare 등)도
기술적인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법령, 규제, 플랫폼 등의 해결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러한 해결안이 널리 채택되도록 캠페인, 교육, 이벤트 등을 벌이는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을
한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특성상 하나의 특정 서비스나 특정 이슈의 해결안들이 어느 누구
라도 쉽게 개발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서비스를
가장 먼저 개발한 팀이,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을 위한 여타 개발팀과 이용자 지원 등을
도맡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간지원기관들은 대부분 하나의 특정 기술과 디지털 의제에 집중하여
이와 관련된 주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영역을 조금은 벗어났지만 유사한 다른
의제를 다루는 기관들과 교류와 공유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EU, 2015).
바로 이 지점이 DSI 확산을 위해 EU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부분으로 강조된 영역이다. 각각의
의제가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고, 이들이 함께 모여 공통되는 의제를 고민하는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개방성을 중심 의제로 삼고 있는 오픈 하드웨어, 오픈 데이터,
오픈 네트워크, 오픈 지식 커뮤니티들 간의 연결과 교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DSI주체들을 엮어냄으로써, 이들 간 상호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통적인 의제를 유럽 시민사회의 중심의제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많지는
않지만 유럽 내 몇몇 기관은(예: 네스타, Waag Society등) DSI의 다양한 주체들을 엮고
공통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복제할 수 있는 후속 주체들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서로 달리 시작되어 성장해온 하지만 공통의 의제와 해결안을 공유하는 이들 DSI주체와 커뮤
니티들을 연결하는 강력한 허브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기관들의 좀 더 활발한 교류와 리딩이
요구되고 있다.
이렇듯 DSI의 중간지원기관들은 특정 기술이나 특정 이슈에 특화되어 있는 사례가 대
부분이다. 이와 달리 다음 절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정의에 해당되는 모든 주체가 지원대상
이 되는 중간지원기관의 사례로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를 살펴본다. 이는 “디지털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본격적으로 정의하고 명명한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신생 중간지
원기관의 경험을 점검해보기 위함이다. “디지털 사회혁신”으로 일반화하는 접근법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겪게 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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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IT 스타트업들의 성장에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 유치이전 초창기 아이디어 단계의 스타트업
팀을 단기간(약 3개월)동안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상 엑셀러레이터라 한다(Nesta,
2014b). 엑셀러레이터는 미국의 가장 성공적인 IT 스타트업 지원사인 Y Combinator가
2005년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AirBnB와 Dropbox같은 성공적인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한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다. 엑셀러레이터의 특징은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과
지원기간, 비즈니스 모델, 지원 프로그램 등에서 구분되어 진다. LA 엑셀러세이터 Amplify
창립자인 폴 브리콜트는 “엑셀러레이터는 3-4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적은 규모의 투자와
멘토링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한자리 수의 지분을 갖는다.”라고 정의한다. 반면 인큐베이터는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심도 있게 장기적으로 발전시키고, 상당양의 자금을 투자
하고 그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다5)(Yap, 2014).
Y Combinator의 성공은 지난 10여 년간 IT 업계에 많은 엑셀러레이터의 설립을 이끌어
내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이들 중 몇몇 엑셀러레이터는 소셜 미션을 갖는 IT 스타트업만을
지원하는 특화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3년 중앙 정부가 조성한
소셜 인큐베이션 기금의 지원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미션을 갖는 IT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가 시작되었다. 베스널 그린 벤처(Bethnal Green Venture)과 와이라 언리미티드
(WayraunLtd)가 바로 그들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 중 영국에서 가장 최초로

IT 기술

기반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한 베스널 그린 벤처와 베스널 그린 벤처의 가까운
협력 파트너인 노미넷 트러스트(Nominet Trust)의 IT 기술 기반의 소셜벤처 지원 엑셀러
레이터 프로그램을 살펴본다. 노미넷 트러스트는 베스널 그린 벤처의 펀더(기금 후원자) 역할과
함께 직접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DSI중간지원기관이다.

1. 베스널 그린 벤처 (Bethnal Green Venture)
설립
홈페이지

2013년
bethnalgreenventures.com
BGV c/o MAKERVERSITY LTD

주소

주요업무

Somerset House Victoria Embankment
Entrance London, WC2R 1LA
․ 소셜 벤처 스타트업 지원금 제공 및 자문

West Goods

․ 3개월간 선정된 소셜 벤처 스타트업에 15,000 파운드, 무료
사무공간, 전문가 상담, 워크숍 등 운영
․ 3개월 집중지원을 받은 소셜 벤처 스타트업 커뮤니티 운영

성과

2015년까지 총 60개 소셜벤처 스타트업 지원.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팀들이 현재까지 57개 생존하여 운영 중

5) 북아메리카의 경우 평균 인큐베이션 기간은 33개월 정도이며 스폰서도 대형 조직인 경우가 많다. (참조: http://goo.gl/VliHv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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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2011년에 설립된 베스널 그린 벤처(Bethnal Green Ventures, BGV)는 기술을 이용
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미션을 지닌 초기 단계 소셜 벤처를 지원한다. 베스널 그린
벤처는 2008년 영국의 혁신 씽크탱크인 네스타의 지원으로 진행된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6)
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2013년 2월 영국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이 출연한
사회적 인큐베이터 기금과 네스타, 노미넷 트러스트의 매칭기금으로 조성된 총 180만
파운드(약 30억 원)으로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60개 팀을 선정하여 각 팀당 15,000 파운드(약 2400만 원)의 기업
운영자금과 무료 사무공간, 비즈니스 모델 및 다양한 이슈의전문가 상담, 멘토링을 포함하는
집중적인 지원을 3개월간 제공한다. 3개월의 집중 지원이 끝난 후 선정기업들은 네스터 내
소셜 벤처 사무공간에 입주할 수 있고, 소셜 벤처 동문 커뮤니티와 정기적인 이벤트를 진행
하면서 소셜 벤처 간 지속적인 교류와 멘토링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지원활동을 이어간다.
베스널 그린 벤처가 런던에 위치한대다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구별되어지는
점은 기술을 활용한 모델의 결과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점이다. 따라서 지원 프로그램 과정에서 각 스타트업들이 그들의 사업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사회적 영향이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측정하고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모델이 어떻게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한다.

<Box 1> 소셜벤처란 무엇인가? 소셜벤처 중간지원기관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혁신기업이 아닌 “소셜벤처”라는 용어는 네스타의 연구보고서
“Growing Social Ventures: The role of intermediaries and investors: who they are, what
they do, and what they could become(Nesta, 2011)”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셜 벤처의 정의
1.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 :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업
2.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 고객,정부,자선 재단 또는 개인의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이 존재해야한다. 소셜 벤처가 만들어내는 수익은 다시 소셜 벤처의 성장을
위 해 재투자를 하거나 소셜 벤처 수혜 커뮤니티를 위해 분배되는 모델을 적용하면서도
벤처자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야한다.

6) 소셜이노베이션캠프는 2008년 영파운데이션과 네스타의 지원으로 시작된 혁신 프로그램이다. 36시간 진행되는 캠프에서참가자들의 사회적 도전
과제의 해결안을 IT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낸다. 캠프기간 동안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디자이너, 사회혁신가들이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와 프로젝트를 모델을 만들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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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공 모델의 확산 : 목표하던 사회적문제를 한 지역이나 좁은 범위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았을 때, 이들이 전국적, 국제적으로 더 넓은 범위에서 똑같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확산이
가능해야 한다. 문제와 모델의 성격에 따라 확산의 방식은 광범위하다. 조직의 확대, 프렌차이즈나
라이센싱을 통한 확대, 연합체 결성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 소셜 벤처 중간지원기관
1. 정확한 사회적 목표 (social goals)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보다 소셜벤처, 즉 기업의 자립과 성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3. 중간지원기관의 역할인 자금 모금과 투자 기회 제공, 물리적 공유 공간, 관련 지식, 정보, 네트워크,
정책입안자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공 등을 수행해야한다.
소셜 벤처 지원 중간지원기관은 특히 초기 단계의 소셜 벤처가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확립, 조언,
네트워킹, 멘토링 등을 제공한다. 또한 영국 중앙정부의 국무조정실에서 조성한 소셜 인큐베이션 기금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소셜 벤처는 초기 사회적 기업 중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적 영향도 측면에서 성장
잠재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따라서 이후 민간 투자자로부터 사회적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한다
(김정원, 2015). 이외 소셜 벤처는 일반 사회적 기업과 구분지어 투자 대상의 사회적 기업을 지칭하기도
한다. 즉 일정한 수익을 만들어내어 투자자에게도 그 수익의 일부를 상환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갖추
거나 이러한 수익을 기대로 일정 지분을 양도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단시간 내에 빠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Nesta, 2014/2015).

