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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shank redemption에 나오는 대사

희망은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너무 흥분되어서 앉아 있거나
생각하기조차 힘들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사람
경계를 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친구를 만나 악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태평양이 내 꿈에서처럼 푸르기를 희망한다.

나는 희망한다

04 사회창안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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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창안
국제회의
주제 : 경계 없는 사회창안
일시 : 2008년

10월 9일 - 10일 9:30~18:00

장소 : 명동 은행회관 2층 컨벤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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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이틀간‘경계 없는 사회창안’
(Social Invention without Borders)이란 주제로, 저희 희망제작소가 주
관해 열리는 사회창안 국제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 국제회의를 빛내주기 위해 멀리 유럽에서 건너오신 영국 영 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의 제프
모건(Jeoff Mulgan) 상임이사님, 독일 제브라로그(Zebralog)의 마티아스 트레넬(Matthias Trenel) 이사님, 핀
란드 불만합창단을 창시하신 올리버 칼라이넨(Oliver Kochta-Kalleinen) 선생님,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 열
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홍콩 당대문화연구소의 대니 융(Danny Yung) 상임이사님과 일본 교토시 시민활동종합
센터의 니시다 히로유키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국제회의가 열리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안전부의 김영호 제1차관님, 서울
시의 라진구 행정1부시장님과 이노근 노원구청장님 등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름지기 역사는 사회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크고 작은 경계가 있고, 그 경계들은 소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국가 간 소통을 물리적
으로 통제하는 국경선이 있는가 하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리적인 경계와 함께 사회문화적 경계도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틀과 판에 박힌 사고, 법과 제도라는 경계도 있고 세대 간 경계의 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이 모든
경계들은 소통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협력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협합니다.
저희 희망제작소가 2006년 창립 당시부터 주창해온 이른바‘사회창안’
은 21세기 키워드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개방과 참여를 바탕으로 21세기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며 우리 시대가 풀어야 할 과제와
이슈, 의제와 대안을 구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창안은 몇몇 전문가들의 탁상 논의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위키피디아(Wikipedia) 현상이 말해주듯,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떠올
리고 고안한 크고 작은 아이디어들이 세상의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내는 훌륭한 수단이자 통로로 작용할 수 있
을 때, 사회창안은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용어, 행정용어를 평범하고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성공한 영국의 할머니 크리시 마허(Chrissie Maher)가 실은 비범하게 세상을 바꾼 것처럼, 사회창안
은 시민들의 작은 생각과 아이디어로 소통을 저해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설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창립 초기부터 사회창안사업을 힘껏 추진해 왔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삶속에서 얻어낸, 작지만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저희 사회창안 웹사이트에 올리면 여기에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가 보태지고, 전문가
들이 이를 평가하여 실천 가능한 대안 아이디어로 숙성시켜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해온 것입니다. KBS와
한국일보 같은 언론기관을 통해 창안 아이디어 실천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고, 행정안정부와 MOU를
체결해 아이디어들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여 실행과정을 모니터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초당적인 국희의원
들의 모임인 호민관클럽과 함께 우리의 창안 아이디어들을 법제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
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회창안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도 저희 희망제작소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실리콘 밸리(Social Silicon Valleys)의 등장이 말해주듯, 사회창안 운동은 정부와 민간부문은 물론 시민
개개인과 조직을 연결하여, 소통을 저해하는 모든 경계를 넘고 아우르는 통합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구축을 전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사회창안 리더들의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번에 희망제작소가 주관하는 사회창안 국제회의는 국내외 사회창안 리더들과 정부,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합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사회창안 국제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
은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10. 09.
희망제작소 이사장 김 창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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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국제회의
백그라운드
경계는 소통을 저해하고 건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로막습니다. 사회창안은 이런 경계를 허무는 작
업이며 공동체의 협력과 융합,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는 과정입니다. 사회창안은 기존 모
델로는 잘 작동되지 않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생각을 바꾸고 창의와 상상을 불어넣어 새로운 대안
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생각으로 희망제작소는 창립 이래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회창안 활동
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국내외 사회혁신과 사회창안의 리더들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됩
니다. 21세기 새로운 거버넌스 형태인 사회창안 운동의 의미와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를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탱고를 혼자 출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협력과 파트너십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창의와 상상으로 새롭게 바꾸
어가는 공동의 작업에 나설 때입니다. 또한 사회창안 조직은 국내외 연대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
다. 다행히 인터넷과 Web 2.0에 기반을 둔 상호 소통으로 국제 연대의 네트워크를 보다 쉽게 구축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번 국제회의를 통하여 정부와 시민사회의 경계를 넘어선 협력과
파트너십에 기초한 거버넌스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들입니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사회창안의 파트너인 정부와 시민조직의 리더들과 사회혁신과 창안 분야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국외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 단체의 리더들과 관련 학계 인사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사회 창안은 무엇인가? 사회창안 활동을 고취하고 공육할 수 있는 구체적 실
행방안은 무엇인가?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파트너십은 왜 필요한가? 또한 협력과 파트너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
고 그리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그리고 e-참여를 통한 방법은 무엇인가?
일상의 민주주의 안에서 매일 매일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창안의 의미를 살펴본다.
사회창안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육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새로운 사회운동의 수단인 불만합창단은 전 세계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도저히 어울리지
않을 불만과 합창을 한데 묶어 새로운 시민사회의 강력한 수단이 되고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 잡아가
는 동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합창단에 푹 빠지게 만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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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국제회의
장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컨벤션 홀
일자 : 2008년 10월 9일 (목) ~ 10일 (금)

일정

제 1일 2008년 10월 9일 (목요일)
09 : 00 ~ 09 : 30

등록

09 : 30 ~ 10 : 00

환영사 행정안전부 김영호 제1차관
희망제작소 김창국 이사장

주제강연
10 : 00 ~ 11 : 00

Mr. Geoff Mulgan, 영국 Young Foundation 상임이사
사회혁신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또한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11 : 00 ~ 11 : 50

라진구 서울시 행정 1 부시장
창의와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도시 서울

12 : 00 ~ 13 : 30

중식 시간

사회창안이 사회의 변화를 엮어낸다.
13 : 30 ~ 14 : 20

김이승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14 : 20 ~ 15 : 10

이노근 노원구청장
공무원들의 희망 제안: 구청씨! 생각대로 큐!!

둘이 추는 춤 탱고: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과 파트너십
15 : 10 ~ 16 : 00

고규창 행정안전부 제도정책 과장
국민제안을 통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16 : 00 ~ 16 : 20

Coffee break

16 : 20 ~ 17 : 10

Mr. Matthias Trenel, 독일 Zebralog의 이사
정부와 시민 사이 e-참여를 위한 Cross media dialogues

제 1회 사회창안대회 경과 보고
17 : 10 ~ 17 : 40

김이승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제1회 전국 사회창안대회 보고
입상자 사회 창안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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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국제회의
일정
제 2일 2008년 10월 10일 (금요일)
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창안
09 : 30 ~ 10 : 30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누구나 변화를 일구어낼 수 있다.

10 : 30 ~ 10 : 45

Coffee break

10 : 45 ~ 11 : 45

Mr. Danny Yung, Hong Kong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상임이사
문화적 창의성으로 향상되고 조명되는 사회창안

12 : 00 ~ 13 : 30

중식 시간

사회창안에 보다 많은 시민들을 고취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
13 : 30 ~ 14 : 30

김영선 의원, 호민관 클럽 공동대표
사회창안과 호민관 클럽

14 : 30 ~ 15 : 20

이진홍 익산 희망연대 사무국장
시민의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를 다시 디자인한다.

15 : 20 ~ 16 : 10

Mr. Nishida Hiroyuki,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장
사회창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활동가의 양성

16 : 10 ~ 16 : 30

Coffee break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불만합창단
16 : 30 ~ 17 : 20

Mr. Oliver Kochta-Kalleinen, 핀란드 불만합창단 창시자
시민의 불만 에너지를 보다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는 동력

폐막 연설
17 : 20 ~ 17 : 30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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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 국제회의 연사별 강연 내용
(가나다, 알파벳 순서)

국내연사

고규창 행정안전부 제도정책 과장

김영선 의원 호민관 클럽 공동대표

김이승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국민제안을 통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사회창안과 호민관 클럽(가제)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제1회 전국 사회창안대회 보고

라진구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이노근 노원구청장

이진홍 익산 희망연대 사무국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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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민주주의에서 누구나 변화를 일구어 낸다.

공무원들의 희망 제안: 구청씨! 생각대로 큐!!

시민의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를 다시 디자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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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연사

Mr. Nishida Hiroyuki,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장

사회창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활동가의 양성

Mr. Oliver Kochta-Kalleinen,
핀란드 불만합창단 창시자

시민의 불만 에너지를
보다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는 동력

Mr. Geoff Mulgan,
영국 Young Foundation 상임이사

사회혁신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또한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Mr. Matthias Trenel,
독일 Zebralog의 이사

Mr. Danny Yung,
홍콩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상임이사

정부와 시민 사이 e-참여를 위한
Cross media dialogues

문화적 창의성으로 향상되고 밝혀지는 사회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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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강연

[

영국 Young Foundation 상임이사

Mr. Geoff Mulgan
[약 력]
2004년 후반부터 Geoff Mulgan은 Young Foundation의 상임이사를 맡
고있다. Harvard의 Daniel Bell이 세계의 가장 위대한 사회적 기업가로
평가한 Michael Young이 키운 Young 재단은 수많은 새로운 조직들을 탄
생시켰고, 거기에는 지역과 사회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선구자적 연구
를 비롯, 공개 대학, 환자가 주도하는 건강관리, 사회적 기업가 학교 등이
있다.

1997년과 2004년 사이 Mr. Mulgan은 정부의 전략실 이사와 총리실 정책실장으로 영국정부의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회정책, 복지, 건강, 교육, 기술분야의 수많은 새로운 조직과 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실행에 옮기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그가 창안한 용어인‘정부의 단계를 올리다’
는 공공
서비스, 사회정책의 개혁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진보적 자치 네트워크의 코디네이터로서 미
국, 브라질, 독일, 남아프리카, 한국, 인도 등 15개국의 정부 리더들을 영국으로 불러들였다.
Mr. Mulgan은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영국의 가장 영향력있는 think-tank (1993-97) Demos의
창립자이자 상임이사이고, Gordon Brown 영국 수상(1992-92)의 수석 고문, Westminster 대학
(1987-1990)의 정보 & 미디어정책 고문이자 강사, Greater London Enterprise (1984-86)의 투자
경영진이었다.
Mr. Mulgan은 런던 지방정부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였는데, 그가 함께 작업한 문화 창조 산업을 지원
하기 위한 선구자적인 정책은 후에 전세계의 도시와 정부들에서 서로 그 정책들을 모방하였다. 그는
BBC TV와 라디오 기자였고, 또한 영국 국내신문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는 30개 이상의 국가에서 강
연을 하였고, LSE, UCL, Melbourne 대학교의 초빙교수이자, UK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와 Australia New Zealand School of Government 의 초빙 교수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정부
에게 정책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해주고 있다.
Mr. Mulgan은 Work Foundation, 건강혁신 & 디자인 위원회(Health Innovation Council and the
Design Council)의 이사이고, 전문가들을 민주주의와 공공참여로 이끄는 자선사업의 회장, 중국 지방
자치의 혁신과 우월성 국제 조정위원회 (IECLG)회원이다. 영국과 아일랜드의‘시민사회의 미래에 대
한 카네기 조사 (Carnegie Inquiry into the Future of Civil Society)’위원장을 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그는 호주 수상 Kevin Rudd와 영국수상 Gordon Brown의 비상근 고문이다.
그의 저서들로는‘선과 악의 권력(Good and Bad Power: 정부의 이상과 배반’
은 2006년 Penguin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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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Alan Ryan은‘굉장하다’
라 평했고, Peter Preston은‘눈부시다’
, Peter Hennesy는‘하나의
고전이다’
라고 논평했다. 'Connexity' (1998년 Harvard Business Press and Jonathon Cape), '토요
일 밤 혹은 일요일 아침' (Saturday Night or Sunday morning 1987 Comedia), 통신과 조정
(Communication and Control: 통신의 네트워크와 새로운 경제 1991년 Blackwells), 반정치적 시대
의 정책 (Politics in an antipolitical Age 1994년 Policy), 정책 후 인생이다 (Life After Politics 1997
년 Harper Collins)등이 있다. 최근 저서로는‘공공 전략의 예술 The Art of Public Strategy: 공통
된 이익을 위한 움직이는 권력과 지식 2008년 Oxford University Press)이 있다.
Geoff의 프로필은 Charles Handy (1999년 Hutchinson)가 쓴‘새로운 연금술사 The New
Alchemists'와 Jay Walljasper (2001년 Utne Books, USA)의 ’
꿈을 쫓는 사람 Visionaries
‘에 잘 나타
나 있다.
The Young Foundation 의 주된 역할은 새로운 학교, 만성질병, 믿음과 이슬람교, 웹, 난민, 정치혁신
등 모든 분야를 통털어 사회적 요구에 맞게 새로운 조직과 기업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 재단은 국제적
인 사회 창안 교류 (Social Innovation Exchange)를 개최하여 전 세계 수백개의 조직들과 연계하여 국
제회의, 여름학교등을 통해 사회 개혁에 관한 방법과 도구를 개발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은 www.youngfoundatiion.org 나 www.socialinnovationexchange.org를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
을 얻을수 있다.

