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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커뮤니티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더 많이 창출 할 수 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유럽 사회혁신 대회(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는

수천 명의 유럽인들의 참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포용적 디지털화의 방법을 찾고, 난민에게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 가운데 젊은이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공간 기반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회혁신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응의 제시와

관련되어 있다. 이 툴킷은 혁신 나선(innovation spiral)의 단계를 사용하여 유럽 전역의 모든

사회혁신가가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각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하고 효과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련의 도구 및

소스가 제공된다.

   사회혁신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지난 10년 동안 사회 변화의 중요한 동인과 용어로 성장해왔다.  

‘사회혁신’에 대한 보편적 정의는 없지만, 이해하기 쉬워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설명은

 ‘목적과 수단 모두가 사회적인 아이디어’이다(Nesta 2010). 

아이디어는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조직 모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사회혁신은 어렵고 시스템적인 사회 및 환경 문제에 새롭게 효과적인 해결책을 개발하고 배치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유럽 사회혁신 대회(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는 목적과 수단 모두

사회적인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매년 유럽 사회혁신 대회는 유럽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획기적인 잠재성을 가진 아이디어를 유럽의 모든 곳에서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회는 우리 시대의 커다란 사회적 과제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온 포르투갈의 비전있는 지도자 Diogo Vasconcelos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대회는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이 사회혁신가가 되어 지역 공동체와 사회를 개선하도록 독려함으로써

그의 유지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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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사회혁신 개발 : 툴킷

이 툴킷은 획기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혁신가를 돕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툴킷은 혁신 나선형 개념을 사용한다. (그림 1 참조). 

그러나 우리는 혁신의 나선형이 항상 자연스레 선형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처음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우회하거나 뛰어넘는 경험도 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혁신이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으며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툴킷은 문제 정의와 상상을 통해 확장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 혁신가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이 툴킷은 나선형 순서에 따라 문제 인식하기, 

프로토타이핑, 수익 창출, 이해관계자 참여 및 의사 소통, 지속가능성 및 임팩트 측정 등 소셜 벤처 기업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다. 이 툴킷은 기존 리소스를 기반으로 하며, 

지난 수년간 대회를 위해 함께 일한 코치 및 워크숍 리더의 전문 지식과 의견을 추가하였다. 

그림 1. 사회혁신의 나선형 모형(The Social Innovation Spiral)
출처 p.11 The Open Book of Social Innovation, Nesta 2010 CC BY-NC-SA

시스템 변화

성장, 확장 및 확산

전달 및 실행

사례 만들기

개발 및 테스트

기회와

도전탐구

아이디어 만들기

https://www.nesta.org.uk/report/the-open-book-of-social-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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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pen Book of Social Innovation (2010)을 통해 Nesta는 우리가 이 툴킷(CC BY-NC-SA)에서 

보여줄 구축한 혁신의 7단계를 정의했다.

1.기회와 도전 탐구

이단계에서는 위기, 공공 지출 삭감 또는 서비스 성능 저하 등의 경우 처럼 혁신이 필요한 이유를 가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기회를 탐색 할 때,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체계적인 렌즈를 사용하

는것이 중요하다. 근본 원인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문제를 고려하고 있는가?

아니면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는가?

1장 읽기 :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분석하고, 그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근본 원인에 초점을 맞추

고 싶은지, 이야기 하고 싶은지 이해하기.

2.아이디어 만들기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이다. 때로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떠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더 다양한 선택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즉각적인 방법과 디자인 및 창의성 기반의 방법들이 많이 있

다.

2장 읽기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지속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데 적합한 도구를 찾기.

3.개발 및 테스트

아이디어를 실제로 테스트하는 단계이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하거나 더욱 구조화된 파일럿 테스트, 프로토타

입 및 무작위 통제 시험을 통해 가능하다. 반복과 시행 착오를 통해 새로운 파트너십이 보다 강력해지고

(예 : 사용자를 전문가와 연결), 갈등이 해결된다. (확고한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을 포함하여)

3장 읽기 : 변화이론 모델을 발전시키고, 서비스 또는 제품을 구조적으로 프로토타입화 하기 위한 도구를 찾

고, 목표 그룹과 이해관계자를 강조하고 참여하기

4.사례 만들기

아이디어와 가정을 실험하고 발전시켰다면, 이제 사례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다.