1.2 주요 활동
베스널 그린 벤처가 지원하는 소셜 벤처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영역의 문제들은 주로
다음과 같다 이들 문제들의 해결에 집중하고자 하지만, 베스널 그린 벤처가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하는 소셜 벤처들만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 집중 지원 주제
▷ 건강 : 근본적인 의료 효율성 (기술의 스마트한 사용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증가, 예방 서비스(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 의료 혜택 불평등 해소
▷ 교육 : 교육과 배움의 기회 증가,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기회와 성취의 관점에서 불평등
감소, 교육의 비용 절감
▷ 지속가능한 환경 :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탄소에너지 감소 방법, 폐기물 감소, 자원의
효율적 활용, 환경 변화에 탄력 있는 대응
▷ 민주주의와 사회 : 시민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강화, 정부와 시민들의 상호
관계 향상, 정부, 비정부 기관의 투명성 향상, 커뮤니티 내부 그리고 커뮤니티 간의
결속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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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지원 분야
베스널 그린 벤처는 자신들의 경험과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소셜 벤처 인큐베이터/
엑 셀러레이터 매니저와 설립자 20여명과의 광범위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Miller
and Stacey, 2014). 이 연구의 결과로 초기 소셜벤처에게 가장 필요한 여덟 가지 지원
분야를 파악하였다. 이는 1) 함께 일할 팀원 구성, 2) 명확한 사회문제 및 해결안 파악,
3) 잠재적이고 실질적인 고객층 파악, 4) 사업 초기 활동 조언, 5) 기업의 성장관련 전략,
6) 자금, 7) 일할 공간 8) 정서적인 지원과 멘토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베스널 그린 벤처가 제공하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다음의 다섯 가지 분야에서
초기 소셜벤처를 지원해오고 있다.
▷ 팀 구성 지원 : 창업자와 함께할 공동 대표나 초기 직원들을 찾는 것을 지원한다.
초창기 회사의 미션을 이해하고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공동대표나 팀원을 찾을 수
있는 기회, 미팅 공간, 법적/행정 등 기초적인 조직과 팀 구성을 위한 지원한다.
▷ 사회문제 및 해결안 파악 : 해결해야할 과제와 아이디어, 잠재적인 고객의 조합을
재정의 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 경우에 명확한 타겟그룹, 해결과제의 특정범위, 타겟
그룹이 필요로 하는 혜택, 그러한 혜택을 만들어내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핵심
기능 등이 필요하다. 고객의 핵심 니즈를 파악하고, 신속한 프로토타입화의 지원, 프로토
타입 테스트 과정에서 쉽게 피드백과 아이디어를 얻고 진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객 파악 : 소셜벤처의 실질적 사업을 위한 잠재적 고객층 접근을 지원한다. 이는 마케
팅, 영업 기술, 미팅 준비, 고객과의 만남, 납기계획 등 여러 실무적인 부분을 포함
한다.
▷ 성장모델 파악 : 매출이 발생하나 사업 모델의 규모에 한계를 발견해 성장이 정체된
벤처를 지원한다. 이들은 다음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알맞은 기술 플랫폼, 파트너십
모델, 운영 모델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전략적인 사업모델 조언, 새로운 방식의
접근법에 대한 교육, 재정상담, 운영자본 관리 등을 지원한다.
▷ 확장 지원 : 시장에 공급하는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있지만, 확장전략
이행의 실질적인 현실에 부딪힌 벤처를 대상으로 확장과 관련된 마케팅 지원, 인력
충원 및 기타 서비스 지원을 제공한다.

● 지원 프로그램
이상의 분야에 집중지원을 하면서 베스널 그린 벤처가 상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1년에 두 번 겨울 프로그램(1,2,3월)과 여름 프로그램(7,8,9월 또는 8,9,10월)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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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베스널 그린 벤처

[사진 1] 베스널 그린 벤처 데모 데이

▷ 창업자세션(Founder Confidential) : 매주 월요일 점심시간에 현재 지원받고 있는
모든 팀이 참석해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강연자를 초청해 그들의 소셜 벤처 창업
스토리를 경청
▷ 팀별 상담 시간 : 베스널 그린 벤처 운영진들은 주 1회 1시간 정기적으로 소셜 벤처
팀을 만나 기업 활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진행과정을 검토
▷ 재무회계 클럽 : 재무회계 업무 관련1:1상담
▷ (투자)발표 연습 시간 : 금요일 오후 모든 팀이 모인 자리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연습하고 피드백을 받음
▷ 워크숍 :유저 테스팅, 영향력 평가, 서비스 디자인, PR, 사업개발, 투자 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워크숍을 개최
▷ 데모 데이(Demo day) : 각 프로그램의 마지막에 진행되는 행사로 모든 팀이 참석자들
앞에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모델, 진행과정 및 미래 계획 등을 발표

● 스타트업 소셜 벤처의 선정
▷ 매 지원 프로그램 당 평균 100~150개의 소셜 벤처 스타트업들이 지원하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30여 업체에 한하여 15~30분간의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약 10개의 벤처를 선정
▷ 지원 벤처 선정 시에는 사회적 미션, 사업의 성공여부,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조건과 환경의 변화에도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사업을 진행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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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의 전문성)과 팀워크 등을 고려한다. 이중에서도 사회적 미션과 팀의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베스널 그린 벤처는 매우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서비스 개발과정 중에 수차례 바뀐다. 따라서 지원 팀이 목표한
것을 끝까지 얻기 위해 일할 수 있는 신념과 역량, 팀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한 요건이다. 또한 그들이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지도 선정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아주 초기 아이디어 단계의 스타트업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스타트업 중 1개 정도는 크게 성장할 것으로, 4개
스타트업 중 3개는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지원 벤처 선정 시에는 지원 벤처의 사업 성공 여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스널
그린 벤처가 지원하고 있는 전체 소셜 벤처 포트폴리오와 맞는지도 고려해본다. 이미
지원했던 벤처와 사업 성격이 비슷한 벤처는 되도록 선정하지 않는다.

● 3개월 집중지원프로그램 이후 지원활동
▷ 사무공간 사용 : 3개월(12주)의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추가 3개월간 베스널
그린 벤처 사무실 공간을 무상 사용할 수 있다. 이후 베스널 그린 벤처사무실을
임대해 계속 사용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 나갈 수 있다. 대부분은 저렴한 사무실
이나 같은 성격의 사업을 하는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해 베스널 그린 벤처사무실을
떠난다. 졸업생들에게는 언제든 베스널 그린 벤처사무실에 들러 일할 수 있는,
코워킹 업무 공간이 제공된다.
▷ 졸업생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1년에 네 번 졸업생들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한다. 조사에서 그들의 현재재정 상태, 지원금 규모, 당면한 문제, 현재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또한 1일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여러 주제에
관해 토론을 하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
하여, 이들이 기술 중심의 소셜 벤처 커뮤니티를 만들고, 서로 간 교류를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진제공 : 베스널 그린 벤처

[사진 2] 베스널 그린 벤처 졸업생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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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 지원금(post accelerator fund) :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의 집중지원만을 제공하므로, 선정된 기업들은 지원 프로그램 종료 이후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기 위해 추가적인 투자금 유치가 절실하다. 많은 소셜 벤처들의
이러한 문제를 경험한 베스널 그린 벤처는 기존에는 없었던 사후지원기금을 제공
하기 시작하였다. 3개월 집중 지원 후 규모 있는 지원금을 여타 투자자에게 지원
받기에 요구되는 일종의 연결 지원금(bridging fund)의 성격으로 50,000파운드가
지원된다. 3개월의 협업동안 투자유치 작업이 진행되어 추가 지원금으로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팀에 국한하여 이러한 사후 지원금이 제공된다.

1.3 주요 파트너
베스널 그린 벤처의 주요 파트너는 영국 국무조정실시민사회청과 노미넷 트러스트,
네스타 등이다. 이 세 곳은 영국 국무조정실이 출연한 소셜 인큐베이션 펀드를 통해 매칭
펀드를 구성하여 베스널 그린 벤처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이 중, 노미넷 트러스트는 2008년 영국의 가장 큰 도메인 사업체 노미넷에서 설립한 비영리
재단으로(본 보고서 5.2. 노미넷 트러스트 참조), IT 기술 기반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와 소셜 벤처 등을 지원하는 미션을 지니고 있다. 소셜 벤처 중 베스널 그린 벤처의
3개월 집중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노미넷 트러스트가 운영하는 1년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경우도 여럿이 있다. 또한 키스톤 법률회사 (Keystone Law)는 벤처들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구글 캠퍼스는 공간과 네트워크에 대한 협조로 베스널 그린 벤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벤처들은 쇼디치에 위치한 구글 캠퍼스에 작업 공간을 가질 수 있다.