사회혁신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또한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가?
[강연내용]
‘사회 혁신’
의 역사를 소개하고 급진적 정치, 시민 행동주의와 기업의 기업가주의 등과의 관계에 대
하여 설명한다. 그리고 사회혁신 분야의 현 상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론적 접근, 실행적 접근, 공공
정책적 접근으로 안내하며 전 세계적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음 또한 소개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우리에게 도전할 이슈들인 기후 변화, 노녀의 문제로부터 공공서비스의 변형과
인터넷의 미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과 관련하여‘사회혁신’
의 위상과 영향을 증대시키는 방
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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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1부시장 라 진 구

[학 력]
생년월일 : 1952. 7. 7(양)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졸업 (1980.2.25)
미국 UC버클리 방문학자 (한국학센터-도시환경분야) (1998.10.19)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2004.02.20)(박사과정 재학중)
[경 력]
제23회 행정고시 (1980.5.11)
강서구 기획감사과장 (1981.11.13)
서울시 기획관리실 기획조정계장 (1988.5.18)
대통령비서실 파견 (1991.11.6)
서울시 감사관 조사담당관 (1993.12.22)
서울시 기획관리실 재정기획관 (1997.1.1)
서울시 시립기능대학장 (1999.3.5)
중랑구 부구청장 (1999.5.10)
강동구 부구청장 (2002.2.18)
서울시 감사관 (2003.1.10)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2005.3.9)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2006.7.11)
서울시 경영기획실장 (2007.1.5)
서울시 행정1부시장 (2007.12.21)

16

사회창안 국제회의

2008.10.8 4:31 PM

˘

` 16

001 IN

창의와 상상으로 만들어가는 세계 도시 서울
[강연내용]

21세기 글로벌 무한경쟁시대, 기존의 가치관과 일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는 기
업과 도시는 고유한 자기경쟁력이 없어지고 도태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직된 사고와 관행에 갇혀 주
어진 일만 충실히 해서는‘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Only One), 세계 최고의(World First) 명품도시
서울’
을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서울이‘좋은 도시’
를 넘어‘위대한 도시’
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쟁도시와는 다른 경쟁도시보다 앞
선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야 하며, 그 힘의 원천이 창의적인 새로운 발상 즉‘창의’
와‘상상력’
입니다.
이러한‘창의’
와‘상상력’
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민선4기 출범과 함께 내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해“상상뱅크”
를 그리고, 시민들의 아이디어 제안 창구인‘천만상상 오아시
스’
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천만상상 오아시스(www.seouloasis.net)’
는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시정에 대해 실시
간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열린 통로로서 시민고객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서울시 정책으로 실
현되는 곳입니다.
‘천만상상 오아시스’
는 형식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하기에는 적잖은 부담감이 있었던 기존의
제안제도와는 달리 시민고객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토론도 진행하며,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더해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
다.
그동안‘천만상상 오아시스’
를 통해 채택된 아이디어는‘광진교 걷고 싶은 다리’
,‘한강에 floating
island' 설치,‘한국영화에 대한 영어자막 삽입’
,‘버스 손잡이 개선’
,‘청혼의 벽 만들기’등 2008년
8월 현재 총 52건이 되었으며, 40여건이 추진완료 또는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06년 10월‘천만상상오아시스’
가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16,000여건이라는 시민고객의 관심과 애
정이 쌓여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시민고객의 기발하고 멋진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의 상상이 오아시스처럼 샘솟는 곳! 바로‘천만상상 오아시스’
입니다. 아이디어가 떠
오를 때,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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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이 사회의 변화를 엮어낸다.

[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김 이 승 현
[약 력]
대학에서 행정학을 공부하면서 공공정책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원
에서 여성학을 공부하면서‘작은 것’
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
달았습니다.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희망제
작소에서 시민의 아이디어로 세상을 구석구석 변화시켜나가는 사회
창안 활동을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꾼다.
[강연내용]

2007년 12월 18일, 은행들의 현금인출기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즉 과거 현금 인출 시 예전에는
현금 인출에 따른 수수료가 결제 이후에 일방 공지되던 것이 바뀌어 인출 이전에 사전에 공지되면서
고객에게 수수료 지출 여부를 친절하게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대학생 김형주 씨가 현금 인출 시
느꼈던 불만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아이디어로 등록한 이후 이를 바꿔보고자 했던 노력의 결
실입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수수료 공지의‘순서’
만 바꾼 것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듯 불만에서 출발한
작은 아이디어가 사회창안(Social Invention, 사회적 이익을 가져오는‘발명’
)이 되어 전(全) 은행 서
비스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변화를 주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구를 처음 만들어낸 것이 발명이라면
그 전구로 가로등을 만들어 안전한 밤길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인 발명 - 사회창안!
희망제작소는‘시민들의 불만 속에 우리 사회를 바꿀 대안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 바로 그것이 사회창
안’
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2006년 3월 27일 창립과 더불어‘사회창안센터’
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
다. 사회창안센터는 시민들의 불만 속에 숨어 있는 대안적 아이디어를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수받습니
다. 이중 좋은 아이디어들은 시민 전문가, 연구원, 시민제안 관련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조사, 연구된
후 정책제안서로 전환되어 관련 기관으로 전달되거나 언론캠페인 등을 통해 현실화를 촉진합니다. 아
울러 사회창안센터는 이번 사회창안주간을 맞이하여 2008년 8월~10월까지는 대형 포털 사이트인
Daum과 함께 2008 사회창안대회를 공동 진행하면서 21세기 새로운 대안 시민운동의 하나로서 사회
창안 활동을 대대적으로 확산하는 기회를 마련 중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시민들의 사회창안 아이디어
를 입법화하고자 결성한 38명의 국회의원 모임인 호민관클럽이 든든하게 파트너로 자리잡아 시민들
의 사회창안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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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장 이 노 근

[약 력]
중앙대학교 경제학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경기대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을 수학함
대통령 민정비서실(행정관)
서울특별시(문화과장, 주택기획과장, 시정개혁담당)
서울산업진흥재단(사무국장)
종로구, 금천구, 중랑구 등 3개 구청(부구청장)
민선4기 노원구청장(
‘06. 7. 1 ˜ 현재)
[관심사 및 역점분야]
● 서울특별시 주요 문화정책에 깊이 관여함.
창조적이며 야심차게 기획한 문화프로젝트로
‘88 서울올림픽 문화예술축전
광복 50주년 기념축전 및 2002 월드컵 거리응원전 기획
‘88 서울올림픽 평화의문 건립
서울시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건립
대학로 가로조각공원 조성
관철동 피아노 거리 조성 등 대형 문화프로젝트를 기획함
● 일반사회 영역에서의 활동으로 1996년 서울시 문화과장 시절
“한국수필”과“한맥문학”
으로 문단에 입문한 후 역사수필집
“경복궁 기행열전”
‘05년
(
출간)을 저술함.
● 노원구청장 취임이후 교육, 문화 부문에“노원 문화의 거리 조성”
“서울 공룡 그랜드 쇼”
“갤러리 파크 조성”
과 국제화 교육특구 지정,
평생 학습도시 지정 신청, 노원 어린이 영어 마을 운영
● 또한“당현천 생태 문화 체육하천 조성 착공”
“ 경전철 유치 및 철도
사업 협약 체결”
“동부간선도로 조기 확장 착공”상계뉴타운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열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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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희망 제안 : 구청씨! 생각대로 큐!!
[강연내용]

● 노원구 경영 철학으로 창의혁신 아이디어 행정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250만 인구의“서울 동
북부 중심도시 건설”
임
● 구정목표인
노원의 자산 브랜드 가치 향상
교육 문화 1등구 환경 조성
더불어 사는 복지 노원의 구현
자연과 환경의 부가가치 증대
도시계획 주거공간의 재정비로
●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 마케팅(Idea)
디자인 & 브랜드 마케팅(Design & Brand)
투자 마케팅(Investment)
유비쿼터스 마케팅(Ubiquitous)
서비스 마케팅(Service)
노원 IDIUS 혁신 마케팅을 행정에 도입하여 전개
● ① 행정규제 완화로 20~25%, ② 아이디어 발굴로 20%, ③ 콘셉트전환 20%를 줄여 현재의 사회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수 있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게 됨(저비용, 고효율 사회)
●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전직원에게 아이디어를받아 원가절감을 실행한 것 같이 공무원도
사회비용 절감에 앞장서야 함.
● 우리구 예시를 하나 들면 주차단속 아이디어를 통해서 CCTV를 설치 운영하여,
① 시민과의 마찰을 최소화
② 비용 절감
③ 직원 피로도를 줄여 IT시대에 맞게 행정을 운영함
● 작년에 7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22건이 개선 완료되고 46건은 추진중이며, 금년에 5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 예정임.
● 이제는 행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별도의 사회채널, 입법부,
시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적 어젠다를 관철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서는 언론 마케팅을
많이 활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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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추는 춤 탱고 : 정부와 시민 사회의 협력과 파트너십

[

행안부 제도총괄과장 고 규 창
[학 력]
84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90년 서울대 석사졸업
01년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졸업
[주요경력]
1990년 충북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1999년 충북 건설교통국 지역개발과장
2003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실 의전 행정관
2007년 행정안전부 지방성과관리과장
2008년 행정안전부 제도총괄과장(현)

국민제안을 통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강연내용]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하거나, 불합리한 제도
를 개선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민제안제도 및 그 운영 현황
국민 기업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위해 민간단체 및 언론과 공
동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추진하고 있는 협치(거버넌스)의 추진 사례
작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견의 폭넓은 수렴을 위해서 공공이익
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과의 공동협력사업
의 중요성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정부와 시회단체 등 민간부문
과의 공동협력 추진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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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Zebralog의 이사

Mr. Matthias Trenel
[약 력]
Matthias Trenel 은 독일 베를린에 있는 e-참여 솔루션을 제공하는
Zebralog의 창립자이며 이사이다. 그는 지역문제에 관한 법제정 자문, 온
라인 대화, 예산집행 참여 등과 같은 시민참여 과정을 위한 웹사이트를 디
자인하였다. 베를린에 있는 사회과학 리서치 센터 연구원으로서 경험을
쌓으면서 그는 최근 독일 국회 탄원시스템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였고 시
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질문할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었다.
Mattias은 독일 Free University Berlin과 호주맬버른대학 (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심리학자로서 훈련을 받고, 그 교육을 1:1 조정, 명상,
갈등해소에 접목시켰다.

정부와 시민 사이 e-참여를 위한 Cross media dialogues
[강연내용]

시민이 참가하는 혁신적인 4 가지 사례의 경험에 대하여 먼저 설명할 것
이다. 이 모든 사례에서 정부는 서로 다른 형태의 채널을 조합하였는데
인터넷, 오프라인의 1:1 대면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시민들의 관점과
아이디어에 다가갔다.
첫 번째 사례는 베를린 장벽의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 건립을 위한 시민
대화였다.
두 번째 사례는 Cologne 시의 시민이 참여하는 예산안 심의과정이다.
세 번째 사례는 시민의 대표가 의회에서 오늘날 독일의 사회 시장 경제
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적인 문제에 대하여 심의하는 것이다.
마지막 사례는 독일 의회가 국민 청원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식에 중점
을 두고 시민들이 국회의 웹 사이트에 그들의 관심사를 등록하고 지원
하고 토론하는 방법을 설명할 것이다.
연사는 이러한 참여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의 동기에 대하여 토의할 것이
다.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cross media 대화의 효과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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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사회창안대회 경과보고

[

2008 사회창안대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팀장 김 이 승 현

⊙ 제1회 사회창안주간 개시 (8월 - 10월)
2008 사회창안대회 시작 2008/8/15
▶ 아이디어 접수 2008/8/15 - 9/15
Daum아고라 사회창안대회 접수 페이지 운영
총 573건 시민들의 아이디어 응모
▶ 아이디어 심사 2008/9/18 - 9/30
아이디어 분류: 총12개 분과(이하 가나다 순)
건설/교통 경제 교육 기타(고용,노동 포함) 문화/미디어 복지/삶의질 생태/환경/
먹거리 인권 정치/선거/사법 조세/예산 지역/자치/농어촌 행정서비스

건설/교통
경제
교육
기타
문화/미디어
복지/삶의 질
생태/환경/먹거리
인권
정치/선거/사법
조세/예산
지역/자치/농어촌
행정서비스
총합계

194
83
27
55
72
54
65
31
19
32
36
95
763

250
200
150
100
50
0
통 제 육 타 어 질 리 권 법 산 촌 스
/교 경 교 기 /미디 의 /먹거 인 거/사 세/예 /농어 서비
설
/삶
선 조 자치 행정
건
문화 복지 /환경
/
치/
정
태
지역
생

참고 - 1,2차 중복 집계해 총합 763건임
1차 분류 중 누락된 5건은 광고
2차 중복 분류 대상 아이디어는 1차 분류만으로 충분한 것은
제외해 총합 195건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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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사회창안대회,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단 구성 :
1차: 12주제 분과별 3~4인씩 총 37명 참여

2차 : 분과별 대표위원 및 관계기관 관련팀장 총 15명 참여
1차 심사 Top 36 아이디어 선정 2008/9/26
2차 심사 Top 10 아이디어 선정 2008/9/30

(2차 심사 진행 중에)
▶ 최종 결선대회 2008/10/8 오후 2:00~ (명동 은행회관 2층 컨벤션홀)
Top 10 아이디어 제안자들의 프리젠테이션 쇼
3차 최종심사 및 1, 2, 3등 선정 완료
▶ 2008 사회창안대회 최고 아이디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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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전국사회창안대회 최종 결선 진출작

우리 사회를 구석구석 바꿔낼
시민 아이디어 Top 10을 소개합니다!