무엇이 당신의 계획을 가치있게 만드는가? 이 장에서는 임팩트 지향점의 핵심 사항을 설명하고 주장하는 임

팩트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수집한다. 이 단계에는 벤처 자금을 조달하고 계획한 변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파트너십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4장 읽기 : 재무적 지속가능성 분석, 임팩트 측정 시작, 함께 하기 원하는 파트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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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 및 실행 

당신의 아이디어가 실제 삶으로 들어오며, 사용자 기반의 영향력의 원을 구축하게 된다. 팀 구성에 관한

아이디어를 강화하고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 또한 포함된다.

5장 읽기 : 팀 구성 측면에서 조직을 성장시키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의사소통 전략을 개발하는

도구 찾기.

6. 성장, 확장 및 확산 

혁신을 성장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조직 성장,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를 통한 제휴 또는

오픈 소스를 통한 서비스 공유)이 있다.

6장 읽기 : 계획을 성장시키고 확산시킬 때 어떤 전략을 고려해야 할 지에 대한 근거 찾기.

7. 시스템 변화

시스템 변화는 사회 운동, 비즈니스 모델, 법률 및 규정, 데이터 및 인프라, 완전히 새로운 사고 방식 및

행동 방식과 같은 여러 요소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에는 보통 새로운 혁신 프레임워크

또는 구조가 포함된다. 개별적인 선도자는 기존 시스템의 장벽을 피할 수도 있지만, 혁신을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조건의 제정에 따라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진다.

7장 읽기 : 혁신이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조건을 식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이 툴킷을 가이드로 사용하는 혁신가들의 필요와 피드백에 응답하기 위해 내용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우리는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생각를 듣기를 기대하며 반영하겠다.

info@socialinnovationprize.eu

유럽 사회혁신 대회 팀

Nesta, Kennisland, Scholz & Friends, Ashoka Spain 및 European Lab of Living Labs(ENoLL)와

유럽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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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회와

도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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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는 주로 새로운 사회적 필요(social need)를 드러내는 정보나 사건으로부터 촉발된다. 

이를 통해 여러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을 동원하고 행동과 혁신을 일으킬 수 있다.

어떤 문제를 한 번 인식하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 문제라고 여겨진 것들이, 실제로는 근본적인 원인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역학(dynamics)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할지라도, 질문을 만들고 재구성(reframing)하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다.

다루고자 하는 사회문제에 관한 선행연구가 있는지, 어떤 해결책들이 나와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권장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데 투입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가? 혹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가? 그림 2인 DIY 툴킷(DIY toolkit)의

원인 다이어그램 1 은 당신이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확실한 

방법을 제공한다. 

그림 2. 원인 다이어그램(Causes diagram) 

출처: DIY Toolkit Problem definition(DIY 툴킷 문제정의) CC BY-NC-SA

핵심 문제

직접 나타나는 

현상

직접적인 원인

복잡한 이슈를 나눠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영향을 주는

요인

근본적인 현상
영향을 주는

요인

1 DIY 툴킷은 2017년 번역 출간 되었음. DIY 툴킷 09,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출판) p49-p53

https://diytoolkit.org/tools/causes-diagram/
http://diytoolkit.org/tools/causes-diagram/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217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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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와 도전 탐구를 위한 도구와 방법:

• Nesta는 다양한 혁신 방법론과 접근법을 정리했다.2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실습 가이드3를 활용해 해당 분야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을 조사할 수 있다. 

• 호라이즌 스캐닝(Horizon scanning)4과 백캐스팅(Backcasting)5을 통해 당신이 초점을 맞추고 있

는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이 방법론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것인

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신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 경험 여정(Experience tour) 방법론을 통해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학습할 수 있다.6  

• 주제와 관련된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대상(퍼소나)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다.

• 처음부터 잠재적인 사용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IDEO의 

방법론7을 통해 인터뷰 및 그룹 인터뷰를 수행할 수 있다.