1.4 운영 구조
베스널 그린 벤처는 6명의 파트너와 1명의 인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너들은
베스널 그린 벤처 운영에 요구되는 각 영역(투자 및 재무전략, IT 기술, 마케팅, 홍보,
네트워킹 등)의 전문 인력으로

회계 같은 기본적인 행정업무 외에도 프로그램 디자인, 투자

전략 등의 지원 핵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파트너들 간의 관계는 수평적이며 6명의
파트너가 함께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베스널 그린 벤처를 운영한다. 또한 파트너들은
각자 베스널 그린 벤처의 지분을1%를 보유하고 있다. 디자인, 사업 전략, 네트워크, 커뮤니
케이션, 설립, 투자 및 법률 등의 분야에 80여명이 넘는 멘토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1.5 재정 구조
2012년 이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은 정부와 노미넷 트러스트, 네스타의 지원금 182만
파운드로 시작되었다. 이중 정부와 노미넷 트러스트의 지원금은 보조금 형태로 상환할 필요가
없는 자금이고, 네스타의 지원금은 투자금과 지원금이 혼합되어 있다. 띠라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셜벤처가 이윤을 만든다면 우선적으로 네스타 투자금을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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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되어있다. 네스타 투자금 상환이후 남은 이윤에 대해서 베스널 그린 벤처는 지분 1%에
상당하는 개인의 배당금을 가져갈 수도 있다. 하지만 베스널 그린 벤처가 지원하는 소셜 벤처
들이 대부분 초기 아이디어 개발 단계의 기업들이고, 이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만들어
내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들 파트너들이 배당금을 실제로 배당받을 수 있는 기회가 실제 생
기기는 요원하다. 베스널 그린 밴쳐는 각 파트너들이 지분을 보유하여 각 전문영역의 기획과
운영을 오너쉽을 갖고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각 파트너들이 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동기가 더 크다(Stacey, 2015).
실제로 커뮤케이션 파트너인 제시카 스테이시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현재 베스널 그린 벤처의 재정 구조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정부, 노미넷, 네스타로부터
받은 지원금도 소진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한 어떤 스타트업도 충분한 이윤을 만들
어 내지 못하고 있다. 2016년은 1차 기금이 소진되었고, 3년 전에 유치했던 규모나 혹은
그 이상 의 운 영자 금 을 유 치 해야 하 는 해 이 다. 3년 전 영 국 내 에 서 최 초 로

IT기 술

중 심의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로 출범한 베스널 그린 벤처는 이제 지난 3년간의 실적을
기반으로 2차 기금을 유치해야한다. 2차 기금 유치해 실패한다면 이와 같은 엑셀러레이터의
운영이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 신뢰와 기대가 많이
무너진 것이라는 것을 보이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베스널 그린 벤처의
2016년은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사회혁신에 집중하는 IT 소셜벤처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국 내 사회적 투자기관들의 장기투자 여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1.6 주요 성과
2013년 이후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60개의 소셜 벤처를 지원했으며 2015년 12월
까지 이중 생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소셜 벤처는 54개이다. 베스널 그린 벤처의 창업자
폴 밀러는 베스널 그린 벤처가 지원한 소셜 벤처 중 굿짐과 페어폰, 닥터닥터를 가장 주목
하고 있는 사례들로 평가하고 있다(Nesta, 2016).
<표 3> 베스널 그린 벤처 지원 소셜벤처 대표사례
이름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굿짐
(Good Gym)

www.goodgym.org

심부름, 환경 미화 등 커뮤니티에 관련된 여러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자들과
함께 몸을 움직이게 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스마트폰 공급망 체인의 모든 부품들이 윤리적인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만
페어폰
(Fair Phone)

www.fairphone.com

을 이용하여 제작된 스마트 폰을 판매. 또한 부품의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하여 일부 모듈의 노화와 고장식 모듈별로 교체가 가능하도록 제작
됨. 공정무역을 시작한 커피제품의 철학을 따르는 스마트폰 제작과 판매.
2013년에 설립되어 약 6만여 대의 페어폰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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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www.drdoctor.co.uk

병원의 외래 병동을 위한 스마트 예약 어플리케이션. 예약 대기자들에게
예약 취소가 발생할 시 알려주고 예약자들이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도
와주는 서비스를 제공
피어-투-피어(peer-to-peer) 에너지 마켓 플랫폼. 영국 내 재생에너지
생산 업체들이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에너지를 판매하는 플랫폼. 특히

오픈 유티릴티
(Open Utility)

www.openutility.com

커뮤니티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이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남은 잔여 에
너지를 오픈 유틸리티의 피클로라는 마켓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
할 수 있음. 커뮤니티 주도의 재생에너지 생산 모임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만들고 있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피어-투-피어(peer-to-peer)로 연

토크라이프
(Talk Life)

www.talklife.com.au

결하는 온라인 네트워크.세계적으로17만 5,000명의 청소년과 120여명
의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의 우울증과 자해 충동을 감
소시키는 공헌을 하고 있음.

2. 노미넷 트러스트(Nominet Trust)

설립
홈페이지
주소

2008년
www.nominettrust.org.uk
Minerva House, Edmund Halley Road, Oxford
Science Park, Oxford, OX4 4DQ
․ 소셜 벤처 및 스타트업 지원금 제공 및 자문
(맨토링, 홍보, 평가)
․ 자선단체, 비영리단체 ICT 기술관련 프로젝트 지원
․ 파트너쉽: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설, 공공,

주요업무

7)

자원 봉사 조직과 파트너를 맺음
․ 공공에게 알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NT 100 상과
소셜 테크 가이드를 만듦
․ 젊은이들이 테크놀로지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성과

캠패인 진행
2015년까지 1,700만 파운드 이상을 700개가 넘는
소셜 테크 벤처에 지원

2.1 개요
노미넷 트러스트는 인터넷 영국 도메인(.uk)의 등록 및 관리 기업인 노미넷이 2008년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사회변화를 주목적으로 설립한비영리 재단이다. 노미넷의 설립 취지에
7) 본문에 따로 참고문헌을 소개하지않은 내용은 노미넷 트러스트 홈페이지(Nominet, 2015)와노미넷 트러스트 평가매니저 다니엘 로빈슨 인터뷰
(Robinson, 2015)를 참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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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IT 기술을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비영리 기관의 프로젝트와
기술 중심의 소셜 벤처 등이 지원대상이다. 소셜벤처 대상으로는 그들의 성장을 위한 비즈
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파악된 다양한 필요 자원을 제공한다.
2008년 노미넷이 출연한 500만 파운드(약 85억 원)의 기금으로 설립되어, 2015년까지
1,700만 파운드(약 300억 원)를 IT기술 중심 소셜 벤처에 100% 상환이 필요 없는 지원금으로
제공해왔다 노미넷 트러스트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낙후지역에 인터넷과 정보 기술 관련 교육 기회 증가
▪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프거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건강, 교육 관련 IT 서비스
▪ 사회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 또는 연구를 발주하거나 출판
하는 프로젝트
▪ 테크놀로지와 이의 실제적인 적용에 특히 중점을 두는 청소년과 청년 대상 교육 기관/
프로젝트 지원
▪ 어린이들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인터넷의 사용으로 인해 위험해지거나 고통 받거나
학대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서비스 개발 업체 지원
▪ 인터넷 범죄로부터 사람들과 재산을 지키고 인터넷 범죄 예방과 감지 기술 서비스 개발과
공급을 지원
▪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고등 교육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의 인터넷
개발을 지원

2.2 주요 활동
노미넷 트러스트는 설립 초창기에는 비영리기관의 IT 프로젝트 지원이 주요 사업이었지만,
최근 3~4년 전부터는 IT 기술 중심의 소셜 벤처(스타트업) 지원으로 주요 사업의 방향이 변화
되었다.
· 소셜벤처 지원 : 소셜 벤처의 비즈니스 계획 수립, 진행상황 평가를 통한 지원, 네트워킹,
멘토링 등의 활동에 약 100만 파운드(약 17억 원) 이상을 지원해왔다. 490개 이상의
소셜벤처를 지원하였고, 이들 중 50% 이상이 소셜 벤처 설립 초기에 해당되었다.
· 투자유치 :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민간, 공공, 비영리 재단 등과 파트너를 맺고 매칭
펀딩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내왔다. 주요 파트너로는 네스타, 로이드 은행 그룹, 영국
국무조정실, 빅 로터리 기금 등으로, 이들 파트너 기관으로부터 조상된 매칭 기금은 약
1,250만 파운드(약 213억 원)에 달한다.
· 대중 캠페인 : 기술 중심의 소셜벤처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다. ‘소셜 테크 가이드’8)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

- 21 -

STEPI Working Paper Series(WP 2016-02)

유럽의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과 현황

계의 DSI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하여 목록을 관리하여, 약 1,000개가 넘는 프로젝
트가 소개되고 있다. 이들 중 매년 ‘노미넷 트러스트 100’9)(2013, 2014, 2015)을
통해 전 세계에서 주목해야할 소셜 테크 기업을 100곳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이IT 기술의 사용자만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변화시키는 메
이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네스타, 모질라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뭔가를 해(Make
Things Do Stuff)’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소셜 테크 시드 (Social Tech Seed)>
노미넷 트러스트가 3년전부터 본격적으로 소셜벤처 지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집중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노미넷 트러스트 초창기에는 다양한 비영리기관의 프로젝트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젝트가 많았었다. 하지만 몇 년간의
지원 사업 경험 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활용에는 기존에 존재하던
사회프로그램의 디지털화보다는 문제의 접근방법을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따라서 노미넷 트러스트의 지원방향은 이러한 DSI미션에 집중하는 기술
중심의 소셜 벤처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로 변화되었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소셜 테크
시드’ 프로그램이 있다.10)