<Top 10 아이디어 제안자들의 프리젠테이션 준비모임에서>

핸드폰 및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젠다 및 전원 어댑터 통일 | 제안자: 박재완 (재완팍)
대중교통 적립 마일리지 제안 | 제안자: 신현오(유학청년)
싫든 좋든 급하든 말든 사람 대신 자동응답 ARS 땜 속터짐 | 제안자: 하태석(조이)
병원 진료결과나 예약을 문자나 인터넷으로. | 제안자: 이선자(올드거얼)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년월일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자: 김재학(희망자루)
치과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 제안자: 전선희(mom11)
관공서 홈페이지는 통합 아이디(one ID)를 사용합시다 | 제안자: 김재학(희망자루)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 구매 | 제안자: 김민수(메카트랜드)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 스티커 | 제안자: 장선영(장금이)
가족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세요 | 제안자: 김태은(강아지왈츠)
(이상 등록 날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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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결선 진출작(Top 10 아이디어) 상세 소개
※아이디어 원문 등록일순입니다.

01. 핸드폰 등 전자제품의 연결기기, 너무 다양해서 불편해요!
① 제안자- 박재완(재완팍)
② 원 제목- 핸드폰 및 각종디지털 기기의 젠다 및 전원어댑터 통일
③ 주요내용
핸드폰 따로, 디카 따로, pmp 따로, 네비 따로... 결국 각종 어댑터와 네트웍 케이블로 서랍이
넘치고... 전원콘센트엔 문어발 어댑터 난리... 아~ 어지럽다!! 이제는 고객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환경문제도 고려하시고~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8157

④ 심사위원의 평가
핸드폰이나 각종 디지털 기기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면서도 규격의 통일이 안 됨으로써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많고, 표준화와 통일화는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는 시의성이나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적용 범위의 포괄성, 공익성이 좋은 아이디어다.
(경제분과 임건택 심사위원)

♣ 아이디어 제안자 재완팍 님이
직접 올린 아이디어 설명 그림

02. 마일리지제도 활성화로 대중교통이 활짝, 도로는 뻥뻥~
① 제안자- 신현오(유학청년)
② 원 제목- 대중교통 적립 마일리지 제안
③ 주요내용
최근 고유가를 대비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하자!"라고 말로만 얘기할 뿐... 어떤 방안을 내놓아
야 대중교통을 활성화를 시킬까 생각 끝에 어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하철&버스 이용객
상대로 구두적 설문을 조사해본 결과 "대중교통 마일리지"제도를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
하는가? 라고물어본결과좋은뜻으로시행하면이용을늘리겠다는분들이많게조사되었습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824949

④ 심사위원의 평가
정부의대중교통활성화를위해국민들에게피부에닿는유인책내지인센티브제공방안으로도
검토해 볼만한 과제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가 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수단의 건설과 확충 및
교통시스템 개선 등 하드웨어적 해법에서 찾고 있는 측면에서 이들이 막대한 투자와 장기간 소
요됨에 비해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슈화 내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적,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분과 정현철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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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공서·회사 대표전화, 답답한 자동안내 서비스뿐
① 제안자- 하태석(조이)
② 원 제목- 싫든좋든 급하든 말든 사람대신 자동응답ARS땜 속터짐
③ 주요내용
통신회사, 금융회사 등 전화를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동응답기와 몇 번을 눌러라 얼마
를 기다리라는 둥의 안내를 일방적으로 받는다. 대부분 유료통화인데 몇 번씩 걸다가 계속되는
요금먹기 식의 긴 멘트가 자꾸 나오고 그래야 다음단계로 넘어가고... 정말 이젠 바로 사람과 대화
하고 싶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8519

④ 심사위원의 평가
행정관서나 통신사, 금융사 등 공공기관에 자동응답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 기계에 의한 조작으로
상담원과 직접 통화하는 만큼 고객이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통화소통도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화중단, 시간지체 등으로 인한 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짜증나는일이며매우
불합리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처음 통화에서 상담원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 부담문제도 개선함으로써 고객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분과 이영회 심사위원)

04. 병원 진료결과나 예약을 문자나 인터넷으로
① 제안자- 이선자(올드거얼)
② 주요내용
병원 진료 첫 날, 예약 시간보다 40분 이상 가다려서 담당 의사 면담 겨우 5분 정도로 끝내고 다시
검사하고 결과는 보름 후에 보러 오라더군요. 보름 후 진료, 2시간 정도 걸려 병원 가서 30분 기
다려 이상 없다는 말씀에 5분이 채 안 되더군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진료 결과를 문자로
알려 주든지 아니면 전화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까 인터넷으로 문의하여 설명을 들을 수도 있겠고요.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8603

③ 심사위원의 평가
환자에게는병원을오가는시간과교통비일당및진료비(본인부담금) 절감,
병원 의사에게는진료수가는1/2로 줄어드나 대신에 절약된 시간만큼 더
중요한 환자를 진료할 수 있어 오히려 전체수익증가, 건강보험공단에는단
순한진료에대한진료수가가1/2로줄어전체재정수지에기여하는효과가
기대된다. (복지·삶의질분과박용기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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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년월일을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자- 김재학(희망자루)
② 주요내용
언제부턴가 일부 식품에는 유통기한만 적혀있습니다. 수입식품의 경우는 백이면 백, 모두 유통
기한이 언제까지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식품에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1년 전에 만든 것
인지 3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연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요? 저는 모든 식품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년월일도 병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8864

③ 심사위원의 평가
대부분의 소비자는 식품을 고를 때 일반적으로 유통기간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과연 유통기한이
길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통기간이 길수록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보존제나 기타 첨가물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통기간만이 아니
라 제조년월일을 병기해서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어도 이것이 신선한 것인지, 또는
제품에 따라 보존기간에 대한 상식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식품에 대한 표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에게 혼란이 덜 하리라 생각됩니다.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시기보다 높은 요즈음 매우 시의성 있는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태·환경·먹거리분과 이정주 심사위원)

06. 치과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① 제안자- 전선희(mom11)
② 주요내용
가난한 사람들은 치과에 갈 수도 없고 끙끙 앓아야 해요. ㅠㅠ 치과에서 더 많은 치료를 의료보험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9635

③ 심사위원의 평가
치아의 수복치료, 보철치료, 미백치료보존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혜택은 평생 치아에 의한 섭생
으로 살아가는 전 국민에게 너무나 큰 혜택을 줄 수 있는 좋은 시책입니다. 현재 국민기초 생활수
급자 및 극빈 영세민에 한하여 연 1회 신청자를 접수받아 순차적으로 인원 선발하여 틀니를 무료
로 시술하여 주고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좁으므로, 이 범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조세·예산분과 윤영로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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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관공서 홈페이지는 통합 아이디(one ID)를 사용합시다
① 제안자- 김재학(희망자루)
② 주요내용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청와대로부터 동사무소까지 수십 수백개의 모든 부처가
별도로 회원가입을 요구하고 아이디를 발급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 하나를 쓰기 위해 주민등록
번호 입력, 주소입력, 연락처입력, 아이디, 비밀번호 등록 등등 똑 같은 행위를 반복해야 합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9849

③ 심사위원의 평가
국가기관, 지자체 등의 관공서 홈페이지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전자정부를 고도화하기 위해서 행정부 내부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할 실익이
있으며 대국민 서비스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서비스분과 조소연 심사위원)

08. 사회적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① 제안자- 김민수(메카트랜드)
② 주요내용
정부의 기술지원을 통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 국민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건정성이 높아지면 그 수익금은 자연스레 사회에 환원 취약계층을 돕는
사회 서비스에 재화가 재사용됨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가 실현되리라 생각됩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59916

③ 심사위원의 평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재투자하는 기업이 어려운 처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여러 가지 기술 지도나 경영 지도를 하여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는 독창성이나
시의성, 타당성, 구체성, 실현 가능성, 효율성, 포괄성, 지속성, 공익성의 좋은 아이디어다.
(경제분과 임건택 심사위원)

09.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 스티커
① 제안자- 장선영(장금이)
② 주요내용
가게 앞에 "우리 점포는 최저임금제를 지키는 모범업소입니다" 라는 스티커를 잘 지키는 고용주
에게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아래에는 2008년 최저임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최저임금 홍보
도 할 수 있고 알바생은 그 가게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급상승 할 것이며 업주들 역시 떳떳
하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함으로 가게 이미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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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심사위원의 평가
이 제안은 공익성과 실현가능성, 제안의 구체성이 돋보인 제안입니다. 최저임금제의 또 다른 사각
지대인 아르바이트생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절실한 과제입니다. 업소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은
행동 하나로도 업소들에는 최저임금제 실시의 필요성과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아르바이트생들 또한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권리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것
입니다. (기타분과 원기준 심사위원)

10. 가족 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동사무소에서 알려주세요
① 제안자- 김태은(강아지왈츠)
② 주요내용
상속세, 상속포기, 자동차 명의 변경 등이 대부분 3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재산이 많든 적든 빠른
시일 내에 재산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남은 가족들은 정신만 추스르기에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찾고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망신고 후 가족이 처리
해야 하는 후속절차에 대해 고지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문: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event/idea2008/view?id=60192

③ 심사위원의 평가
가족사망 신고 이후 복잡한 후속조치를 일목요연하게 주민 자치센터에서 제공하게 되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주민 자치센터가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 주민자치 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주민등록 등의 관리 등에서 벗어나
서 전향적으로 설계하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주민과 국민이 원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한 주민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행정서비스분과 조소연 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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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대회는 최종결선 이후가 더 중요하다!
총 573건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된 Top 10 아이디어는
희망제작소가 후원기관들과 함께 현실화 과정에 돌입합니다!
10월 13일(월)~10월 24일(금) : Top 10 아이디어 보완 조사 착수
10월 27일(월)~11월말

: Top 10 아이디어‘국민제안’공식접수, 해당 부처 검토시작

10월 27일(월)~

: Top 10 아이디어별 조사결과 바탕으로 개별 와글와글포럼 진행 및 언론
보도 등을 통한 공론화 시작

날

짜

주 제 (원 아이디어)

10월 27일 (월)

각종 디지털 기기의 젠다 및 전원 어댑터 통일

11월 3일 (월)

대중교통 적립 마일리지 제도

11월 10일 (월)

싫든 좋든, 급하든 말든 자동응답 ARS 연결의 문제

11월 17일 (월)

병원 진료결과나 예약, 이젠 문자나 인터넷으로

11월 24일 (월)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병기

12월 1일 (월)

치과 의료보험 혜택 확대

12월 8일 (월)

관공서 홈페이지의 통합아이디(one ID) 사용

12월 15일 (월)

사회적기업 활성화 - 생산품 우선 구매

12월 22일 (월)

최저임금제 지키미 캠페인 스티커

12월 29일 (월)

가족사망신고 이후 후속절차 동사무소 고지 의무화

※ 위 예시의 순서는 각 아이디어들이 창안대회에 등록된 날짜순으로 나열한 것이며, 실제 날짜 및
진행 순서는 Top 10 최종 순위 및 기타 시의성, 준비 정도에 따라 변경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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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민주주의와 사회창안

[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박 원 순
[학 력]
1974 경기고등학교 졸업
1975 서울대학교 법대 중퇴
1979 단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1993 미국 하바드대 법대 객원연구원 (Visiting Fellow)
[저 서]
저작권법 연구, 법경사
국가보안법 연구 1,2,3 역사비평사, 1989~1991
한국의 과거청산연구-역사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한겨레신문사, 1996
일본의 전쟁범죄연구-아직도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한겨레신문사, 1995
NOG-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꾼다, 예담, 1999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 시민사회 기행, 아르케, 2001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세기의 재판 이야기, 한겨레신문사, 1999
한국의 시민운동-프로쿠루스테스의 침대, 당대, 2002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 나눔, 중앙M&B, 2002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이레, 2003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다, 나남, 2004
야만시대의 기록 1,2,3, 역사비평사, 2006
고속도로 통행권에 복권을 붙이면 좋겠네, 중앙M&B, 2007
Free Will, 중앙 books, 2007
[수 상]
1998년 한국여성운동상
2002년 심산상
2006년 만해상
2007년 단재상
[약 력]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 수만 가지 직업 중 한 가지가 더 추가 되었다.
“Social designer”
사회를 창조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응당
‘業’
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고용주가 있거나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職’
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상당히 어색한
구석이 있다. 그러기에 본인은 Social designer라고 강조하지만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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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버지의 직업을 기재해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난감해 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그는 이 일에 전력을 다한다.
시간 단위로 쪼개어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외 구석구석의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면 사무실 한 켠에‘라꾸라꾸’침대를 펴 놓게 된다.
경기고를 거쳐 사법고시에 합격 한 후 검사의 길을 걷던 과거 이력만을 놓고 보면 그는 지금쯤 우리
사회의 메인 스트림 한 가운데 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쉽지 않은 길을 선택했다.
참여연대,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가게에 이어 이제는 희망제작소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을 디자인
한다.
그가 여전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민사회 리더로 주목 받는 것은 척박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몸 담은
조직을 성공적으로 숙성시킨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사회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관심, 선택한 일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그러나 사람에게는 철
저한 겸손.
그의 몸 속에는 노매드의 유전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방랑벽이 아니라 최고 절정의 순간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새로운 씨앗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여 온 이력을 보면 그가 새로 선택 한 Social designer에 대해 관심과 기대가 높을 수 밖
에 없다.
그가 펼치는 마법의 세계는‘해리포터의 마술 지팡이’
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노력과 샘 솟
는 헌신과 열정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그에 대한 신뢰는 순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사회창안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강연내용]