질문(의문점) 재구성(Reframing your question)

질문(의문점)을 재구성하는 것은 문제로 여겨지는 맥락을 살펴본다는 의미이다. 간단한 예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과속 운전은 문제가 되지만, 구급차나 소방차를 운전 중이라면 속도를 높여야 한다. 

문제를 바라볼 때 한 걸음 떨어져 살펴보고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여러 가정들을 필요로 한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당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원인으로부터 발생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정확한 질문을 만들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당신이 만들어낼 혁신에 영향력을 

제한하거나 심지어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솔루션을 너무 빨리 실행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 단계의 마지막 지점에서는 도전과 기회들을 탐구하고 질문을 재구성함으로써, 다루고자 하는

이슈에 대한 정확한 질문 또는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2  Nesta가 제공한 다양한 혁신 접근법의 지형도(Landscape of Innovation Approaches)는 서울시NPO지원센터 아카이브

(2018.8.23)를 통해 번역문을 확인할 수 있음. 

3  근거 기반의 문제정의는 데이비드 사켓(David Sackett)이 정립한 ‘근거 기반 의학(Evidence-Based Medicine)’으로 출발한 

개념. 근거 기반 의학은 임상적 전문성과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현존하는 최선의 임상근거, 환자 자신의 가치와 지향의 상호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의료를 의미함. 

4 현재 발생하는 이슈의 패턴을 연구 및 식별함으로써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함.

5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현재 시점의 문제해결 요소를 설정하는 것을 의미함.

6 DIY 툴킷 07,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출판) p49-p53

7  글로벌 디자인 컨설팅 기업 IDEO는 디자인 사고(Design Thinking)를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가들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해 비영리법인을 세우고 ‘IDEO.org’라는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https://www.nesta.org.uk/blog/landscape-of-innovation-approaches/
https://media.nesta.org.uk/documents/Using_Research_Evidence_for_Success_-_A_Practice_Guide.pdf
http://designresearchtechniques.com/casestudies/horizon-scan/
http://designresearchtechniques.com/casestudies/backcasting/
http://diytoolkit.org/tools/experience-tour-2/
https://www.nesta.org.uk/resources/understand-my-audiences
http://www.designkit.org/methods/2
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746
https://www.entrepreneur.com/encyclopedia/market-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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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IY 툴킷 08,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출판) p45-p48

질문 재구성을 위한 도구와 방법:

•  문제정의 워크시트8를 활용해 광범위한 상황과 관련된 이슈들을 재정의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관점으로 

질문에 접근함으로써 새로운 통찰과 아이디어를 얻는다. 

• 질문 툴킷은 당신이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왜’라는 질문과 함께 중요한 질문들을 담고

있다.

• THNK의 재구성 도구(Reframing tool)는 당신이 다루는 이슈에 대한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http://www.socialinnovationtoolkit.com/question.html
http://reframe.thnk.org/about/
http://diytoolkit.org/tools/problem-defini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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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이디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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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나선(innovation spiral)의 두 번째 단계는 창의성을 발휘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디어는 어디에서든 떠오를 수 있다. 아이디어란 때때로 불현듯 머리 속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모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중으로부터 얻어지기도 한다. 

기존 아이디어가 재구성되기도 하고 새로운 공동 작업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 성공적인 아이디어의 발산과 선택을 위해서는 개인과 팀이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발산 모드)과

최상의 아이디어 선택(수렴 모드)하는 두 가지 모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첫 번째 - 발산 모드 - 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프로세스는

긍정적이고 협력적이어야 한다.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려라. 상당수가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멋지고 개혁적이며 발전가능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모드 - 수렴 모드 - 에서는 여러 대안을 평가하고 최상의 대안을 선택해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지면서 발전시켜 나아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림 3의 더블 다이아몬드 디자인 프로세스(Double Diamond design process)는 혁신의 각기 다른

단계에 어떤 모드를 적용해야 하는지, 각 모드에서 어떤 태도와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설명한다. 

그림 3. Double Diamond design process(Adapted from Design Council 2015).  