지원 내용
소셜 테크 시드(Social Tech Seed)는 주로 실증단계의 소셜벤처를 지원한다(<Box 2>
참조). 1년에 2회씩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2013년에 시작되어 2015년 11월까지
4 회 운영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2015년 12월 5회째의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지원대상자로 선 정 된 소 셜 벤 처 는 9개 월 에 서 12개월의 지원 기간 동안 약 15,000파운드
(약 2,600만 원)에서 최대 50,000파운드(약 8,500만 원)까지 서비스 개발 자금을 지원받는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 프로토타입 단계의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상
품화된 베 타 버전의 서비스로 개발된다. 소셜벤처들은 그 과정에서 타겟 고객층을 파악하
고, 개발되는 서비스의 시장성과 사회적 영향도등을 테스트해본다. 노미넷 트러스트는 이 기
간 동안 지원 대상 소셜벤처와 매월 1대1 미팅을 갖고, 그때그때 벤처가 어려워하는 문제
점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지원(멘토링, 마케팅, 네트워킹 기회 등)을 제공하는데 힘쓴
다. 이와 함께 소셜 벤처는 분기별로 지원금 응모 시에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의 일정
에 자신들의 진행상황을 비교 평가하여 보고한다. 노미넷 트러스트 내부 팀의 평가보고서
점검 후 평가결과가 승인될 때 지원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8) http://socialtech.org.uk/
9) http://socialtech.org.uk/nominet-trust-100/
10) 노미넷 트러스트는 여전히 안정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비영리기관의 디지털 프로젝트들도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기존에는 지원활동의
중심에 두지 않았던 소셜벤처 스타트업의 지원 활동을 점점 확대하고 지원 사업의 중심에 두고 있다(Robin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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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미넷 트러스트팀의 지원활동
노미넷 트러스트의 프로젝트 평가 매니저 다니엘 로빈슨이 설명하는 노미넷 트러스트의
지원은 공식적인 평가와 보고와 함께 동반되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실용적인 활 동이다. 노미넷 트러스트의 서로 다른 팀의 매니저들과 노미넷 모기업과의
협업에 기반한 지원이 돋보인다. 매월 갖는 점검회의를 통해 발견되는 소셜벤처의 현장
에서 요청되는 실용적 지원을 바로 해결하기 위하여, 평가 팀, 프로젝트팀, 마케팅팀 매니저가
모두 미팅에 참석한다. 예를 들어, 가장 흔히 요청되는 미디어를 통한 홍보는 바로 마케팅팀
매니저가 보도자료 작성과 주요 미디어를 통한 보도자료 배표, 보도 확인까지 바로 지원해
준다. 노미넷 트러스트 자체는 규모가 큰 단체는 아니지만 홍보나 여타 활동에 모기업인
노미넷의 네트워크와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않다. 또한 상표권 등록 혹은 특허 신청
프로세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를 사용하여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원래의 사업계획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서비스의 상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 판단되었기 때문
이다. 주로 서비스개발의 외적인 작업들, 하지만 상업화에 필요한 마케팅, 법률, 디자인 등은
가능한 선에서 모기업 노미넷의 자원을 활용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제공한다. 이는 매월
갖는 평가회의가 지원대상자들이 목표하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기
위한 기회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

<Box 2> 소셜 벤처 성장단계
노미넷 트러스트는 소셜 벤처가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까지 성장 단계를 다섯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Sutch, 2014). 각 단계별로 소셜 벤처가
집중해야할 목표와 필요한 지원 활동은 다르다. 따라서 어느 단계의 소셜 벤처를 지원할지를 결정하고
그에 적절한 대상 소셜 벤처를 선정한다. 1년 이라는 길지 않은 지원기간동안 소셜 벤처들이 달성해야
할 목표는 무엇일 지, 이러한 단기 목표 달성이 지원기간 종료 후 소셜 벤처 성장의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분석 프레임워크로 다음의 소셜 벤처 5단계
성장단계를 정의한다([그림 1] 참조).
▪ 제작(Build) 단계 : 이 단계는 소셜 벤처의 첫번째 단계 즉, 사회적 기업의 개념 확립부터
‘최소한의 성 공 가능한 상품 (MVP: minimum viable product)을 생산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는 최초의 아이디어가 과연 사회적 문제 해결에 유용한지를 테스트 해 볼 수 있고,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디지털 서비스를 만든다. 제작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왜 필요한지
그리고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확립하고, 기능적인 프로토타입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여 매출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와 시장을 찾는다. 본 보고서 5.1 베스널 그린 벤처에서 소개된
베스날 그린 벤처 등 많은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또는 엑셀러레이터 기관들의 지원은 주로 이 단계에
집중되어있다. 이 단계는 단지 여러 아이디어를 테스트 해보는 단계이고 실제로도 아이디어가 성공
적이지 못한 경우도 매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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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Demonstrate) 단계 : 초기 아이디어가 프로토타입으로 개발되어 있고, 이 프로토타입이 사람
들의 삶을 바꾸고 사회적 영향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은 증명된 단계이다. 하지만 아직 이 프로토
타입이 상품화되어 상업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실증되지는 못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타겟 고객층을 설정하고,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상품화된 베타버전의 서비스 개발이 시작
된다. 서비스의 개발과 함께 시장성을 파악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야하는
단계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여전히 사회적 영향도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실증을 할 수
있어야한다. 이러한 실증단계의 목표는 다음 단계인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거액의 상품서비스 개발,
마케팅 비용 등을 감당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믿을
수 있는 투자자로부터 개발비용의 투자 유치를 위하여 기초적인 홍보 전략이 세워지고, 서비스가 만들
어내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의 틀도 만들어 진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구체적인 재정 전략과 관련
된 초기 경영 계획도 수립되어야 한다.
▪ 개발(Develop) 단계: 이 단계에서는 증가하는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정적인 테크놀로지 플랫폼을 구축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하여 소셜 벤처는 하나의 조직
으로서 성장하며, 조직운영 및 경영 지원팀 등이 만들어지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
진다. 동시에 핵심적인 사회적 영향이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다음 단계를
위한 투자를 확보하고, 좀 더 확장된 시장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과 재정 관련 예측을 발전시켜 나간다.
자문을 위한 이사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의 홍보 전략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준비(Readiness) 단계: 스타트업을 벗어나보다 큰 비즈니스로의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 안정된
소비자 그룹과 테크놀로지 플랫폼이 확보되고, 파트너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어 지속가능한 비즈
니스 모델이 보이는 단계이다.
▪ 확장(Scaling) 단계: 스타트업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이확장되는 단계. 노미넷 트러스트는 스타트업
단계에를 벗어난 확장 단계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활동은 진행하지 않는다.

사후 추가지원
모든 대상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되고 난 뒤 다음 개발
단계의 진입에 필요한 펀딩 준비 작업을 위해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1년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으나 다음 펀딩 유치 시 투자자가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6개월 정도의 시간과 작업이 필요한 경우 등이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1년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 대개 한두 개의 소셜 벤처에게 이러한 목적으로 약 10
만~25만 파운드(약 1억 7천만 원~4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 상시적인 지원으로는
소셜 테크 시드 프로그램을 종료한 모든 소셜 벤처들을 대상으로 년 1회의 인터뷰를 실시
한다. 주로 인터뷰 결과는 소셜 테크 시드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화해야할지 피드백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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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넷 트러스트의 지원 종료 후 1년, 2년이 경과된 소셜 벤처들이 새롭게 투자자가
필요한 경우 노미넷 트러스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적절한 투자자를 소개하기도 한다.
지원 프로그램 종료와 함께 다양한 투자자를 초청하여 프로그램 이수 소셜 벤처 전체가
투자 유치 발표회를 기획해보기도 하였으나, 각 소셜 벤처가 다루는 주제 및 향후 사업
계획의 다양성으로 가장 적합한 투자자를 초대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따라 소셜 벤처들이 그룹으로 사업을 설명하는 투자 유치 행사보다는 1대 1 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투자자를 소개하고, 그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지원기업 선정
2013년부터 시작된 총 5회의 지원 프로그램에는 매 회당 약 250~290개의 소셜 벤처가
지원하였다. 서류면접으로 1차 선정된 70여개의 벤처는 3분 영상 발표와 상세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다. 노미넷 트러스트 모든 팀 매니저들의 내부 토론 결과로 2차 25~30여
기관을 선정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1대1 인터뷰를 실시하여 최종 15~25개 벤처가 지원 대상
으로 노미넷 트러스트의 이사회에 보고된다.
<표 4> 노미넷 트러스트 소셜벤처 지원 대상 기준
구분

조직

소셜벤처 지원대상이 갖추어야할 역량 설명
․ 사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정확한 사회적 목적이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조직
․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사업의 효과는 세계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조직
․ 법적으로 등록이 완료된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준비가 된 조직
․ 기술 전문가를 보유해야 함