나는 늘 명함에 내 직업을 social designer라고 쓰고 다닌다.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초
의 직업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를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직업이다. 길을 걸어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어느 행사에 참여할 때나 나는 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메모한다. 그 어느 때, 그 어디에서나, 그 누구로부터도 배우고 연구한다. 이 메
모와 배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실천하고 현실에 적용되도록 노력한다. 나는 우리
인간사회는 늘 이렇게 꿈꾸고 학습하고 실천함으로써 훨씬 더 인간적이고, 민주적이고, 삶의 질이 보
장되고, 더 합리적이고 더 체계적인 사회가 될 것을 믿는다.
사회창안은 이런 노력과 실천가운데 잉태되고 이루어진 사업의 하나이다. 내가 웹사이트를 검색하던

경계 없는 사회창안 35

2008.10.8 4:31 PM

˘

` 35

001 IN

중에 영국에서 institute for social invention이라는 단체를 보게 되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 단체가
소개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모아놓은‘Idea Bank'라고 하는 책이 발간된 적이 있고 이 책도 읽은 적
이 있다. 이 단체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세상의 누구라도 자신의 좋은 아이디어를 올릴 수 있고 그것
을 다양한 카테고리로 선별해 놓고 있으며 또한 필요한 사람은 그 아이디어를 입양(adopt)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국가이다.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터넷 이용률이 높은 상황이다. 시민운동가
로서 이런 점을 나는 오랫동안 주목해왔고 실험해 왔다. 특히 내가 설립하고 관여하였던 아름다운재
단은 전체 기부자의 90% 이상이 온라인으로 기부를 하여 CNN을 비롯한 세계적 언론과 기부단체들
의 주목을 받은 바도 있다. 그리하여 영국의 실험을 우리 한국에서도 해 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다.
특히 2006년 당시 나는 희망제작소를 창립하면서 보다 더 실용적이고 시민사회 중심적인 시각과 철
학으로 우리 사회, 우리 시대의 과제를 선정하고 실천해보려는 생각을 가졌었다. 이 과정에서 평범한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공간과 삶의 현실에서 느끼는 온갖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하기만 한
다면 우리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내고 동시에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실과 현장 속의 시민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답과 대안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확신하였다.
이리하여 2006년 4월 희망제작소가 창립하면서 우리는 이미 사회창안센터를 하나의 중요한 부서로
설립하였고 동시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이 곳에서
는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내놓을 수 있게 하였다. 처음 걱정은 사회
적 개선방안 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의 불만이나 문제, 민원사항만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사
실 정부 각 기관의 공식사이트에는 이런 민원들로 가득차 있어 불만의 경연장 같은 느낌도 없지 않
다.
우리는 먼저 이런 아이디어들이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연구원들 스스로 몇 개씩 내서 초기 화
면에 수십 개를 띄워놓았다. 이것이 주효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뛰어났는지 몰라도 우
리의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우리 사회가 충분히 수용할만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하였
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다른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하여 의견을 보완하기도 하고 논평하기도 하면서
좀 더 현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로 성장해갔다. 물론 우리는 Idea Promoter라든지 시민평가단 같은
다양한 시민조직을 만들어 이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사회창안이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펌핑을 계속하였다. 이리하여 현재 2천6백개가 넘는 아이디들이 올라와 있다.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들의 또다른 고민이자 과제이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고 하더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헛수고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보고 그 아이
디어를 가지고 가서 자신이 실천하는 것은 자유이다. 많은 아이디어들은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업
무에 속하는 것이고 스스로 개혁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스스로 이 아
이디어를 입양하여 귀찮게 자신의 업무와 현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관료주의
의 한계이기도 하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는 아이디어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맨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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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의 웹사이트에 올려준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또
는 주요한 언론사와 이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사회가 채택하도록 하는 공공 캠페인을 벌여왔다. 작년
에는 KBS 방송국과 함께 매주 1회씩 5분 동안 시청자 칼럼이라는 난에서‘희망제작소의 희망제안’
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일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그
수용방안에 대해 자세한 기사를 매주 1회 1페이지를 할애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금년에는 Metro라는
무가지신문에서 같은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정부 안에서 총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와 MOU를 체결하여 우리가 선별하여 구체성
과 현실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아이디어를 전달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중앙 정부 부처나 지방정부
등에 그 아이디어를 보내 실시를 권고하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모니터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때로는 그런 아이디어 가운데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때도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야 국
회의원들에게 호소하여 호민관클럽이라는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시민들의 좋은 정책적 과제들을 법
안의 형태로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킴으로서 현실화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40여명의 국회의
원들이 이 곳에 소속되어 있고 지난 주에 18대 의원들로서는 처음으로 권영진 의원이 희망제작소 사
회창안센터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두 개의 법안으로 만들어 국회에 제안해놓은 상태이다.
서울시 산하의 노원구청이라는 작은 지방정부도 사회창안에 적극 나섰다. 공무원들이 자기의 업무현
장에서 생겨난 아이디어들을 모아 희망제작소와 더불어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지
세미나를 열기도 하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책으로 펴내기도 했다. 지방정부의 예산과 권한으로 해
결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결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와 더불어 여론화를 하
거나 호민관클럽을 통하여 입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노력을 거쳐 현재 실천된 아이디어는 40여개에 이른다. 우리는 이것을 열매아이디어라
고 부른다. 실제로 최초의 새싹아이디어에서부터 마침내 그것이 나무로 자라나고 열매를 맺은 것이
다. 아직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점 더 이러한 열매아이디어는 늘어날 것이다.
우리가 또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지역의 여러 풀뿌리단체들도 이 운동에 호응하여 사회창안의 실험
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미 익산의 희망연대라는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광주의 행복발전소, 평택
의 평택시민연대 등의 단체들이 각자 자신의 지역 안에서 이러한 시민들의 사회창안을 붇돋우고 있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회창안 활동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한국의 모델
을 본받아 일본에서도 백만인의 제안이라는 단체가 설립되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활동 역시 지금까
지 설명한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의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좋은 아이디어는 국경을 넘어 흘러
왔다가 흘러가는 것이다.
이번 사회창안 국제회의를 통하여 사회창안 운동이 전 세계에 널리 확산되어 좀 더 좋은 사회를 앞당
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사회창안 서울선언이 이루어지고 사회창안운동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국제조직이 만들어지며 이러한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사무국이 조만간 설치되기
를 희망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외의 여러 인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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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상임이사

Mr. Danny Yung
Danny Yung은 1943년 중국 샹하이에서 태어나 5살때 가족과 함께 홍
콩으로 이주했다. 홍콩에서 고등학교를 마친후 미국으로 건너가 UC 버클
리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에서 농업 학사, 컬럼비아
대학원 (Columbia University)에서 도시계획 디자인으로 석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1970년대 후반 홍콩으로 돌아온 Danny Yung은 실험영화, 만
화, 개념예술, 설치, 비디오와 공연예술등 모든 종류의 예술을 아우르는,
그의 일생을 바치는 작업을 시작한다.

창조적 작품
지난 20년간 Mr. Yung은 감독, 극작가, 제작자, 무대디자이너로서 100작
품이 넘는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의‘동쪽으로의 여행’
‘두개 혹은 세
개’
‘백년의 고독’
‘중국문화의 깊은 구조’
등은 일본, 대만, 벨기에, 독일,
영국, 미국 등 수많은 나라에서 공연되었다. 그의 최신작‘4개의 위대한
발명’
은 2000년 홍콩과 베를린에서 공연되었다. 그의 실험적 영화와 비
디오 작품도 1980년대 베를린, 뉴욕, 런던, 로테르담, 동경, 홍콩에서 상
영되었다. 그의 설치작품은 1999년 INSIDE/OUT 이란 타이틀로 뉴욕에
진출한 아시아 예술인들의 새로운 중국예술로 다른 55인의 중국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미국 전역의 박물관에 전시되었다.
그의 최신 단독전시회“Treean”
은 2003년 11월 Hong Kong Cattle
Depot Artist Village 에서 열렸고, 2007년“Tian Tian Xiang Shang Danny Yung의 개념 코믹 전시회”
는 샹하이 국제 창조 산업주간에 1933
창조공간 (1933 Creative Space)에서 열렸다.

문화교류
1997년초 Mr. Yung은 여러개의 주요한 문화 예술 네트워크를 시작하였
다. 그중 아시아 예술 네트 (Asia Arts Net)와 홍콩-타이빼이-심천-상하
이를 잇는 도시 대 도시 문화교류 회의이다. Mr. Yung은 문화적 다양성
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INCD)의 전 회장 이었으며, 2005년 2년마다 열
리는 샹하이 국제회의를 주관하였다. Mr. Yung은 아시아의 11개 도시에
서 제3 sector를 활성화시키는 Conference of Asian Foundations and
Organizations의 상임이사이자 홍콩지부 회장이다.
1997년 Mr. Yung은 뮌헨-홍콩 문화 회의를 창설하였고, 2000년에는 베
를린과 홍콩에서 11주간 상호문화교류 축제와 회의를 겸한 비젼 축제
(Festival of Vision)를 열었다. 이 축제에는 아시아와 유럽의 35개 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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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000명의 예술가가 참여하였다. 2001년에는 뉴욕 포드재단의 후원으로 3년마다 열리는, 글로벌
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한 세계 문화 포럼 연맹 (World Culture Forum Alliance)을 조직하였다.
Mr. Yung은 현재 UNESCO의 국제 자문관으로 있으며 세계 문화 포럼의 Roaster 회장, 홍콩-타이
페이-심천-샹하이 도시 대 도시 문화교류 회의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회장, 아시아 태평양 공연예술
네트워크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정책, 연구, 입안, 교육
Mr. Yung은 홍콩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예술과 문화적 발달을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
었다. 1987년 초, Mr. Yung은 Zuni Icosahedron에‘홍콩 문화 정책 연구 모임’
을 만들어 예술, 문화
정책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이 모임은 이후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발전되었고, 홍콩정부의 문화정
책에 관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하게 되었고,‘문화 정책 연구’
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견서들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1995년 Mr. Yung의 제안하에 홍콩 예술 발전 위원회 (ADC)가 발족되었고, Mr. Yung은 예술정책
입안을 책임지는 창립멤버로서 예술교육팀을 이끌어 나갔으며 2000년 ADC 멤버로 재선임 되었다.
Mr. Yung은 홍콩 정부 think-tank 인 중앙 정책 Unit (CPU)의 part-time 멤버로서 창조적 교육,
창조적 경제, 창조적 도시, 근본적 발달과 정책 연구간의 창조적 관계 등에 관하여 긴밀히 연구하였
다. 그는 현재도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의 핵심 예술 문화 시설 (Core Arts and Cultural
Facilities), 홍콩 저작권 심판 위원회 (Hong Kong Copyright Tribunal)의 자문위원회 멤버, 매년
‘Business of Design Week'를 주최하는 홍콩 디자인 센터 (Hong Kong Design Centre)의 이사로
서 정부의 여러 가지 문화적, 창조적 산업에 관하여 정책 자문역활을 하고 있다.
그는 또한 지역 교육발전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다음과 같이 활동하고 있다.
KICC Lee Shau Kee School of Creativity의 상임이사, Hong Kong Polytecnic University 자문위
원, School of Design, Hong Kong Lingnan 대학의 자문위원, University of Hong Kong의
Centre for Civil Society and Governance의 자문위원

문화적 창의성으로 향상되고 조명되는 사회창안
01

[강연내용]

도시의 브랜드를 발전시키는 것과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 두
가지 모두 도시 건설에 있어서 주요 의제이다. 도시의 브랜드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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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문화 관광, 정치적 선전이나 혹은 문화 외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
게 결속과 정체성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있다는 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만일 시민들이 도
시의 브랜드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그 도시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브랜드나 문화가 없는 도시는 특징이나 방향이 없는 도시이다. 원심력이 없는 도시는 붕괴
하는 도시이다. 어느 도시의 브랜드를 기획하기 위해서는 그 도시의 기존의 문화와 문화적 비전에 대
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시민들
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02 현명한 문화적 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 교류, 논평, 실험, 혁신, 협동, 교육의 중요성을 이
해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문화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이며 또한 소속 공동체 문화와 지역
의 문화 그리고 지구촌 문화를 위해 공헌하며,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를 위해서 공헌한다는 것을 이해
하여야 한다. 현명한 방식으로 문화적 개발을 하면 도시 경제, 사회적 발전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정
치적 발전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력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문화의 시각에서 경제와
정치 문화 사이 상호 소통과 균형을 추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03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사회, 경제, 정치, 과학 기술부문의 발
전이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덕분에 우리는 문화교류의 성장을 포함한 글로벌 상호 소통의 현
상황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는 경제적 힘과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더욱이,
문화 교류에서 과거 우리가 항상 반동적인 입장을 취했던 제 1세대와 비교하면, 이제는 세계 문화교
류의 현 상태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와 유럽 문화와의 상호 소통을 객관적이고 합리
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서구”
에 의해서 추진된 현재의 문화 교류의 형식과 내
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평가를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교류에 대한 새로운 개
념을 탐구하고 있다.