출처: Playbook for Innovation, p. 68 CC BY-NC-SA

발견
문제의 속성

문제 문제정의 해결책

개발
잠재적 해결책

전달
가능한 해결책

정의
집중해야 할 영역

https://www.nesta.org.uk/toolkit/playbook-for-innovation-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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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법과 도구 

• 동료의 도움받기 : 언커퍼런스나 오픈 스페이스 컨퍼런스 조직하기. 주제나 아이디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모든 참가자가 시간과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향식 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참여자들과 그들에게 중요한 주제로 대화가 가능한 또 다른 방법은 월드카페가 있다.

• Creative Workshop 방법을 통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새로운 솔루션이나 아이디어를 제

안할 수 있다.

• Fast Idea Generator 워크시트는 초기 아이디어 컨셉에 다른 시나리오를 적용시켜 시험하도록 설

계되었다.

• 6가지 생각 모자 도구는 참가자들의 생각을 6가지 역할로 나누어 집단토론 할 수 있도록 한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제시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Idea speed dating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과 도구 :

• 아이디어 및 컨셉 개발 접근법은 집단이 창의적으로 공동작업을 하도록 도우며, 일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이디어 선택 및 발전시키는 단계를 포함한다.

• 아티클 참고하기 :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세션이 끝나기 전 최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방법’

• 관련성, 타당성 및 잠재적 영향을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최상의 아이디어를

선택하기 위해 다음 질문을 사용할 수도 있다.

·아이디어에서 새롭고 혁신적인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나라와 다른 EU 국가에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다른 계획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얻었으며, 당신의 아이디어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함께 존재할 수 있는가?

·잠재적인 지적 재산권 문제가 있는가?

http://www.theworldcafe.com/wp-content/uploads/2015/07/Cafe-To-Go-Revised.pdf
https://www.nesta.org.uk/resources/creative-workshop
https://www.nesta.org.uk/resources/fast-idea-generator
http://diytoolkit.org/tools/thinking-hats/
https://projectofhow.com/methods/idea-speed-dating/
https://toolbox.hyperisland.com/idea-concept-development
https://www.interaction-design.org/literature/article/how-to-select-the-best-idea-by-the-end-of-an-ideation-session
https://www.interaction-design.org/literature/article/how-to-select-the-best-idea-by-the-end-of-an-ideation-session
https://ko.wikipedia.org/wiki/%EC%96%B8%EC%BD%98%ED%8D%BC%EB%9F%B0%EC%8A%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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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및

테스트



17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적용하여 추진할 가치가 있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이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켜 테스트할 차례이다. (그림 3에 있는 더블 다이아몬드의 후반부 오른쪽 파트).

반복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획이 견고해지고 잠재적인 갈등도 해결된다.  

이 단계에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의도했던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관계자들과 어떠한 가정을 시험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데에 집중한다. 

변화이론은 이러한 작업에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다른 도구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변화이론은 보통 자선단체와 NGO에서 선호되기에, 당신의 계획에 더 적합한 다른 모델이 필요 할 수 

있다.

궁극적 목표, 결과, 가정, 활동을 정의함으로써 어떻게 당신의 계획이 수혜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증명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의 첫 번째 버전인 

프로토타입을 구조적으로 시험할 수 있으며, 기저에 있는 가정을 발견할 수도 있다. 

동시에 이 과정은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임팩트를 측정하고 설명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시작점이다. 활동 영역을 잘 이해할수록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기획이 이뤄진다. 

다른 말로 하면, 현장에 뛰어들어라!

변화이론(theory of Change)

변화이론 개발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수혜자에게 어떤 임팩트를

만드는지 설명하는 다이어그램”으로 변화이론을 정의한다. 이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램이 수혜자에게 

미치는 모든 임팩트, 프로그램이 수혜자에게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궁극적인 임팩트, 그리고 이 

임팩트를 이끌거나 기여하는 모든 개별적인 결과물을 명시한다. 변화이론은 활동의 기저에 있는 

논리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를 보여준다.