팀 역량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이슈에 관련된 전문가를 직접 혹은 협업파트너 형태로 보유해야
․ 사업하고자 하는 디지털 시장 및 사회 서비스 시장 현황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팀
․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여타 다른 사업과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팀
․ 기본적인 디지털 프로토타입은 보유하고 있어야 함

기술

․ 프로토타입을 이용하여 컨셉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작은 규모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 실험을 통해 개발하고자하는 새로운 디지털 제품 또는 서비스가
잠재력이 있고 수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자료 : 노미넷 트러스트 홈페이지 내 Social Tech Seed 페이지 참조, https://goo.gl/VIB9Vl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노미넷 트러스트의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여 공모
사업을 홍보하며, 동시에 어떤 대상자를 찾고 있고 어떤 지원이 제공될지, 지원 후 소셜
벤처가 어떻게 사회를 바꾸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을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워크샵을 개최
한다. 워크샵은 전국 투어로 실시되며, 워크샵에서는 지원 관심자들에게 자세히 지원
요령을 포함한 다양한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워크샵에서는 소셜 벤처
대상자들이 단순히 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제공받는 시혜성 자금이 아니라, 함께 사회를 변화
해나가는 파트너를 찾고 있음이 인지되도록 노미넷 트러스트의 비전과 미션을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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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러한 워크샵에서 강조하는 노미넷 트러스트가 찾는 소셜 벤처는
<표 4>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대상 기관을 찾기 위해 노미넷 트러스트는 <표 5>에
소개된 다섯 가지의 항목에 따라 지원 소셜벤처를 선정한다. 지원 소셜 벤처는 비디오 설명
또는 지원서에 지원 벤처가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표 5> 노미넷 트러스트 소셜벤처 평가기준
구분

소셜 벤처 평가 기준

사회적니즈
(needs)

지원 기관은 그들이 도전하는 사회적 문제를 정확히 설명하고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설명과 이에
대한 입증이 중요.
소셜 테크 시드는 디지털 프로토타입이 이미 개발되었고 이에 대한 시장의 가치를 테스트 해보기 위한

개발 단계

투자를 필요로 하는 벤처를 지원하다. 따라서 컨셉 단계 또는 아이디어 단계의 사업 혹은 이미 많은
투자를 받은 벤처도 소셜 테크 시드 지원 대상으로는 부적합

수요

많은 훌륭한 기획안이 적절한 투자를 받지 못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수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 또는 기획안이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증명을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특별한 해결
방안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소셜 테크 시드의 지원대상은 사용자 테스트, 기존의
MVP, 시장 조사,사용자 중심 또는 공동 디자인 접근 방법 등을 통해 수요에 대한 증명이 요구됨

팀과 조직

팀이 가지고 있는기술, 경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현재의 팀이 풀어 나갈 수 없는 부족한
부분 또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상품 또는 서비스가 어떤 면에서 혁신적인지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 노미넷 트러스트가 생각하는
혁신성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혁신성

․ 현존하는 아이디어를 새로운 컨텍스트에 적용
․ 디지털 기술을 흔드는 새로운 어플의 창조
․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 창조

자료 : 노미넷 트러스트 홈페이지 내 Assessment Criteria 페이지 참조, http://goo.gl/leRlFB

소셜 벤처 평가와 지원
소셜 테크 시드가 집중하는 지원 대상의 소셜벤처는 실증 단계에 있다. 소셜벤처 성장
단계<Box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시장성과 의미 있는
사회적 영향도의 입증이다. 1년 동안의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었을 때, 소셜 벤처가 다음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노미넷 트러스트에서는 향후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요구할 중요한
평가항목 등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소셜 벤처와 함께 정의하고,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한다. 바로 이러한 작업 – 소셜 벤처의 평가와 그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이 노미넷 트러스트가 소셜 테크 시드에서 가장 중요하게 진행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하여 노미넷 트러스트는 소셜 벤처 평가 프레임워크인 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삼중나선축)를 정의하고 있다 (참조: <Box 3> 소셜 벤처 평가의 삼중나선축(T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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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x)). 지원 기간 동안 노미넷 트러스트는 지속적으로 소셜 벤처에게 그들이 타켓으로
하는 사용자는 누구인지(사용자 가치), 사용자의 서비스 사용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는
무엇인지 (사회적 가치), 이 서비스에 기반 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
인지(재무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묻고 이것을 입증할 증거를 보이도록 유도한다. 또한 세 가지
가치가 동등하게 중요하지만 소셜 테크 시드가 집중하는 실증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사용자11)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 충분한 규모의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하는 IT 서비스라면 사회
적인 영향력을 만들기도 어렵고, 재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의 결과는 지원기간 1년 동안의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래 사업 계획과 1년간의 프로젝트 계획에 변화가 생기는 일은 빈번하다. 지원 프로그램
시작 전 세 가지 가치에 대한 평가는 지원 프로그램 응모를 위해 소셜 벤처 내부 팀에서
이루어졌다면, 1년 동안 노미넷 트러스트의 평가팀, 프로젝트팀, 커뮤니케이션 팀에 의해 함께
진행된다. 또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 각 가치별로 분명한 평가 항목을 정의 되었는지,
정의된 항목에 의해 모니터링 된 진행상황은 어떠한지를 점검한다. 특히 대부분 소셜 프로
젝트의 경우 그들이 달성하고자하는 사회적 목표는 초창기부터 명확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비스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지와 또한 기꺼이 지갑을 열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갖추어져 재무적으로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은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 소셜 벤처의 실증단계부터 이것을 고민하고 모니터링하는 작업이 꼭 수반되도록 하는
것이 소셜테크 시드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하다. 또한 사회적 목표가 명확히
정의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그의 궁극적 달성에는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므로, 소셜테크
시드프로그램에서는 장기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세부 목표 특히 현 실증단계의 세부 목표를
정의하고, 그것이 장기적인 사회변화의 목표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 체인을 그리고 평가자
와 소셜 벤처 당사자가 함께 동의하는 평가 항목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한다.

<Box 3> 소셜 벤처 평가의 삼중나선축 (Triple Helix)
노미넷 트러스트는 소셜 벤처의 평가를 위한 삼중나선축을 정의하였다. 삼중나선축은 소셜 벤처가
반드시 갖추어야할 세 가지 가치인 ‘사회’, ‘사용자’, ‘재무’를 설명한다. 노미넷 트러스트는 소셜 벤처가
이 가치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면, 그 벤처는 안정적이지 못하거나 비효율적 또는 기대했던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이들 세 가지 가치가 나선축을 이용해 표현된 것은 이들 가치가
벤처 성장의 여러 단계에서 따로 따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강력히 연결되어 있음을 표현한다.
사회적 가치 (social value) : 벤처가 이루고자 하는 잠재적인 사회적 변화를 의미한다 – 건강,
사회와 커뮤니티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 등이 소셜 벤처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예이다.
이용자 가치 (user value) : 잠재적인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소셜 벤처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 사항에
11) 사용자 가치 평가를 위해서는 포커스 그룹 설문조사,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 실제 시장에서의 사용자 수 등을 이용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소셜 벤처들이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에 따라 빠르게 서비스의 변화로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 활동의 주요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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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하여 그들이 쉽게 선택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성취되는 범위를 이용자 가치라고
한다. 그러나 개인이 항상 보다 넓은 범위의 사회적 필요에 부합하는 가치를 갖지는 않기 때문에 이용자
가치는 범사회적 가치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재무적 가치 (Financial value): 벤처가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여야 한다. 재무적 가치는 이용자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킨
결과물로 나온다. 이용자와 사회적 가치의 조합은 예를 들어,지방 정부나 사회적 기업과의 서비스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림 2] 삼중나선축을 이용한 소셜 벤처 성장단계와 평가
이 세 가지 가치는 벤처의 성격과 단계에 따라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이 생길 수 있다.하지만 벤처가 지속적
으로 성장해 감에 따라 이 가치들도 함께 연결되어 성장하며, 이 세 가지 가치의 실현과 유기적 연결이
강해지면 벤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영향을 실현시킬 수 있다.이들 가치는 소셜 벤처의 조직적
성장과 기술적이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실현되어 나간다. 소셜 벤처의 성장단계에 따라 강화되는 세 가지
가치와 조직과 기술의 성장이 [그림 2]에 표현되어 있다.

2.3 운영 구조
노미넷 트러스트는 4명의 매니저(프로그램, 운영, 커뮤니케이션, 평가)와 대표 및 마케팅
이사를 포함한 9명의 풀타임 직원, 4명의 파트타임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영리 공익신탁
기관으로 경영상의 주요 의사결정(모기업인 노미넷으로 신탁받은 연기금의 연간 사용처 포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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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으로 구성된 공익신탁위원회에서 내려진다. 공익신탁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열린다.

2.4 재정 구조
노미넷 트러스트는 모기업인 노미넷으로 부터 매해 약 300만 파운드(약 51억 원)에서
700만파운드(약 120억 원)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제공받고 있다. 모기업의 지원금 이외는
은행이자나 약간의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고, 수익사업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재원은
갖고 있지 않다.