04

도시를 개발할 때, 분명하고도 장기적인 문화 분야의 청사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드웨어 계획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분을 개발할
수 있다. 그 청사진이 있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반동적이거나 근시안적이지 않고 장님 문고리 잡는
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도시가 문화 부문의 지적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적 재능은 물론, 문화 비평,
정책 연구, 계획을 위한 수단 등을 결여하고 있다. 건설과 개발 문화에 있어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문화적 시스템 내부의 문화 경영 정책 문제에 대하여 과감하게 토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써 우리는 문화 경영 정책을 개혁하고 문화 경영을 고취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다른 층에서 문화에
대한 공공 교육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시민 그룹 사이 참여와 상호 소통의 역동성을 위
한 문화적 기초를 세울 수가 있으며 진정한 시민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도시를 개발
할 때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 지역과 전 세계 문화인들 그리고 전략 기획 입안자들 상호간 의사 소통
을 권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들 자신의 문화 부문의 비전을 넓히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의 주
장을 지키며, 새로운 하나의 세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위대한 도시들과 동일한 속도로 나아
가는 그런 도시를 기대하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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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에 보다 많은 시민을 고취하여 참여하게 하는 방법

[

국회의원 김 영 선
[약 력]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국회의원(고양시 일산서구)는
80년대 초 대학 시절 한국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
은 고민을 했다.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더
많은 사람과, 더 다양한 사회문제,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기 위해
과감하게‘밖으로’
, 그리고‘시민 속으로’들어갔다. 경실련 시민입법위
원과 YMCA시민중계실 운영위원, 소비자문제 및 공정거래 연구회 간사,
시민과 변호사 편집위원,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실행위원, 녹색 소비자
연대 이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아름다운 가게 협동이사 등 분야를 가
리지 않고 거침없이 배우고, 익히고 뛰어다녔다.
이후 1997년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참여연대 NGO 국정감사위
원단 선정 우수국회의원이 되는 등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
했다.
2004년에는 최고위원이 되었고, 2006년에는 박근혜 전임 대표의 이임으
로 최연소 여성 제1야당의 대표최고위원직을 성공적으로 역임했다. 대표
기간 동안 김영선 의원은 지금까지의 당직경험을 발판으로 장애인, 군인,
유아, 여성 등 사회적 소수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이어갔다.
소방재난본부, 군부대 등을 방문해 국가 안전 안보 현황을 파악했고, 고
용안정센터를 방문하면서‘고급 선진경제와 관련된 고급 일자리를 충분
히 창출하는 것이 최고의 정치이고 최선의 복지정책이며, 정부 정책의 최
우선 과제’
임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신지체아들의 보호소인 교남 소망의
집, 탈북자 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미혼모 보호시설(애란원), 나눔의 집
(일본군 강제위원부 보호소), 전북 고창군(농촌 일손돕기), 서울시립치매
병원 등을 방문하는 등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했다.
김영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야할 책임이
있다며‘과학방송법’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지식재산법’
,‘모부자복지
법’
,‘사회책임연대은행법안’
,‘소득세법’
,‘공직선거법’등을 발의하여
국정전반을 아우르는 전문성을 확보했다.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4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된 김영선 의원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서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으기 위해 국회 여야의원 38명이 참가하고 있는‘호민관클
럽’
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입법 및 재정창안의 공론화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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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많은 민주주의를 원한다.
- 사회창안과 호민관클럽에 대해 -

[강연내용]

‘호민관 클럽
‘은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올라오는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중 입법 및 예산지
원이 필요한 아이디어에 대해 지원하는 국회의원 모임이고, 저와 함께 이미경, 권영길 의원님께서 공
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여야의원 38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당과 다른 정견을 가진 국회
의원들이 모였지만, 오로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서민을 보호하는 활동에 뜻을 함께 하고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한, 호민관클럽은 입법 및 재정창안의 공론화와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국회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이를 숙성 시켜 정책대안으로 만들어 나가는 등 국민적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듯 호민관클럽은 시민단체와 대규모 의원이 함께 활동하지만 시민 여러
분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소통의 정치가 필요한 만큼 달변이 아닌 경청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국, 호민관클럽은 그런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결성된 모임이라
하겠고 국회 내의 특별한 모임이 아니라 국회 전체가 그렇게 불려야 한다고 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변인인 국회의원은 퍼블릭 비즈니스맨 또는 퍼블릭 CEO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국민의 뜻이 대의기관인 국회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입법지원조직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 시
민들이 직접 입법발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희망을 현실화시켜줄 수 있는 국회가 함께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가 그리 꿈같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호민관클럽 1호 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청이 수집한 주민생활 및 행정 개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마련된‘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
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
이 그것인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중 휴직 전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건강보험료를 실제로 지급되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토록 했으며, 육아
휴직자의 보험료 부담이 1인당 24만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안은 지
방자치단체 간 합의가 있으면 지자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자체가 주민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국회의‘호민관 클럽’
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그런 국회를 만들자는 것
입니다.
호민관클럽은 시민의 호민관으로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하
며, 시민들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를 법과 제도로 현실화시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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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희망연대 사무국장 이 진 홍

[약 력]
시민들이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신의 삶 자체와 삶의 공간 즉 지역과 사회
를 아름답고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풀뿌리 공동체운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
고 2001년 준비과정부터 2003년 익산 희망연대 창립까지 주도적으로 참
여하였습니다. 시민참여 지역공동체사업, 사회창안사업, 시민교육사업을
3대 주요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익산 희망연대의 사무국장으로 현재까지
8년 동안 활동하며 시민교육사업과 동네도서관 운영지원 등의 역할을 맡
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집행위원, 익산시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위원 등으로 일하고 있습
니다.

시민의 아이디어로 지역사회를 다시 디자인한다!
[강연내용]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사회 사랑을 바탕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변화를
일구고 있는 풀뿌리시민운동단체인 익산 희망연대의 지역활동 실천사례
(지역공동체사업, 시민교육사업)를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의 작은 도
시인 익산이라는 쉽지 않은 환경과 조건에서 사회창안활동을 통해 지역을
새롭게 디자인하기 위한 익산희망연대의 여러 시도와 노력에 대해 구체적
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회창안 아이디어 발굴에서 조사 평가 등을 진행하며 든든한 벗이 되고
있는 사회창안 서포터즈 운영, 배움과 소통의 장인 사회창안학교 매년 개
최,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론화를 위해 지역언론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
는 생활정보지 캠페인과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방송, 시민생활과 밀
접한 문제를 가지고 테마창안활동 지속적 전개, 아이디어를 기다리지 않
고 직접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찾아가는 사회창안, 전국사회창안네트
워크와의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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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장

Mr. Nishida Hiroyuki
[약 력]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교토NPO센터 주사업 코디네이터
1975년 오사카부 히라카타시 출생. 오테몬가쿠인 대학 문학부 영미어학
문학과졸업. 고교시절, 지적 장애가 있는 고교생과 야외캠프를 진행하는
활동에 참가. 이를 계기로 1999년 교토NPO센터에 취직. 혼자서는 이동하
기 어려운 사람의 이동 서비스의 법제화 활동을 시작하여, NPO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상담, 교토부 북부지역의 NPO활동촉진에 관한 사업 등을
담당. 2005년 1월부터 교토 NPO센터가 관리 운영을 하는 교토시 시민
활동 종합센터에서 근무하게 되어 2007년 4월부터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
센터 센터장에 취임.
●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
2003년 6월 NPO 시민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교토시가 설치한 시설. 교
토 시내에서는 처음으로 그 관리 운영을 NPO법인에 위탁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교토 NPO센터
1998년 7월에 설립한 민간 중간지원조직. 시민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
고, 시민이 자립성을 가지고 느긋하게 연대하고, 주체적으로 참여 기획 가
능한 사회의 구축을 목적으로 프로젝트형 활동을 전개.

사회창안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한 시민 활동가의 양성
Ⅰ 들어가며
Ⅱ 교토의 NPO 사정에 대해
교토라는 지역에 대해
교토에서 활동하는 NPO, 시민 활동단체에 대해
Ⅲ 교토시 시민활동종합 센터의 활동에 대해서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란?
교토시 시민활동 종합센터가 시행하는 활동에 대해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교토 NPO센터와 합친 활동에 대해
Ⅳ 목표로 해야 할 자세
우리가 지향하는 시민사회
그것을 지탱하는 구조, 제도
Ⅴ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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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목소리을 담아내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불만합창단

[

핀란드 불만합창단 창시자

Mr. Oliver Kochta-Kalleinen
[약 력]
Tellervo Kalleinen과 Oliver Kochta-Kalleinen의 예술 활동은 헬싱키
에서 열린 제1회 초소형 가상국가 정상회담(The First Summit of
Micronations)과 같은 이벤트를 조직하는 데서부터 자원봉사자들과 협력
하여 영화를 만들거나 공연이나 강연을 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들 두 사람의 최근 활동에는 불만합창단 프로젝트와 호주의 유토피아
공동체에 대한 영화(
“유토피아 만들기”
)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초소형
가상국가에 관해 두 권의 책을 편집하였고 YKON 예술가 그룹과 공동으
로 Brioni 섬에서 열릴 초소형 가상국가의 차기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
다. Tellervo Kalleinen의“In the Middle of a Movie"라는 비데오 프로젝
트에서는 아마추어들이 그들의 집에서 단편 영화 장면들을 작업하는데 이
들 작품이 전 세계의 박물관이나 전시 공간에서 전시되었다. Oliver
Kochta-Kalleinen은 Romantic Geographic Society에서 회원으로 활동
하고 있다. Tellervo와 Oliver 이 두 사람의 최근 공동작업은 뉴욕의
P.S.1, 베를린의 Sparwasser 본부, Signal 화랑, 싱가포르 비엔날레, 핀
란드 현대 미술 박물관 등에서 발표되었다.
www.complaintschoir.org
www.ykon.org/kochta-kalleinen
www.ykon.org/tellervo
tellervo@ykon.org / kochta@nexgo.de

시민의 불만 에너지를 보다 강력한 힘으로 전환하는 동력
[강연내용]

전 세계 불만합창단 운동의 창시자인 Tellervo Kalleinen과 Oliver Kochta-Kalleinen는 전 세계를 여행
하면서 수집한 사람들의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
였다. 사람들은 불만을 터트리기를 좋아하고 또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이것을 동시에 해보면
어떨까? 첫 번째 합창단이 버밍햄에서 조직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노래를
잘 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보내왔고 불만은 버밍햄 도시와 다른 사람들 그리
고 세계적인 이슈에 관한 것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자신들에 관한 불만이 많았다.
첫 번째 버밍햄 합창단은 아무도 예상치 않은 성공이었다. 머지않아 그들의 마을에서도 불만합창단을 해
보겠다는 신청이 밀려들어왔다. 그들은 자신의 마을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는데 아주 재능있는 사람들
이라고 자신있게 말했다. 벨그라데는 양적인 면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실존주의 면에서 부에노스 아
이레스는 정교한 면에서 각기 특이함을 보여주었다. 불만합창단은 20개가 넘는 도시에서 이루어졌다.
강연은 전 세계 사람들의 불만에 대하여 그리고 그동안 경험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 그리고 이 전 세계적
인 운동에서 활약한 사람들의 작업에 대하여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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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

국제회의

사전 등록
사전 등록을 위하여 적어주시는 개인 신상정보는 일체 외부에 어떤 형태로든 공개하지 않습니다. 희망
제작소에서는 국제회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제회의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기입 사항

성명:
소속 단체 혹은 학교 :
직위 (학생이면 학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주소 (우편번호를 포함) :
이 메일 주소 :
휴대폰 전화 번호 :
사회창안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연사들의 모든 강연 내용을 추후 국문과 영문을 나누어서 백서 형태의
자료집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집을 받기를 희망하시면 국문과 영문 자료 중 택일하여 주세요.
국문자료
영문자료)
희망제작소에서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알려드리기 위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이를 회
원에게 이 메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 회원으로 가입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입을 원합니다
다음에 가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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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창안

국제회의
contact

사회창안 국제회의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제안을 환영합니다.
또한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서면이나
이 메일을 보내주시면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전문위원 김신형
이 메일 주소 : orkney@makehope.org
우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동일빌딩 3층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110-140
전화번호 : 070-7580-8122

thank to...
사회창안 국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통역과 자료집의 번역을 담당한
고리통번역단, 대안센터 해외네트워크 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않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수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08 사회창안 국제회의 자료집
발 간 일 2008년 10월 8일
기획 엮은이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
펴 낸 이 김창국
펴 낸 곳 희망제작소
주
소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번지
통일빌딩 3층 사회창안센터
센터전화 02-3210-3378 팩스 02-3210-0126
홈페이지 www.makehope.org (희망제작소)
idea.makehope.org (사회창안센터)
후원문의 연구원 박수경 070-7580-8119
nunmun@makehope.org
디자인 인쇄 해든디앤피 02-2266-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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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Thursday,
9th
Octobe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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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wshank redemption에 나오는 대사

...hope is a good thing...
...maybe the best of things.
And no good thing ever dies.
I find I'm so excited I can barely sit still or hold a
thought in my head.
I think it's the excitement only a free man can feel.
A free man at the start of a long journey...
...whose conclusion is uncertain.
I hope I can make it across the border.
I hope to see my friend and shake his hand.
I hope the Pacific is as blue as it has been in my
dreams.
I hope.
(from Shawshank Rede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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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Theme: Social Invention without Borders
When : October