변화이론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변화되고 조정되는 살아있는 도구다. 프로젝트 수행 중에도 가정과 

증거의 기반은 변할 것이다. 변화이론은 임팩트 프레임워크의 핵심을 제공하며, 그것이 바로 증거수집이 

필요한 이유다. 변화이론은 조직 자체의 규모나 성장 계획 또는 운영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https://www.nesta.org.uk/documents/901/theory_of_change_guidance_for_applicants_.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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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계획으로 변화이론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첫 번째 단계에서 수집한 정보와 

수렴적 사고 모드 후 살아남은 아이디어들에 기반한 그림 4의 도표를 활용할 수 있다. 

조직에서 변화이론를 활용하거나 심화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안내는 Nesta의 DIY toolkit module 

또는 NPC publication 등을 참조하라.

활동
(activities)

가정
(assumptions)

결과
(outcome)

영향
(impact)

5.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outcome)와

임팩트(impact)를 

위해 어떤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2b. 어떤 가정을

시험할 것인가?

3b. 어떤 가정을

시험할 것인가?

4b. 어떤 가정을

시험할 것인가?

혁신의  영향

혁신의  역량

혁신 생태계

1.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그림 4. Log frame from the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Development Plan. CC BY-NC-SA

2a.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혁신은

무엇인가?

결과 1:

결과 2:

결과 3:

3a.어떤 역량과 기술을

자극할 것인가?

결과 1:

결과 2:

결과 3:

4b. 전반적인 생태계에

미치고자 하는 영향은 

무엇인가?

결과 1:

결과 2:

결과 3:

https://www.nesta.org.uk/blog/diy-learn-module-of-the-month-theory-of-change/
https://www.thinknpc.org/publications/theory-of-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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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함께 프로토타이핑하기

프로토타이핑을 발전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것으로 본다면, 변화이론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다. 혁신나선은 사용자들의 니즈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가정을 학습하고 시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에서 보듯이, 큰 자원을 투자하기 전에 

프로토타이핑을 통하여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림 5. Prototyping vs big bang implementation. Source: Nesta Playbook for Innovation Learning, p. 72 CC BY-NC-SA

자원 사용
솔루션 개발 및 실행을 위해

투자된 시간, 재능, 재정, 물질

실패를 위한 영역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 발견하기

시작 끝
프로젝트 여정

빅뱅구현프로토타이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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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프로토타이핑을 통해 초기 아이디어를 실제 구현하고 시험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도전하면서 

적합한 모델을 찾아간다. (잠재적) 사용자와 함께 실험을 할 때 유의미한 학습이 가능하다. 

빠르게 저렴한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것은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목표 그룹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개발과 시험을 위한 도구와 방법 

• 온라인에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Acumen’s Human-Centred Design course는 인간 중심 디자인

프로세스의 네 가지 단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며, 인터뷰 가이드를 만들거나, 사용자들과 함께 제품과서비

스의 프로토타이핑 하는데 도움을 준다.

• I DEO의 Determining what to prototype 방법론은 아이디어 조각들을 나누고 시험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도움이 된다.

• 새로운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하기 위한 가이드가 필요한가? Nesta의 The Prototyping Framework

와 The Prototype testing plan worksheet9를 확인하라.

• SWOT 분석을 통하여 강점/약점/기회/위협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기대하는 임팩트를 어떻게 개선할지 검

토할 때 도움이 된다.

• Learning loop10는 프로토타이핑 과정을 평가하고 어떻게 지금 하는 작업이 다음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 밝힌다. Intergrate Feedback and Iterate 도구 또한 이런 점에서 도움을 준다.

• Blueprinting tool(블루프린트)11을 사용하여 작업 및 자원에 대한 자세한 개요를 작성한다면, 작업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Start a project approach는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명확해졌다

면 열린 관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관점을 탐구하는 데 필요한 질문을 던지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안에는 근거를 계획하고 혁신 플로우차트를 만드는 도구도 포함돼 있다.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관계 맺는 도구와 방법

• Personas(퍼소나)와 journey mapping(여정 맵핑)은 당신이 함께 일할 사람들에 공감하도록 도와준다. 팀 

내에서의 Role Play는 서비스와 제품 테스트에 도움이 된다. 