2.5 주요 성과

소셜벤처 지원
2009년 설립 이후2014년 회계연도 말까지 총합 1,7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제공받아
다양한 소셜 테크 프로젝트와 소셜 벤처에 상환이 필요 없는 100% 지원금으로 제공하였다.
이외 추가로 100만 파운드에 상당하는 비즈니스 지원 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지원의 혜택을
받은 소셜 테크 프로젝트와 소셜 벤처는 약 700개를 넘어섰다. 노미넷 트러스트의 직접적인
지원 혜택을 받은 2014년도의 소셜 벤처들의 목록은 <표 6>에서 찾아볼 수 있다.
<표 6> 2014년 소셜 테크 시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셜 벤처
조직

아드만 디지털
(Aardman Digital)

AMBT Ltd

영국 간(肝) 트러스트

내용

지원금
(파운드)

월레스와 그로밋, 치킨런, 숀더쉽 등을 제작한 애니메이션 제작회사.
노미넷 트러스트와 함께 ‘디지털 참여’ 프로젝트를 운영.

70,667

은퇴한 전문가들과 지역 사업체를 연결시켜 유동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트레이딩 타임즈’라는 플랫폼을 운영

77,000

젊은이들이 알코올 섭취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도구인

(British Liver Trust)

‘MeHab’ 개발을 위해 노미넷 트러스트에서 지원. 젊은 층의 알코올
섭취 줄이기 캠페인 중 하나.

디지털 유스 아카데미
(Digital Youth Academy)

‘청소년 웹 빌더’라는 프로젝트를 지원. 청소년들이 웹디자인과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디스어빌리티 록스

장애우들이 즐길 수 있는 음악, 예술 공연을 기획, 운영하는 비영리

(Disability Rocks)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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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엘더베리 우편
(Elderberry Post)
가족 혁신 존
(Family Innovation Zone)
퓨쳐거브
(FutureGov)
글로벌기빙 UK
(GlobalGiving UK)
홈펄스 Ltd
(HomePulse Ltd)
ICNH Ltd
(drdoctor)
내셔널 익스텐션 칼리지
(NationalExtension College)
네스타
(NESTA)
플랜B 배움
(PlanB Learning)
더 안전한 런던 재단
(Safer London Foundation)
Shift.ms
식스틴25
(Sixteen25)
스티키월드 Ltd
(Stickyworld Ltd)

뇌졸증 협회
(Stroke Association)
슈퍼플럭스
(Superflux)

내용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들 (6살에서 11살)이 함께 즐기고
배우며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플랫폼
가족의 삶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
‘엄마의 혁신’이 첫 번째 프로젝트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공공 서비스를 미래지향적이고 더 인간적으로
다시 디자인 해주는 회사
풀뿌리 비영리재단을 테크놀로지 플랏폼을 통해 지원 해주는 자선 기관

노인 보살핌 디지털 서비스. 요양사를 연결시켜주고 노인들이 덜
외롭고 더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줌
온라인, 스마트폰을 이용한 병원 예약 서비스 앱 운영

원격 교육 칼리지

지원금
(파운드)
75,000

51,000

60,000

56,300

100,300

110,100

60,000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정부에
의해 만들어 진 조직
온라인 배움 학교

250,000

93,000

폭력과 범죄에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을 돕는 자선 기관

120,000

다발성 경화증을 가진 사람들의 커뮤니티

100,000

젊은이들의 구직 활동을 도와주는 조직

79,589

지방 정부, 교육 기관, 박물관, 건축, 도시 계획, 커뮤니티 그룹 등 여러
방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집단이 그들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여러
테크놀로지를 이용해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

91,600

뇌졸증 예방 및 극복을 위한 협회

93,480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생필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하는 회사

53,000

캠든 미래 제일 네트워크 Ltd
(The Camden Future First

공립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생 네트워킹을 돕는 조직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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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조직

내용

메모리박스 네트워크
Ltd

치매 환자들에게 회상을 통해 기억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 진

(The Memory Box Network)

(파운드)

160,000

자선 기관

50,000파운드 미만 지원 단체 지원금

1,537,900

( ‘소셜 테크 시드’ 프로젝트 지원금 )

투자 유치
노미넷 트러스트의 246만 파운드 지원금의 매칭 기금으로 1250만

파운드가 유치되어

지원되었다. 이러한 매칭 기금을 제공한 기관들로는 Nesta, Lloyds Banking Group, The
Cabinet

Office,

Big

Lottery,

Salesforce,

Unity

Trust

Bank,

MITIE,

Lloyds

Development Capital, Bank of America Merrill Lynch, Founders Forum for Good,
Education Endownment Foundation등이 있다.

대표 사례
노미넷 트러스트가 지원한 디지털 소셜 벤처 중 대표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들은 <표 7>에 정리되어 있다.
<표 7> 노미넷 트러스트 지원 디지럴 소셜 벤처 대표 사례
이름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앱스 포 굿은 학교 선생님들과 파트너쉽을 맺어 10-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개방 소스(open source)형 테크놀로지 교육 운동이다. 앱스 포 굿은
기존의 테크놀로지 교육 방법은 학생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재능을

앱스 포 굿
(Apps for

www.appsforgood.org

Good)

발굴해 내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에서 테크놀로지를 가르치는 방법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 방법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 원칙에 초
점을 맞춰문제를 찾아내고 그 해결 방법을 위해 모바일 앱, 웹 앱, 소셜 앱
등을 자원 봉사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다. 학생들은 전문 기업인
처럼 새로운 프로덕트 개발부터 아이디어 개발, 디자인, 비즈니스 모델 만들기,
마케팅 등 모든 과정을 함께 연구하게 된다.
히스토리 핀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상품을 디자인 하고 소셜
벤처를 만드는 자선 기관인 쉬프트가 운영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히스토리

히스토리 핀

www.shiftdesign.org.uk

핀은 지역 역사 연구를 통해 현재와의 새로운 연결점을 만들어 사회적 소외

(Historypin)

/products/historypin/

계층을 커뮤니티에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지역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여 사진, 자료,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커뮤
니티 구성원들과 이야기하고 소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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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요 서비스
코드 클럽은 전국적으로 자원 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방과 후 코딩 클럽이며
대상은 9세-11세이다. 전문가들이 컴퓨터 게임, 애니메이션, 웹사이트를

코드 클럽
(Code

www.codeclub.org.uk

Club)

만드는 방법을 보여 주며 아이들을 가르친다. 자원 봉사자들이 1주일에
한 번씩 클럽을 방문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며 일주일에 한 프로젝트씩 진행
한다. 효율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봉사자 대상 온라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스피크 셋은 거동인 불편한 노인들도 매우 간단하고 쉬운 방법으로 이용 할

스피크 셋
(Speak Set)

www.speakset.com

수 있는 비디오 원격 케어 서비스이다.TV,카메라, 작은 셋업 박스와 리모콘을
통해 환자와 전 세계에 있는 의료 전문가 또는 가족, 친지들을 연결시켜
준다. 상용화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타스크
스쿼드
(Task
Squad)

타스크 스쿼드는 신입 사원 레벨의 직원을 찾고 있는 회사에서 청년들이
급여를 받으며 있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대상은 18세에서 25
이며 이력서 기재에 도움이 될 만한 파트타임, 풀 타임, 단기 또는 장기 등
http://tasksquadhq.com/

가능한 모든 일을 찾아 첫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연결
시켜 준다. 청년들이 이러한 단기 또는 파트타임 일 시작을 계기로 이력서 기재
사항이 늘어나게 되고, 일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타스크 스쿼드의
목적이다.

3. 시사점
■ 디지털 소셜벤처의 공급 창출
IT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대다수의 창업자들은 소위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매출과 수익성이
높은 IT서비스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들 대부분은 IT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도
보다는 높은 시장성과 수익성을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IT 기술을 이용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실력 있는 IT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충분할지에 대한 의문들이 많았다(Stacey,
2015). 이러한 의문은 대다수 IT 스타트업의 성공이 단시간에 수십 배의 기업 가치를 평가
받고, 대규모의 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는 스토리들이 미디어를 장식하면서, IT 스타트업
지향점이 단기간 내 최대 경제적 수익 만들기로 일반화된 것에 기인한다. 베스널 그린 벤처의
전신인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는 2008년에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열정과 신념이 넘치는 역량 있는 IT 스타트업 팀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소셜 이노베이션 캠프 팀은 이와 같은 경험을 믿고 2013년에 영국 최초의 디지털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2013년 첫 지원 프로그램의 시작을 공고
하였을 때 과연 몇 팀이나 응모를 할지, 얼마만큼 수준 높은 팀들이 지원할지 알 수 없었
으나, 베스널 그린 벤처 팀원들의 불안함을 뛰어넘는 많은 수(150여개)의 디지털 소셜 벤처
들이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였다. 경쟁률은 매번 10~15:1 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지난
3년간 베스널 그린 벤처가 강조한 것은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팀들이 짧지만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디지털 소셜 벤처”라는 분야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들만의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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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철학들을 공고히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베스널 그린 벤처는 지원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이들 디지털 소셜 벤처들이 커뮤니티를 이루어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커뮤니티는
그들이 여타 IT 벤처와 달리 단지 경제적 수익의 최대화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
미션의 달성이 주요 목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준다. 이처럼 디지털 소셜 벤처 엑셀러
레이터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한 “디지털 소셜 벤처”만의 커뮤니티의 성장과 결속을
지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 충분하지 못했던 디지털 소셜벤처의 “공급(창업시도)”에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벤처 시작 당시 사회적 미션을 중요하게 여기던 팀들이, 일반 IT 벤처 엑셀러
레이터와 투자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익성의 달성만을 목표로 하게 되고, 이에 그들이 설정
했던 사회적 미션의 달성에 실패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도 한다. 이와 구별되도록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들은 이들 스타트업의 성장 여정에서 수익과 사회미션 달성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모델을 꾸준히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 투자자, 가능한 시장과 고객 등을
발굴하고 지원해 주어야한다. 디지털 소셜벤처들이 디지털 소셜벤처로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생존이 가능할 때, 비로소 이 사회에서 필요한 충분한 숫자의 양질의 디지털 소셜
벤처의 공급이 가능해진다.