9 - 10, 2008

Where : Convention Hall, Korea Federation of Ban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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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ing Speeches
Greetings from the Chairman of Board of Directors, The Hope Institute
We invite you to the Social Invention Conference, running from 9 Oct through 10 Oct in Seoul,
under the theme of "Social Invention Without Borders."
History is a process of breaking down the borders dividing the center from the outskirts of
society. All around our society, there exist borders--large and small--fencing up
communication. Borders are to be found lying between countries, physically blocking the hither
to and from, and also inside countries--geological, political, and sociocultural. And then there
are the limits of precedence, of stereotypes, of laws, of institutions, and of course, that ever
unbreachable generation gap. All theses borders limit communication, threatening the
cooperation and integration in the community, and the formation of networks and
partnerships.
Social invetion is the keyword to the 21st century. It is a task of creating a new vision for the
21C on a basis of 개방 and participation. It includes the tasks of defining the problems and
issues for the new C, setting agenda, and realizing alternatives. However setting these tasks
are too big to be tackled by a small panel of experts.
The Wikipedia phenomenon shows us just how the small everyday ideas of the laymen are
indeed the easiestAs in the example of how Chrissie Maher, an ordinary British granny, changed the world with
plain English, SI crosses borders, big and small, to create a new world out of small ideas and
thoughts. Thus there are no borders that can stop the social invention mission for social value
and sustainability.
In concurrence with this social trend, the Hope Institute has, from its conception 2 years ago,
carried on with a Social Invention project. We have designed and executed a process in which
citizens list their ideas on the Institute's Social Invention website, complement and discuss these
ideas, and then with the help of experts mature them into reality. For some ideas we have run
joint campaigns with media giants like KBS and Hankook Ilbo, For others, we have conveyed
them to the government and monitored their implementation through an MOU signed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aking one step further, we have organized a
pan-party group of assembly men called the Tribunus plebis club, who realize these ideas into
concrete legislation. This three-tiered system is perhaps a unique model throughout the world
for Social Invention.
The emergence of Social Silicon Valleys is proof to the fact that Social Invention requires an
integration & fusion of borders by connecting government, industry and civil movements, and a
construction of partnerships and networks. To achieve such goals, worldwide cooperation &
alliance between the leaders of Social Invention is necessary.
The Hope Institute is hosting the Social Invention Conference to provide a forum for Social
Invention leaders,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sectors
to all come tother to discuss these issues and come up with
alternatives. I heartfully hope for your attention and
participation for this meaningful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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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Borders inhibit free communication and hinder the stable structure of smart governance.
Social invention is breaking down the borders, and serves as a process to establish social
collaboration and fusion, and construct partnership and networks. Social invention helps
even small ideas to be developed from cultural creativity and imagination and thus change
our society where existing models did not function properly. The Hope Institute has been
doing all its efforts for social invention activities by proposing new and innovative
alternatives for the last two and half years since its establishment.
Many of local and global leaders from the circle of social innovation and invention are
getting together for this conference with officials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s well. This will provide us a good opportunity to review what have been done and their
outcomes in the field of social invention which is supposedly a new type of governance in
the 21st century. And we will also discuss various challenging issues facing social
invention around the globe.
As the saying goes, it takes two to tango. We believe that now is the time for governments
and civic society to closely work together on inventive ideas that might well serve
alternative solutions to a host of social issues. For social invention system, networks for
local and global solidarity are inevitable.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interactive
communications such as Web 2.0, we are working in a friendly environment than ever to
create more efficient network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We hope the conference can
provide a floor for better governance structures, based on collaboration and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s and civic society without borders, seeking alternatives as well as
solidifying international networks.
The major agenda will include:
Social Invention: what it is, why it matters, how it can be accelerated.
Why collaboration & partnership between governments and civic society is necessary?
How social innovation can be enhanced and illuminated by cultural activity.
How can cross-media-dialogues for e-participation between governments & citizens be
possible?
What is social invention which can be realized and enhanced in everyday democratic life?
How citizen activists can be trained for social invention through an incubating program.
How Complaints Choirs transform huge complaining energy of people into something
more powerful. What is fascinating motive to combine the two enemies together,
complaints and ch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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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table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Thursday, 9th October 2008
09 : 00 ~ 09 : 30
09 : 30 ~ 10 : 00

Registration
Welcoming Speeches
Mr. Kim Young-ho, Vice Minister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r. Changkuk Kim, Chairman, Board of Directors of the Hope Institute.

Keynote speeches
10 : 00 ~ 11 : 00

Mr. Geoff Mulgan, Director of the Young Foundation, U.K.
Social Innovation: what is it, why it matters, how it can be accelerated

11 : 00 ~ 11 : 50

Mr. Ra Jin-Gu, Vic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aving a new Seoul through creative and imaginative governance

12 : 00 ~ 13 : 30

Break for lunch

Social invention creates social changes
13 : 30 ~ 14 : 20

Ms. Kim-Lee, Seung Hyun, Manager of Social Invention Center,
The Hope Institute
Small ideas change the world.

14 : 20 ~ 15 : 10

Mr. Lee No-gun, Director of Nowon-gu Office
Hopeful invention of civil servants: Mr. District-0ffice, Cue!

It takes two to tango: collaboration & partnership between gov’
t and civic society
15 : 10 ~ 16 : 00

Mr. Kyu-Chang Ko, Director of General Administrative Divi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through people’
s proposals

16 : 00 ~ 16 : 20

Coffee break

16 : 20 ~ 17 : 10

Mr. Matthias Trenel, Board Member of Zebralog, Berlin, Germany
Cross media dialogues for e-participation between government & citizens

The 1st nationwide contest for social invention
17 : 10 ~ 17 : 40

Ms. Kim-Lee, Seung Hyun, Manager of Social Invention Center,
The Hope Institute
Nationwide Social Invention Contest
Followed by the winners’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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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10th October 2008
Social invention in everyday democracy and culture
09 : 30 ~ 10 : 30

Mr. Park Won Soon, Executive Director, the Hope Institute, Seoul.
Everyone, a changemaker

10 : 30 ~ 10 : 45

Coffee break

10 : 45 ~ 11 : 45

Danny Yung, Chief Executive, H K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H.K.
Social invention enhanced and illuminated by cultural creativity

12 : 00 ~ 13 : 30

Break for lunch

How to encourage more people into social invention in various aspects
13 : 30 ~ 14 : 30

Ms. Kim Young Sun,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Grand
National Party & President of Tribunus Plebis of National Assembly
We want more democracy: social invention and Tribunus Plebis Club

14 : 30 ~ 15 : 20

Mr. Nishida Hiroyuki, Director, Kyoto General Center for Civic Activity,
Kyoto, Japan
Training citizen activists through an invention incubating program

15 : 20 ~ 16 : 10

Mr. Lee Jin-hong, Director, Hope Solidarity, Iksan, Korea
Redesigning regional society with the ideas of citizens

16 : 10 ~ 16 : 30

Coffee break

Complaints Choir as a new voicing instrument of people
16 : 30 ~ 17 : 20

Mr. Oliver Kochta-Kalleinen, Initiator of Complaints Choir, Finland
Transforming huge complaining energy of people into something more
powerful

Concluding speech
17 : 20 ~ 17 : 30

Mr. Park Won Soon, Executive Director of the Hope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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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by speakers
Korean Speakers

Mr. Kyu-Chang Ko,
Director of General Administrative Divi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s. Kim Young Sun,
Member of National Assembly,
The Grand National Party & President of Tribunus
Plebis of National Assembly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through people’
s proposals

Social invention and Tribunus Plebis

Ms. Kim-Lee, Seung Hyun,
Manager of Social Invention Center,
The Hope Institute, Seoul

Small ideas change the world.
Nationwide Social Invention Contest
Followed by the winners’ presentation

Ra Jin Gu,
Vic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Weaving a new Seoul through creative
and imaginative governance

Mr. Park Won Soon,
Executive Director, the Hope Institute, Seoul.
Mr. Lee No-Gun,
Director of Nowon-gu Office
Mr. Lee Jin-hong,
Director, Hope Solidarity, Iksa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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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seas Speakers

Mr. Nishida Hiroyuki,
Director, Kyoto General Center for Civic
Activity, Kyoto, Japan

Mr. Oliver Kochta-Kalleinen,
Initiator of Complaints Choir, Finland

Mr. Geoff Mulgan,
Director of the Young Foundation, U.K.

Training citizen activists through
an invention incubating program

Transforming huge complaining energy
of people into something more powerful

Social Innovation: what is it, why it
matters, how it can be accelerated

Mr. Matthias Trenel,
Founder & Board Member of Zebralog,
Berlin, Germany

Cross media dialogues for e-participation
between government & citizens

Danny Yung,
Chief Executive, Hong Kong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H.K.

Social invention enhanced and
illuminated by cultural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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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the Young Foundation, U.K.

Mr. Geoff Mulgan
[Biography]
Since late 2004 Geoff Mulgan has been director of the Young
Foundation. In previous incarnations under Michael Young
(described by Harvard’
s Daniel Bell as‘the world’
s greatest
entrepreneur of social enterprises’
)the foundation initiated dozens
of new organisations and initiatives including the Open University
and Which?, patient-led healthcare and schools for social
entrepreneurs, as well as producing pioneering research on
changing patterns of community and social life.

Between 1997 and 2004 Geoff had various roles in the UK government including director of
the Government’
s Strategy Unit and head of policy in the Prime Minister’
s office. He was
closely involv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dozens of new organisations and
programmes in social policy, welfare, health, education and technology. He coined the phrase
‘joined up government’
, was closely associated with reforms to public services and social
policy, and was for a time coordinator of the Progressive Governance Network which brought
to together 15 heads of government, including at various times the leaders of the USA, Brazil,
Germany, South Africa, South Korea and India.
Before that he was the founder and director of the think-tank Demos, described by the
Economist magazine when he left as the UK’
s most influential think-tank (1993-97) chief
adviser to Gordon Brown MP (1990-92) a consultant and lecturer in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policy at the University of Westminster (1987-90) and an investment executive at
Greater London Enterprise (1984-86).
He began his career in local government in London, where he helped pioneer policies to
support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that have been emulated by cities and national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He has been a reporter for BBC TV and radio and a columnist
for national newspapers.
He has lectured in over 30 countries and is a visiting professor at LSE, UCL and Melbourne
University, and a visiting fellow at the Australia New Zealand School of Government as well
as at the UK National School of Government. He has advised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on policy and strategy.
He is a board member of the Work Foundation, the Health Innovation Council and the Design
Council, chair of Involve (a charity bringing together practitioners in democracy and public
engagement) and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 of the Progra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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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s and Excellence in Chinese Local Governance (IECLG). He is chairing a Carnegie
Inquiry into the Future of Civil Society in the UK and Ireland.
From June 2008 onwards he will be a part-time adviser to Prime Minister Kevin Rudd in
Australia and Prime Minister Gordon Brown in the UK.
His books include Good and Bad Power: the ideals and betrayals of government, which was
published by Penguin in June 2006 and described as‘terrific’by Alan Ryan in Prospect;
‘dazzling’by Peter Preston in the Observer; and‘a classic’by Peter Hennessy in the Tablet.
Connexity (Harvard Business Press and Jonathon Cape, 1998) Saturday Night or Sunday
Morning (Comedia, 1987); Communication and Control: Networks and the New Economies of
Communication (Blackwells, 1991); Politics in an Antipolitical Age (Polity, 1994); Life After
Politics (Harper Collins, 1997).
His next book is‘The Art of Public Strategy: mobilising power and knowledge for the common
good’
’for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Geoff is profiled in two books-The New Alchemists by Charles Handy (Hutchinson, 1999) and
Visionaries by Jay Walljasper (Utne Books, USA, 2001).
The Young Foundation’
s main work is developing new organisations and enterprises to meet
social needs, in fields as diverse as new schools, chronic disease, faith and Islam, the web,
refugees and political innovation. The Foundation also hosts the global Social Innovation
Exchange which links hundreds of organisations worldwide engaged in social innovation,
including conferences, summer schools and development of methods and tool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see youngfoundation.org and socialinnovationexchange.org

Social Innovation : what is it, why it matters, how it can be accelerated
The history of social innovation-and its relationships to radical politics, civic activism and
business entrepreneurialism.
The current state of the field ? theory, practice, public policy and global variants
Challenges for the next 10 years-how to raise the profile and impact of social innovation in
relation to issues ranging from climate change and ageing to the transformation of public
services and the future of the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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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MG)

Ra Jin Gu
[Biography]
Mr. Ra,Jin Gu, Vice Mayor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graduated from Korea University, where he majored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he further studi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 of Seoul. In 1998, he served a visiting fellow a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ley. He has been working at several
local governments since 1981 and currently work for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aving a new Seoul through creative and imaginative governance

In an era of unlimited competition, the companies and cities that cringe at the
prospect of increased competition and stick to existing values and way of thinking
will lose self-competitiveness and die out anyway. We cannot build Only One and
World First legendary Seoul with the lack of flexibility in thinking and practice. In
order to leap from 'Good City' into 'Great City', we have to meet new challenges
continuously and the source of the power comes from "creativeness' and
"imagination"
To reflect those creativeness and imaginat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uns
"Imagination Bank" for the internal employees and "Ten-million Imaginative Oasis
(www.seouloasis.net)" for the proposal of Seoulites' ideas.
Ten-million Imaginative Oasis is an open channel for updated interactive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experts and government officials regarding the
metro-government policies.
Contrary to the existing proposal system which is formal and has some barriers for
free suggestion, Ten-million Imaginative Oasis offers every service that is needed
to run freely participatory online dialogues among citizens, exports and
governments, and supports modern democratic decision making. The ideas which
were finally selected for realization from the site have amounted to 52 item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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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 "Kwangjin Bridge we would like to walk on most!", "floating island on Han
River" " English subtitles in Korean film" "change in bus handgrips" "building walls
for marriage proposals". And 40 items are now on the process of realization.
So far 16,000 ideas have been piled up since the www.seouloasis.net has opened
and we are still welcoming people's good ideas. It is the place where thousands of
Seoulites' imaginations spring out like Oasis! The moment you come across a
happy idea, just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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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r of Social Invention Center, The Hope Institute, Seoul

Ms. Kim-Lee, Seung Hyun
[Biography]
Kim-Lee Seung Hyung became interested in public policies when
she majored in public administration in college. And she further
read women's studies in graduate school and came to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change of "small things". She first started her
career in educating economy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and
later joined the Hope Institute, where she now work for social
invention activities to change every corners of the world.