• 이해관계자 맵핑은 이해관계자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우려를 정의하며, 헌신과 저항의 정도를 

확인하는데 주요한 방법이다. People and connections map13은 누가 관련되어 있고, 당신이 누구에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시각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다. 

• Empathy Map(공감 지도)은 사용자와 각각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들과 공감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통찰을 얻는데 도움을 준다. 

9 DIY 툴킷 24,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p121-p124

10 DIY 툴킷 06,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p35-p40

11 DIY 툴킷 26,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p129-p132

12 DIY 툴킷 17,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p87-p92

13 DIY 툴킷 15,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툴킷(2017) p79-p82

https://www.plusacumen.org/courses/introduction-human-centered-design
http://www.designkit.org/methods/34
https://media.nesta.org.uk/documents/Resources_2017_version_05.pdf
https://www.nesta.org.uk/toolkit/swot-analysis/
http://diytoolkit.org/tools/learning-loop/
http://www.designkit.org/methods/4
http://diytoolkit.org/tools/blueprint-2/
https://www.nesta.org.uk/help-me-innovate/
http://diytoolkit.org/tools/personas/
http://www.designkit.org/methods/63
http://www.designkit.org/methods/36
http://diytoolkit.org/tools/people-connections-map/
http://gamestorming.com/wp-content/uploads/2017/07/Empathy-Map-006-PNG.png
https://media.nesta.org.uk/documents/prototyping_framework.pdf
https://www.nesta.org.uk/toolkit/prototype-testing-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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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토타이핑에서 가장 피하기 어려운 실수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실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프로토타이프 

모든 버전 또는 프로트타이프의 반복이 특정 조건만을 

테스트하기 위해 설계되었는지를 확실히 해야 한다. 

프로토타이핑은 반복적인 실험의 연속이어야 하고, 실험은 

분명한 구조가 있으며 한 번에 한 변수만 조절될 때에만 

작동한다.

우리는 이 교훈을 따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대단한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고 싶은 충동이 들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은 무의미한 전략이다. 

프로토타입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기에 

어떤 변수가 성공과 실패를 유발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은 무의미한 전략이다.

Matthew Neary는 새로운 P2P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Saga의 공동 창업자이다. 

2017년 Saga는 ESIC에서 수상했다. Matthew는 프로토타이핑과 개발 과정에 관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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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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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려 하는 이슈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였고, 사회혁신 방안이 어떻게 당면한 문제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해했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사례를 만들어보자. 이 단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훌륭한 

발전적 아이디어 중, 단지 몇 가지 아이디어만이 성공적인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 당신의 계획을 가치 있게 만드는가?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벤처 기업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임팩트를 측정할 수 있는가?

이 단계의 끝부분에서는 계획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지, 동료들과 협업은 어떤지에 대한 

첫 평가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을 측정하는 첫 번째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재정적 지속가능 모델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재정적 지속가능 모델은 고객/사용자에 대한 이해부터 

자금조달 및 조직을 위한 수익창출을 포함한 전체적인 운영을 의미한다. 이 안에는 예상된 비용(생활비, 

직원의 급여, 임대료 또는 생산비)과 수익(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은)을 포함한다. 현재의 필요 사항을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임팩트를 증가하기 위한 향후 기대수준의 조정도 감안해야 한다(6장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 모델 혹은 재정적 지속가능 모델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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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를 보다 크게 성장시키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하고 싶다면.

누가 도움을 줄 것인가?
주요 조력자

누가 당신의 주요 

동료와 공급자인가?

파트너십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 요소는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주요 활동

가치 제안에 필요한

중요 활동은?

유통 채널, 고객 관계 

및 수익원 등에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이 필요한가?
주요 재원

가치 제안에 필요한 

주요 자원은?

무엇을 할 것인가?
가치 제안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핵심 가치는?

고객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하는가?

소통 방안은?
고객 관계

대상 고객과 맺기 

원하는 관계는?

비용과 형식 측면에서 

이를 어떻게 업무에 

통합할 수 있나?

누구를 위해?
고객 분류 

어떤 조직/단체를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한 고객은?