■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그렇다면 3개월 엑셀러레이터 지원이 이들 디지털 소셜벤처의 생존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3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하여 디지털 소셜 벤처들은 자신들의 목표와 철학
등을 공고히 하였지만, 이들이 기업으로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정부나 자선재단의 지원금
없이 홀로설 수 있을지, 동시에 그들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3개월 지원
프로그램 이후의 결과로 판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시장성보다는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디자인하는
것이 일반 IT 스타트업보다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디지털 소셜 벤처의
엑셀러레이터는 일반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의 지원 프로그램, 역할, 역량이 달라야한다
(Stacey, 2015), (Robinson, 2015).
일반 IT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은 비교적 소규모의 투자자금의 여러 보따리를 마련하고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스타트업 팀을 지원한다. 이들의 목표는 최대한 많은 팀을 만나보고,
그중에 경제적 예상되는 기간 내에 경제적 수익을 가장 빠르고 크게 낼 수 있는 팀을 스크린
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크린 작업의 성격을 갖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에서 지원되는 작업의
주목적은, 스타트업이 3개월 후 본격적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준비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팀의 역량이 좀 더 정확이 구분되고, 3개월 동안 제대로 준비가 된 팀은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네트워크내의 적절한 벤처 캐피털 회사들에게 투자
설명회의 기회를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디지털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도 3개월 지원 후
스타트업의 추가 투자유치를 목표로 한다. 하지만 이들이 일반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다른 점은 바로 적절한 사회적 투자자들과의 연결이다. 일반 IT 스타트업에 비교하여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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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소셜벤처는 시장성이 폭발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적절한 시장성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 이러한 시장성과
사회성의 두 개의 목표 달성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투자자이어야 한다. 일반 벤처 캐피털
회사나 투자자들이 폭발적인 시장성을 갖기 힘든 초창기 단계의 디지털 소셜 벤처에 투자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Robinson, 2015).
따라서 디지털 소셜벤처의 엑셀러레이터들의 역할은 사회적 투자자들을 최대한 확보하고,
이들이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 소셜 벤처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3개월간의
지원기간동안 디지털 소셜벤처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와 경제적 홀로서기가 가능
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되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들의 경제성과 사회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지표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다. 3개월이라는 기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최소한 투자를 받아야하는 다음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명확한 세부계획과
실천목표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이들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굳건히
하는 것에 집중해야한다(Robinson, 2015).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는 따라서 혼자만의 독립적 지원으로 디지털 소셜벤
처의 생존과 확산에 큰 기여를 하기는 어렵다.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는 디지털
소셜벤처의 탄생과 자립, 성장, 확산의 단계 중 탄생과 자립의 첫 단계에서 필요한 지원의
일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가 DSI의 성숙과
확산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DSI 생태계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적절히 포지셔닝
하고 함께 협업 할 수 있는 파트너 기관들과 연계될 수 있어야한다. 베스널 그린 벤처와 노미넷
트러스트, 네스타, 영국 정부가 제공한 소셜 인큐베이션 기금이 이러한 중간지원기관 들의
연계 사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 DSI 생태계
베스널 그린 벤처가 엑셀러레이터로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벤처 지원 자금 180만
파운드(약 30억 원) 가 국무조정실, 노미넷 트러스트, 네스타를 통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베스널 그린 벤처에 지원 자금을 제공한 파트너 세 곳은 각각 사회혁신 중간지원 생태계에서
조금씩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가장 상위수준에서 중앙정부 사회혁신
기관의 활성화 정책12)에 따라 소셜벤처들의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노미넷 트러스트는
베스널 그린 벤처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만 모기업이 있는 비영리 재단으로서 역시 상환이
필요 없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NII, 2015). 네스타는 사회적 투자팀을 이끌며 베스널
그린 벤처가 지원하는 디지털 소셜 벤처들이 추가 투자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투자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와 비영리 재단들이 초기 자금지원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지원
관련 다양한 노하우를 쌓고 있는 베스널 그린 벤처, 노미넷 트러스트, 와이라 언리미티드
등이 아이디어 단계의 디지털 소셜 벤처를 고객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와 수익을 낼 수 있는
비즈니스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네스타는 초기단계 소셜벤처의 직접적인 육성보다
12) 영국 중앙정부는 사회혁신이라는 의제를 전면에 두기 보다는 “빅 소사이어티”라는 의제하에 “사회적 투자”를 가장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다.
소셜 인큐베이팅 기금도 영국 정부의 사회적투자 지원 정책의 하나이다(김정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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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이러한 엑셀러레이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실증단계를 거친
소셜벤처를 지원한다.13)
노미넷 트러스트와 베스널 그린 벤처는 자금 지원, 다양한 분야의 멘토링, 추가 투자자
와의 네트워크 연결 등 중간지원기관으로 벌이는 활동은 유사하다. 이 두 곳의 차이점은 지원
대상의 소셜벤처가 위치한 성장단계가 다르고, 각자 목표로 하는 성장 단계에 적절한
지 원 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각 엑셀러레이터 지원 프로그램의 목표는 소셜 벤처의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다. 실제로 베스널 그린 벤처의 3개월 집중 지원을 받은 벤처들 중 바로
노미넷 트러스트의 소셜 테크 시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벤처들을 찾을 수 있다(예:
닥터 닥터, 오픈 유틸리티 등). 노미넷 트러스트의 소셜 테크 시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은 영국의 다양한 사회적 투자자들로부터 후속 투자와 지원을 받게 된다. 노미넷 트러
스트의 다니엘 로빈슨은 이들 소셜 벤처가 지원금이 필요 없이 독립하는데는 약 5년~7년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디지털 소셜 벤처들이 적절한 시장을 개척하여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5년~7년의 기간 동안, 단계
별로 요구되는 전문적 지식과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디지털 소셜벤처 중간지원
기관들의 생태계 존재가 필요하다.
현재 영국의 경우 디지털 소셜벤처에 특화된 중간지원기관은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베스널 그린 벤처, 노미넷 트러스트외에 와이라 언리미티드(Wayra unLtd), CAST(Centre
for the Acceleration of Social Technology)등이 존재한다. 이들 모두가 디지털 소셜
벤처의 초기 단계(<Box 2>소셜 벤처의 성장단계의 제작, 실증 단계)를 지원한다. 이외
상위단계의 디지털 소셜 벤처의 지원에 특화된 중간지원기관을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러한 상위단계의 소셜 벤처를 지원하는 다양한 중간지원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김정원,
2015참조). 초기 서비스 개발 단계를 거쳐 투자를 받을 수 있을만한 단계의 디지털 소셜벤
처들은 여타 사회적 투자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의 노하우는 모자라지만, 사회적 기업의 창업과 성장 지원에 단계별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 디지털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역량과 자립
본 연구에서 수행된 베스널 그린 벤처와 노미넷 트러스트 사례의 분석을 통해 디지털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로서 꼭 갖추어야할 역량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우선
엑셀러레이터의 당면 목표는 디지털 소셜 벤처의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고, 이들 디지털 소셜
벤처가 목표로 하는 다음 단계는 시장에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다. 소셜벤처들의 비전과 역량에 동의하는 투자기관을 찾아 이에 필요한 개발
비용을 지원받는 것이 당면 목표이다. 이를 위해 두 엑셀러레이터들의 지원 활동에서 강조된
것은 1)소셜 벤처들이 지원기간 동안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계획을 함께 수립
13) 네스타는 영국의 독립 비영리 사회혁신 씽크탱크 기관으로 영국을 포함한 유럽내 사회혁신을 리딩하는 다양한 정책연구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투자팀 이외에도 정책연구팀의 사회 혁신 정책 연구, 여타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팀은 현장의 다양한 사회혁신 기관과 사회
혁신가를 지원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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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의 이행을 지원, 2)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서비스의 사회성과 이용자의 접근성,
시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정의와 증거 수집을 지원, 3) 1),2)의 진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멘토 집단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바로바로 걸림돌을
제거해줄 것 등이다.
두 엑셀러레이터 모두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14)라는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중간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만큼,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역할, 요구되는 역량,
제공되어야할 지원의 종류와 방식, 엑셀러레이터로서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을
고민하고 있었다. 어떤 지원활동을 해야할지, 무엇을 목표로 할지는 기존의IT 스타트업 엑셀러
레이터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각 소셜벤처의 두가지 목표(시장성과 사회성) 달성에
적합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일지, 이들의 개발과정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방법과 그에 따른 지원은 무엇일지를 파악하고 시도해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셜 벤처의 평가는 후속 투자기관을 설득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노미넷 트러
스트의 경우 지원기간 시작부터 “변화의 법칙(Theory of Change)”을 이용하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벤처의 장기 비전, 그를 달성하는 중간과정에서 벤처들이 이루
어야하는 중간목표들과 그의 평가방법들을 소셜 벤처들과 함께 만든다(Robinson, 2015).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엑셀러레이터는 소셜 벤처에게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후속 투자기관들에게도 단순히 개발자금 지원뿐이 아닌 그들이 제공
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무엇인지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투자자가
제공해줄 지원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명확한 그림을 제공함
으로써, 기존의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도 이끌어
낼 수가 있다. 사회적 투자자가 일반 투자자와 비교해 많지 않은 현실을 고민하고, 소셜벤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적 영향도의 평가가 적절히 수행되어 이제 막 시작된 사회적 투자에
관심을 돌리는 더 많은 투자기관과 투자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이 과연 소셜벤처의 시작과 장기적인 성공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다.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모두가 이제 막
시작한 단계이고, 10년의 역사를 갖는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도 현재 세계적으로 우후
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그 효과와 성공여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Birdsall, 2014). 몇몇
선도 업체를 제외하고는 수많은 엑셀러레이터가 자체 운영자금을 대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는 엑셀러레이터의 기본 개념이 수십개의 스타트업을 지원하고난 뒤 그중 한
두 개의 홈런을 친 기업이 엑시트되어 성공할 때, 지금까지 수십 개의 스타트업에 쏟아 부은
투자금을 수거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셜벤처들이 일반IT 스타트업처럼
시장성이 대단히 큰 기업으로 성장되기 힘들기 때문에, 소셜 벤처 엑셀러레이터는 소셜
벤처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영향도를 믿는 공공기금이나 비영리재단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디지털에 국한되지 않는 소셜벤처, 즉 사회적 투자시장을 선도하고