Small ideas change the world.
There was a small change for the ATM machines in Korea on December 18, 2007. The ATM
machine began to show on the screen the amount of banking commission for cash withdrawal.
Customers now can decide whether they take the money out or cancel the transaction. Before
that, it had been shown on the screen after customers finally complete the cash transaction.
Customers had no option but to swallow unwanted scale of banking commission. This change is
the fruit of efforts derived from a small idea submitted to Social Invention Centre by a college
student.
No big deal! Only a sequence of procedures was slightly changed. However, such a small
complaint from a citizen changed whole banking services in Korea. Small drops called a tiny idea
from citizens make a shower for all over the dry society in the name of‘Hope’
.
Making the first light bulb is an invention. Lighting the streets as night for safe passage is "social
invention."
The Hope Institute has been running Social Invention Centre since its inception on March 27,
2006 and we believe that alternatives hidden in people's complaints can change the society and
we call it social invention. We receive to our website 24 hours a day citizen's ideas which then are
reviewed and researched by various groups such as citizen evaluators, social invention
supporters, researchers, and governmental institutes to develop into policy proposals.
Sometimes matured ideas may be submitted to governments for policy embodiment, sometimes
to be presented to media and public for mass campaigns. And some ideas need to be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realization. For this purpose, supporting group called Tribunus Plebis
Club of the National Assembly have been organized by 40 members. Matured ideas can now be
passed from the Hope Institute directly to the club for the legislative procedures.
Social Invention Center is holding‘2008 Nationwide Social Invention Contest' in partnership with
Daum, which is one of the largest portal website. We hope we will have an opportunity to expand
social invention activities as a new 21st century citizens' c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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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Nowon-gu Office

Mr. Lee No-Gun
[Biography]
He graduated from Chung-Ang University, where he read
economics and further studied public administr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graduate schools.
He first started his career as a civil servant in 1977 and has
worked in various local governments since. In 2006 he was
elected the Director of Nowon-gu Office by popular vote. He
published a couple of books including Korean Essays.

Hopeful invention of civil servants: Mr. Districe-0ffice, Cue!
His goal as the Director of Nowon-gu District is to strengthen
the city's competitiveness through creative & innovative ideas
and making it as main city of Northeastern Seoul. He focuses
his administrative objectives especially on culture, education and
welfare. He successfully achieved "Nowon Cultural Street",
"Gallery Park", "Life-long Study City", "Nowon Children's English
Villag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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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General Administrative Divi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r. Kyu-Chang Ko

[Biography]
Mr. Kyu-Chang Ko, Director of General Administrative Divi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ajored in Social
Welfare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further studied
international policies in KDI International Policy Graduate School.
In 1990, he started his career as a civil servant as budget controller
in Chungbuk Province. He has also worked in local governments
and Cheong Wa Dae, Office of the President.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vic society through
people’s proposals
He will present his lecture especially on the following topics:
Adoption into government policy collected from creative citizens'
ideas and operation of 'People Suggestion System' to improve
unreasonable system
Governance reform for the policy making both the people and
enterprises desire to through the establishment mutual networks
between civic society and press media
Beyond the down-sized government, promote the relationship with
the civic society and press media
Enhance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civic
societies and citizens in order to fulfill the public interests through
'People Sugges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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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er & Board Member of Zebralog, Berlin, Germany

Mr. Matthias Trenel
[Biography]
Matthias Trenel is founder and board member of Zebralog, a
provider for solutions in e-participation based in Berlin, Germany.
He designs websites for citizen participation processes such as
consultations in law making, online-dialogues on town planning
issues and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es. Building on his
experience as a researcher at the Social Science Research Centre
Berlin, he recently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petition system
at the German parliament as well as on a platform that allows
citizens to direct questions to membersof parliament. Being a
psychologist by training (Free University Berlin, University of
Melbourne, Australia), Matthias also draws on his education in
face-to-face facilitation, med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Zebralog cross media dialogues Berlin, Germany
Cross media dialogues for e-participation between government
and citizens
In his talk, Matthias Trenel will present first hand experience from four cases of innovative
citzen engagement. In all those cases, governments employed a combination of different
channels-internet, face-to-face, and others-to reach out to citizen’
s views and ideas. The
first is a public dialogue on a memorial for the victims of the Berlin Wall. The second is a
participatory budgeting process in the city of Cologne. The third is an assembly with a
representative sample of citizens deliberating on the challenges the social market economy
faces today in Germany. And finally, the German parliament’
s approach to public petitions
will be highlighted, which allows citizens to register, support and discuss their concerns on
the parliamentary website. Drawing on these cases, Matthias Trenel will discuss
government’
s as well as citizen’
s motives for engaging in such participatory processes. He
will conclude by addressing the ramifications of cross media dialogues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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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Director, the Hope Institute, Seoul.

Mr. Park Won Soon

Dreaming of a New World through
Social Invention

As I go to and from places, I always write on my business cards as my
occupation,“Social Designer.” As far as I know, it is the first and
foremost occupation not only just in Korea but also in the whole
world. It is an occupation in which one worries about how we can change the times and the
society we are living in, and how we can upgrade the world and make it better. Whether I
am crossing a street, meeting with someone, or participating in an event, I am always
collecting ideas and jotting down memos on them. I learn and research ideas at any time, at
any place, and from anyone. These memos and things I have learned do not simply end
there; I exert my efforts toward putting these ideas into practice and making them applicable
to reality. By always dreaming, learning and putting theories into practice, I believe that our
human society will become one that is much more humane and democratic, where quality of
life is secured, and be more rational and systematic.
Social invention is an undertaking that has arisen and become realized from the center of
these efforts and from putting theories into practice. While searching websites, I found an
organization in England called the Institute for Social Invention. This organization had
published in Korea a book entitled Idea Bank and introduced the interesting ideas that it had
gathered, and I had read this book. It enables anyone to present their good ideas, organizes
the ideas into various categories, and also makes it possible for anyone who needs to adopt
them.
As you know, Korea is an internet nation. The level of internet usage is higher than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As a civic activist, I have long taken notice of this and have put it
to test. The Beautiful Foundation, in particular, which I founded and participated in, received
ninety percent of its contributions via online, and thus beginning with CNN, received the
attention of international opinion makers and philanthropic organizations. From this, I
realized that there was a need to try an England’
s experiment also in Korea.
In 2006, especially, while establishing the Hope Institute, I thought that through a vision and
philosophy that were more practical and reflective of a more citizen-oriented society, we
could choose the tasks presented by our society and our times and try to put our theories
towards practical use. We determined that if, through this process, ordinary citizens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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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ally published all of the ideas that they have gained from their own living situations
and the realities of their lives, then we could gather up the good ideas and at the same time
create an opportunity to change our society for the better. I was certain that the citizens
who face the realities of life and live at the actual scene of living not only know best what the
problems are, but also possess the answers and alternatives for solving their problems.
Therefore, in April 2006, while founding the Hope Institute, we established the important
post of the Social Invention Center, and at the same time, constructed a website where
citizens could express and publish their ideas as they wished. We made it possible in this
place for anyone to place their own ideas, plans for systemic improvements or alternative
proposals. The initial worry was that people might be more interested in laying out their
personal complaints or problems, or the expressions of popular discontent, rather than
constructive ideas for social improvement. Actually the public sites of each of the
governmental bodies have been so filled with this kind of popular discontentment that we felt
it like complaint competition halls. Because of this, during the beginning stage, we first put
up on the website some tens of the kinds of ideas that we thought were good. (Our
researchers, of their own accord, had each selected a few ideas.) I do not know whether this
led to it or whether our citizens’consciousness has risen, but in contrast to our worries,
good ideas that our society can utilize abundantly began to arise. Each of these ideas, in
turn, was met by responses by different netizens who expressed opinions about and debated
them, and in this way, these ideas was developed into more realistic and good ideas. And
we have also organized various supporting groups of citizens via online or open line such as
Idea Promoter and Citizen’
s Assessment Team, which were encouraged to give a little more
vigor by pumping efforts. At present, there are more than 2,600 ideas that have come about
to our website.
The problem of how to turn these good ideas into reality is among our concerns and tasks as
well. No matter what some of these ideas may look promising, they may turn out to be a
wasted effort if it does not become reality. Anyone can freely go online, take an idea from
the website and personally put them into practice. However, many ideas fall under the
purview of governmental bodies or private enterprises and need to be noted for improvement
or reform on their own. It is rather difficult, however, to expect them to adopt these ideas on
their own initiatives and take the trouble to change their duties and realities. This may be
called borders set by bureaucracy.
Hence, Social Invention Center of the Hope Institute decided to focus our various efforts on
turning these ideas into reality. We convened various seminars to convert the ideas i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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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debate and also introduced them to opinion leaders of this society to conduct public
campaigns for their acceptance and adoption. Last year, together with the KBS (Korea
Broadcasting System) and its“TV Audience Column,”we introduced these good ideas to be
aired once a week in a five minute spot by the name of“The Hope Institute’
s Hope
Proposal.”We also worked together with Hankook Ilbo, which each week reported in
detailed one-page length articles ideas and adaptation plans by citizens. For this year, we
are co-working with Metro, Korea’
s leading street paper.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 we concluded a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th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 which the Hope Institute agreed to convey
to the Ministry those ideas that we have determined to have a high level of concreteness and
probability of becoming reality. The security administration bureau, then, will send them to
the central government bureau or to the regional governments and encourage them to put
these ideas into effect. And the bureau has also introduced a system that would monitor for
us to track down the results. There have also been ideas which needed legislative procedures:
revisions or new laws. Therefore, we appealed to national assembly to organize Tribunus
Plebis Club of National Assembly, which now comprises its 40 members from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Its aim is to legislate citizens’ideas where necessary and Kwon Young
Jin, one of the club member has already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two bills
incorporated from citizen’
s ideas that was originally tapped in Social Invention Center.
Nowon District Office, one of Seoul’
s local district governments has also made positive
strides through social invention. Civil servants there gathered ideas that arose from their
administrative works and together with the Hope Institute, convened seminars on how to
transform these ideas into reality and classified and published them. Of its own accord, the
local government directly resolved matters that they could resolve within their own budget
and discretionary power. For those issues that cannot be solved on their own, we are closely
working together to conduct public campaigns or request Tribunus Plebis Club to review
possible legislative reform.
Through these various efforts, the ideas that have become reality currently number more
than forty. We call them idea-fruits. In truth, at the very beginning, they started out as
idea-buds that in time grew into trees and bore fruit. Although still not sufficient, more and
more ideas will continue to be matured to idea-fruits.
We also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many regional grassroots organizations that are
working in concert with this movement and are carrying out experiments of social invention.
Already, Iksan’
s Hope Solidarity that is comprised of citizens groups, Kwangju’
s Haengbok
Baljeonso (Happiness Generating Plant), Pyongtaek’
s Citizens Solidarity are among those
organizations that are working within their own regions and with local citizens to spread
social invention. Not just limited to our regions, some of these social invention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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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leaped over national borders. In Japan, following the example of the Korean model, an
organization of“One Million People’
s Proposal”is being established. The activities they are
dreaming of do not differ greatly from the work as I have mentioned about the Hope
Institute’
s Social Invention Center. Good ideas leap over national boundaries; they come
flowing and then they flow back.
I sincerely hope that, through thi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these kinds
of social invention movements will spread widely throughout the entire world and will serve a
good opportunity to make advancements towards a better society of the globe. We hope that
on this occasion, the Seoul Declaration on Social Invention will be made public; and we hope
that a collaborative global organization is formed to grow the social invention movement
worldwide; we hope that a kind of secretariat will be established soon to sustain our support
for this work. I would like to extend my warmest gratitude to all those from home and
abroad who are gathered here in this conference for our common goal i. e. social invention
without b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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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ef Executive, Hong Kong Institute of Contemporary Culture, H.K.

Mr. Danny Yung

Dreaming of a New World through
Social Invention
Background

Danny Yung was born in Shanghai, China in 1943. At the age of five,
he moved with his family to Hong Kong. After finishing secondary
school, he went to the United States, attended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and
obtained a bachelor's degree in architecture. He went to graduate school at Columbia
University afterwards, where he studied urban planning and earned a master's degree in
urban design. Then he returned to Hong Kong in the late 1970's and began his life-long
devotion in all aspects of the arts, including experimental films, cartoons, conceptual art,
installation, video and performing arts. He founded the avant-garde arts collective Zuni
Icosahedron in 1982 and became its artistic director since 1985.

Creative Productions
In the past 20 years, he has been involved in over 100 theatrical productions as director,
scriptwriter, producer and stage designer. His "Journey to the East" series, "Two or Three
Things" series, "Hundred Years of Solitude" series and "Deep Structure of Chinese Culture"
series were stag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Japan, Taiwan, Belgium, Germany, England
and the United States. His recent "Four Grand Inventions" was staged in Hong Kong and
Berlin in 2000. His experimental films and video works were also shown in the 1980's in
Berlin, New York, London, Rotterdam, Tokyo and Hong Kong. His installation work was
selected in 1999 for INSIDE/OUT: New Chinese Art by the Asia Society in New York to be
exhibited in museums across the United States, together with works by 55 other Chinese
artists. His latest solo exhibition "Tree-an" was held at the Hong Kong Cattle Depot Artist
Village in November 2003. In 2007, "Tian Tian Xiang Shang-Danny Yung’
s Conceptual
Comic Exhibition" was held in 1933 Creative Space during the Shanghai International
Creative Industry Weeks.