14)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라는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을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와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본 보고서 3.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개요 에서 소개한 소셜 인큐베이션 기금을 통해 사회혁신 중간지원기관인 영
파운데이션과 임팩트 허브 웨스트민스터가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들이 지원하는 소셜벤처는 IT 기술 기반의 벤처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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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영국이 사회적 투자 시장을 위해서 10년의 계획을 세웠고, 약 2억 파운드의 사회적
투자 시장이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작업이 투자 준비 작업을 하는 곳에 지원금
으로 쓰이고 있다(김정원, 2015).
이러한 영국 사회적투자 시장의 경험을 볼 때, 디지털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디지털 소셜
벤처도 성장을 위한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결과가 한 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면 여타 IT 스타트업에 견주어 시장성이 적더라도 공공기금이나 사회적 투자자의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다는 공감을 만들어내야 한다. 단지 경제적 지표만으로 디지털 소셜
벤처를 평가하지 않는, 그들의 존재와 확장의 필요를 정확히 평가하고 입증하는 근거 제시와,
그에 따른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바로 이런 평가와 실제 성과의 입증에
근거한 공감대 형성이 있을 때만이, 쉽게 운영자금을 자체 조달하기 어려운 소셜벤처 엑셀러
레이터도 그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Ⅵ. 맺음말
본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사회혁신을 가장 앞장서서 주창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DSI정책
연구의 흐름과 DSI확산 현장의 중심에 있는 중간지원기관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정의된 디지털 사회혁신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기존의 사회 프로그램의 효율과 효과를 확장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에 풀 수 없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함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유럽 사회 내 공공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구조의 투명성을 보장
하고, 디지털 기술의 활용 과정에 대다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대함
국내의 DSI 논의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비영리 IT 지원
센터 등을 중심으로 연구활동이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한국 사회변화를 위한 정책의제로
채택되어 토론이 시작된 것은 아니다. 국내의 DSI가 한국 사회변화에 꼭 필요한 정책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DSI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왜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 사회혁신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사회혁신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
유럽연합의 (디지털) 사회혁신은 경제성장만을 성장 전략의 최우선에 두었던 기존의 방식이
아닌, 사회와 환경의 문제해결이 함께 되어야만이 유럽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반
하여 채택된 미래 성장전략이다. 비근한 사례로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유럽의 난민문제,
그로 인한 각국이 당면한 복지정책의 쟁점화까지 유럽인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프로그램의 혁신은, 이제 너무나도 시급한 정책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럽의 DSI는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이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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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받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사회쟁점들, 가까운 사례로 기술의
집중화와 편중화를 막아내는 민주적이고 개방된 기술 활용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유럽DSI의
주요 전략방향이다.
그렇다면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DSI 는 무엇이며,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한국형 DSI의 정의와 유형 등의 고민이 선행 되어야만이, 이에 적절한
한국형 DSI 지원 정책과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유형 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이슈들을 고민할 수 있는 공공, 시민사회, ICT

커뮤니티들이 함께 모여, 공공과

시민사회가 해결하고자 요구하는 시급한 사회이슈들은 무엇일지, 이들 중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일지에 대한 토론과 다양한 실험적 시도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유럽연합 경험은 DSI 활성화를 위한 ICT 전문가 커뮤니티와
시민사회, 공공의 교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함에도, 이러한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전체에 작고 강한 DSI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그들의 노력과 역량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각기 그들만의 커뮤니티 속에서만 머물러 있었다. 이와 같이 연결되지
못한 DSI 주체들은 유럽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그룹들은 일반적인IT 스타트업 문화(단시간
내에 수백억 달러의 가치평가를 받는 사례들)만에 몰두되어, 쉽게 디지털 소셜 벤처와
같은 스타트업과 사회적 투자자로 활동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또한 ICT가 사회전반에 활용
되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시작된 만큼 ICT 활용의 경제성과 시장성만을 고려할 때, 새롭게
생겨나는 사회적문제(예: 인간을 대체하는 SW로 인한 실업, 빅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등) 관련된 사회적 논의에 ICT 기술을 개발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령 등을 고민해 보아야한다. 이것은 기존에 활발히
교류하지 못했던 사회이슈를 다루는 집단들과 기술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만들어 나가는 DSI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U의 DSI 연구는 바로 이러한 토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고, 연구결과로 만들어진 정책 제안도 이들 커뮤니티들과의 워크샵을 통해
만들어졌다. 융합의 시대는 단지 서로 다른 과학기술 산업군간의 만남이 아닌 ICT 기술군과
사회이슈 활동가, 전문가, 시민과의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다루어야할 사회문제도 다양하고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과 서비스의 형태도 천차만별이
지만, DSI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와 해결방식은 존재한다.
DSI 중간지원기관과 지원정책은 바로 광범위한 DSI 주체들이 공통적으로 숙의하고 해결
해야할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한다.
1) 사회문제가 있는 곳에 어떻게 기술이 접목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가?
2) 기술이 있는 곳에 어떻게 사회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이해시키는가?
3) 기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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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이 풀어내는 사회문제의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야하는가
5) DSI 의 사회적 의미와 전략을 어떻게 일반 시민, 대중과 여타 전문가 그룹들에게 이해
시켜야하는가? 어떻게 이들의 이해가 공공기금이나 사회적투자 기금의 DSI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고려사항이 반영된 DSI 정책과 중간지원기관이 본 보고에서 살펴본 유럽
연합의 EU 연구보고서(EU, 2015)와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의 형태로 유럽에서는
진행되고 있다. 이제 유럽은 DSI의 정의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곧 마무리 짓고, 좀 더
타겟팅 된 정책 실시와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지원정책의 시작은 좀 더 정교하고
표준화된 DSI 평가 프레임워크가 시급함을 요구 한다(Baek, 2015).
향후 국내 DSI 논의 시작과 정착을 위하여, 이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유럽 내
DSI 관련 중간지원기관과 사례들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의 사례처럼 이들 중간지원기관이 여타 IT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와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와 다소 구별되는 역할과 역량을 요구한다. DSI 다양한 주체는 DSI의중간지원
기관도 광범위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눈에 띄는 방식은 대학의 연구
팀에서 시작된 DSI 사례와 지원활동들(예: 라스베리파이, 구이피 넷 등), 풀뿌리 활동가들의
IT 기술을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캠페인 전개 (예:OuiShare, Usahidi

등), 새로운

산업군 창조가 요구하는 법령과 규제 제정 로비(예: 크라우드펀딩 연합회 등) 등이다. 이들의
DSI 지원 방식, 역할, 역량 들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다양한 중간지원기관을
유형별로 나누고, 각 유형별 적절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특징, 역량 등도 후속 연구로
고민해 봐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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