Cultural Exchange
Beginning in 1997, Yung has initiated several important cultural and arts networks. Among
them are the Asia Arts Net and the Hong Kong-Taipei-Shenzhen-Shanghai City-to-City
Cultural Exchange Conference. Yung was the ex-Chairpers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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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ultural Diversity (INCD), and hosted the Shanghai biennial international conference in
2005. Yung is also an Executive Committee Member and the Hong Kong regional
chairperson of the Conference of Asian Foundations and Organizations, which promotes the
third sector in 11 cities in Asia.
In 1997 Yung organized Munich?Hong Kong Joint Cultural Conference. In 2000, Yung
organized the Festival of Vision-an 11-week program of cross-cultural festivals and
conferences held in Berlin and Hong Kong. The festivals involved 1,000 artists and cultural
practitioners from 35 cities in Asia and Europe. In 2001, with the support of Ford’
s
Foundation of New York, he directed the formation of a tri-yearly World Culture Forum
Alliance, planning global cultural research programs.
Yung is currently the International Consultant of the UN Consultant System (UNCS) of the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the Roaster
Chairperson of the World Cultural Forum, the Asia Pacific Alliance Chairperson of the Hong
Kong-Taipei-Shenzhen-Shanghai City-to-City Cultural Exchange Conference and the Vice
President of the Asia Pacific Performing Arts Network.
Policy, Research, Planning and Education
Yung is always giving a close watch on the arts and cultural development in Hong Kong as
well as in the Asia Pacific regions. Beginning from 1987, Yung has set up a‘Hong Kong
Cultural Policy Study Group’at Zuni Icosahedron, organizing a series of art and culture
policy discussions. It generated an independent research and an in depth reviews depending
on the concerns from the cultural groups according to the cultural policy of the Hong Kong
government. In addition, Yung has delivered a set of significant reports in relation to‘In
Search of Culture Policy’
.
In 1995, under Yung’
s proposal, Hong Kong Arts and Development Council (ADC)
established, Yung became a founding member responsible for the establishment of art
policies in Hong Kong and chaired the Arts Education team. Yung was reappointed as the
member of ADC in 2000. Yung was also a former part-time member of the Central Policy
Unit (CPU)-a Hong Kong Government think tank-closely in relation to the creative
education, creative economy, creative city and creative interaction of the fundament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He is now a policy consultant to various governmental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y entities included the member of the Consultative Committee
on the Core Arts and Cultural Facilities of the West Kowloon Cultural District,the 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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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g Copyright Tribunal and one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Hong Kong Design Centre,
which holds the annual Business of Design Week.
Yung is also paying close attention to the local education development, he is currently the
Chief Executive of the HKICC Lee Shau Kee School of Creativity, the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School of Design, the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Hong Kong Lingnan University, Department of Cultural Studies
and the member of the Advisory Board of the University of Hong Kong, Centre for Civil
Society and Governance.

Social invention enhanced and illuminated by cultural creativity
1.
Developing a city brand and developing a city culture are basically two sides of a coin. Both
are important parts of the primary agenda in constructing a city. Developing a city’
s brand
and culture is not only for economic ends, or cultural tourism, or political propaganda, or
cultural diplomacy, but more importantly, it is to provide its citizens a platform to seek
cohesion and a sense of identity. If the citizens do not identify themselves with their own
city's brand and culture, they’
ll lose their sense of belonging. A city without brand or culture
is one with no character or direction. A city without a centrifugal force is a city in collapse.
The planning of a city’
s brand must begin with a study of its existing culture and its cultural
vision. One of the priorities in the planning is to establish interactiv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the citizens.
2.
A wise cultural development understands the importance of cultural exchange, of critique, of
experiment, of innovation, of cooperation, of education; equally important is the
understanding that cultural investment is long-term, serving local, regional, and global
culture, and serving present as well as the future. A wise cultural development also realizes
the impact of culture to urban economy, to social development, to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to political progress. At the same time, it recognizes that we can use a
cultural perspective to drive the interaction and equilibrium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cultures.
3.
Moving forward into the 21st century, this part of Asia, including Hong Kong, witnessed
rapid pace in social, economic, political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 to the extent that we
have now possessed the necessary economic power and confidence to independently ob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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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search on the current situation of global interactions, including the growth of cultural
exchanges. Furthermore, since compared with the first world, we have always been in an
reactive position in the cultural exchange, we can analyze the current state of global cultural
exchange with detachment, so that we can objectively and rationally assess the interaction of
European culture with global culture. We can absolutely carry out a thorough assessment on
the form and content of present cultural exchange propelled by the“West”
, and through this
assessment to explore new concepts of global cultural exchange.
4.
When we develop a city, we need a blueprint with a clear and long-term cultural field of
vision. If we can achieve that, we will then be able to develop the software side such as
human resources to operate in coordination with the hardware plans. With the blueprint, we
will then not be merely reactive, short-sighted, and grasping blindly at perceived
opportunities. Because our city does not value intellectual resources on the cultural side, we
lack cultural critiques, policy research, and planning tools, as well as human talents. In
constructing and development culture, we first and foremost need to boldly discuss the
problems in management policies within the cultural system; in so doing, we can then begin
to reform the cultural management policy and inspire the management of culture. We need
to promote public education in culture on different layers; we’
ll then build a cultural
foundation for participatory and interactive dynamics among citizenry groups, moving
towards a true civil society. When we develop a city, we need to build channels of
communication to enable and encourage interaction between the local and worldwide
culturists and the strategies planners, to broaden our own cultural field of vision, to have
sustained dialectics, and to be forward-looking as we become a city that proceeds in the
same pace with other great cities to develop a new worl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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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er of National Assembly, The Grand National Party & President of
Tribunus Plebis of National Assembly

Ms. Kim Young Sun

[Biography]

Ms. Kim Yung Sun is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
President of Tribunus Plebis Club of Natinal Assembly. She
belongs to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currently is the
Chairwoman of the Political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From the early 1980s when she was a college student, she was
deeply involved in various paradoxical social issues. She later
became a lawyer and devoted herself to more people and more
diversified social problems. During this period of time, she
worked for the civic movements in partnership with many civic
organizations such as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YMCA Citizens’Spokesman, Consumer Affairs and
Fair Trade Research Center, Editors of‘Citizens and Lawyers’
,
Public Lawsuit Center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Green Consumer Network. She also worked as
Cooperative Director of the Beautiful Store.
After she went to National Assembly in 1997, she proposed
various topics including science broadcasting, search engine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single mom’
s welfare, and low
rate loan service for lower class.
She is struggling to get people-oriented legislations being
supported by Tribunus Plebis Club of National Assembly with
other 39 members from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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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ant more democracy
Social invention and Tribunus Plebis Club of National Assembly
Tribunus Plebis Club of National Assembly was established to support by legislation
and budgets people's ideas which were originally registered and matured in Social
Invention Center of the Hope Institute. Now 38 members from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are taking part in this club. Our concerns are only centering on people.
We will try all our efforts to realize people's ideas by legislative measures and
publicizing issues. Tribunus Plebis Club is an unique organization where the Hope
Institute and large scale of parliamentary members work together. I believe, however
that people's passion and imaginative activities are key elements to its success.
Current politics demands communication, not rhetoric. So we need to hear from
people. Tribunus Plebis is in other words to hear people's voice more closely. It is now
a special and unique club within National Assembly, but I believe whol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called Tribunus Plebis Club.
We have been somewhat experiencing a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partly
because people's voices had not been heard properly by National Assembly. In this
circumstances,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ust be reborn as public businessmen
or businesswomen, or public CEO. Therefore, we have been trying to form a
collaborative organization where people raise some ideas for legislative procedures
while lawmakers respond to their hopeful initiatives. With this kind of collaborative
and communicative channels, I don't think it is merely a dream to build better world to
live in. Our efforts has already borne a fruit: first legislative bills has been proposed to
National Assembly. They are about the revis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Property and Equipments. With this legislation implemented,
we expect that national health insurance premium during maternal leaves will be
reduced by 240,000 won per person annually.
Tribunus Plebis Club of National Assembly will continue to try our best with fairness
and efficiency to realize people's creative ideas by putting them into legislation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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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 of Iksan Hope Solidarity

Mr. Lee Jinhong
[Biography]
Mr. Lee Jinhong, Director of Iksan Hope Solidarity is interested in
grass-roots community activities. He played a key role in
establishing Iksan Hope Solidarity from its preparatory stage in
2001. It has been operating 3 major projects: regional community
projects by civic participation, social invention activities, and
citizens education. He has been working as Director for 8 years
since its inception and supporting community library and
educational programs. In his region, he also serves as a committee
member of several civic organizations such as Small Libraries of
Iksan and Iksan Self-governing Center.

Redesigning regional society with the ideas of citizens
Case : Social Invention Activity from a small town in the Province
Redesign the local community with citizens’idea!
Here comes a successful model case of grass-roots commun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ksan Hope Solidarity based on active people's participation and devotions. A
story of Iksan Hope Solidarity’
s efforts and attempts to redesign the whole city through the
social invention activities is shown to you even though Iksan is a small town in the province
with poor conditions to practice.
Speaker will represent about
1) operating Social Invention Supporters, who are trustworthy partners for collecting,
researching and evaluating the ideas
2) holding Social Invention School annually
3) campaigning in local medias for publicizing the ideas of citizens
4) broadcasting the audience-participating programs
5) realizing the theme of social invention activities and associated issues with citizens' life
6) exchanging and cooperating with the nationwide social invention networks.

78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2008.10.8 4:32 PM

[

˘

` 78

001 IN

Director, Kyoto General Center for Civic Activity, Kyoto, Japan

Mr. Nishida Hiroyuki
[Biography]
Mr. Nishida Hiroyuki majore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in college. As a high school boy, he joined an outdoor camping
activity for mentally handicapped high schoolers as an organizer,
and this experience led him to work in Kyoto NPO Center in 1999.
Since then, he has worked for consulting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POs. In April 2007, he became Director of Kyoto
General Center for Civic Activity, Kyoto, Japan.

Training citizen activists through an invention incubating program
The speaker will give lectures on training citizen activists
through an invention incubating program.
1. Introduction
2. General aspect of NPOs in Kyoto.
- About the region
- About the civic organizations
3. Kyoto General Center for Civic Activity.
- What it is
- What they do
4. Attitude toward goal
- Civic society as our goal
- Structure and system to sustain our goal
5.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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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or of Complaints Choir, Finland

Mr. Oliver Kochta-Kalleinen
[Biography]
The artistic practices of Tellervo Kalleinen (*1975, Lohja) and
Oliver Kochta-Kalleinen (*1971, Dresden) vary from
organising events such as "The First Summit of Micronations"
in Helsinki to making films collaboratively with volunteers
and doing performances and lectures. Their latest activities
include the "Complaints Choir" project and a film about
Utopian communities in Australia ("The Making of Utopia").
They edited two books about micronations and together with
the artist group YKON they prepare the next Summit of
Micronations at Brioni Islands. Tellervo Kalleinen's video
project "In The Middle of a Movie", in which amateurs
directed short movie scenes in their own homes, was shown
in Museums and exhibition spaces around the world. Oliver
Kochta-Kalleinen is an active member of the Romantic
Geographic Society. Tellervo's and Oliver's latest collaborative
works were presented for example at P.S.1 (New York),
Sparwasser HQ (Berlin), Signal Galleri (Malmo, Hamburger
Kunsthalle Momentum 06 (Norway), Singapore Biennale,
Galerie fuer Landschaftskunst (Hamburg), MOCA Taipei,
S.M.A.K. in Ghent, KUMU in Tallin and at ARS06 at the
Finnish Museum of Contemporary Art KIASMA (Helsinki).
www.complaintschoir.org
www.ykon.org/kochta-kalleinen
www.ykon.org/tellervo
tellervo@ykon.org / kochta@nexg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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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ing huge complaining energy of people into something
more powerful
The initiators of the worldwide complaints choir movement Tellervo Kalleinen and Oliver
Kochta-Kalleinen will tell the story about their journey around the world to listen to the
complaints of people. The project started from a simple idea: People like to complain and
people like to sing, why not do it at the same time. The first choir was organized in
Birmingham. The project was open to everybody - no singing skills required. Many people
sent in their complaints - about Birmingham, about other people, about world issues and
most of all: about themselves.
The First Complaints Choir of Birmingham became a surprise success and soon after
requests from people poured in hoping for a complaints choir in their hometown. They
expressed - almost with a certain pride - that in their particular town people are especially
talented complainers: either by quantity (Belgrade), existentialism (St. Petersburg) or
sophistication (Buenos Aires). Complaints Choirs have now been initiated in over 20 cities.
The lecture will tell about the complaints of people around the world, about the lessons we
have learned on our journey and about our work as facilitators of this world wide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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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Registration

Please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below and click "Submit" to register.
※Your details
Name :
Organization/School :
Position :
Mailing Address :
E-mail Address :
Telephone No :
We will publish a post-conference book in bilingual Korean and English. All the lectures by
the speakers will be contained therein. If you wish to receive it, please tick either in Korean
or in English.
Korea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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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contact

We welcome your comment or suggestion in connection wi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cial Invention. And if you have any comment
or suggestion, or any question regarding the conference,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the following person:

Sin Hyoung Kim
Adviser
Social Interactive Invention Center
The Hope Institute
e-mail : orkney@makehope.org
tel no : 070-7580-8122
mailing address : 3 floor, Dongil Building, Susong-dong, Jongno-gu, Seoul
110-140, Korea

Social Invention without Borders 83

2008.10.8 4:32 PM

˘

` 83

001 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