고객에게 이르려면?
유통망

고객에게 도달하기 

원하는 유통망은? 

가장 효과적인 유통망

은? 유통비용은 고객의 

일상에 통합하기 위한 

방법은?

비용은?
비용구조

업무상 가장 중요한 비용은? 

가장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주요 자원과 활동은?

예상 수익은?
수익 흐름 

어떤 가치에 고객이 지불할 의사를 지니고 있나?

최근에 고객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지불했나?

고객이 선호하는 지불 방식은?

총 수익에 개별 수익흐름이 얼마나 기여하나?

그림 6. Business Model Canvas(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출처: DIY toolkit 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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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속가능 모델 분석을 위한 도구와 방법

•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게시된 What is a business model?(비즈니스 모델이란 무엇인가?)은 고려  

 가능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광범위한 목록을 제공한다.

•  대표적인 business model canvas(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mission model canvas를 

 확인하거나, 무료로 접근 가능한 2시간 분량의 학습 모델로 선택이 가능하다. 이 캔버스를 통해 가치

  제안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재무구조 개요를 얻을 수 있다. 전체 캔버스를 완성하고 예상하는 수익 

 흐름이 꼭 포함되게 하라.

• Social business plan의 DIY toolkit은 소셜 비즈니스를 구성하는 포괄적인 구성 방식을 제공한다.

•  진행 전이라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필요성, 잠재 사용자의 규모, 그리고 유사한 목표를 향해 일하고 

 있는 경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개요를 얻도록 시장 분석을 수행하라.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를 결정한 후에는, 혁신을 위해 어떤 전략으로 자금조달을 할 지 검토할 수 있다. 

현금 기부와 현물 기부를 받는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유럽의 기관 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서 

등에서 제공되는 프로젝트 보조금에 관심 있는가? 팀, 가족 및 친구 네트워크에서 주요한 사람 및 자원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창업 자금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보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나 엔젤 투자자 또는 벤처 캐피탈을 통하여 투자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받는 자금조달 방법으로, 큰 장점은 

펀딩과 동시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당신의 계획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벤처 캐피탈은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ing) 이다. 

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GIIN)는 임팩트 투자를 “재무적 수익과 함께 사회적/환경적 영향을 

목표를 가진 회사, 조직 및 기금에 대한 투자”로 정의한다. 이는 기존 투자계약과 투자 수익(ROI)을 받는 

조건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많은 임팩트 투자자는 사업 계획뿐 아니라 임팩트 계획을 

만드는데도 도움을 준다.

https://hbr.org/2015/01/what-is-a-business-model
https://www.nesta.org.uk/blog/diy-learn-module-of-the-month-business-model-canvas/
https://blog.strategyzer.com/posts/2016/2/24/the-mission-model-canvas-an-adapted-business-model-canvas-for-mission-driven-organizations
http://www.open.edu/openlearncreate/course/view.php?id=2211#tabs-1
https://www.nesta.org.uk/toolkit/business-plan
https://www.entrepreneur.com/article/217345
https://thegiin.org/impact-investing/need-to-know/#what-is-impact-inve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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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 도구와 방법

 

•  Guardian에서 만든 The How-to guide: funding your social enterprise with and without 

 money는 사회적 기업 자금 조달에 주요 측면을 다룬다. 유럽 전역의 자금 조달 기회와 실질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웹 사이트를 확인하라.

•  FA : SE 또는 Nesta Investments 웹 사이트를 통해 임팩트 투자에 대해 알아 보거나, 유럽 벤처

 자선 협회 웹 사이트를 참조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팩트 투자 기회에 대해 배울 수 있다. 

• Nesta Investments는 임팩트 투자자와 일하기 희망하는 스타트업를 위한 5 가지 팁을 제공한다.

•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Oneplanetcrowd 웹사이트를 보거나 디렉토리

 개요를 참조하라.

•  Nesta에서 발행한 Matching the crowd - Combining crowdfunding and institutional funding

 to get great ideas off the ground를 통해 아이디어를 진행 시키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제도적 펀딩과 결합하는지에 대해 다룬다. 

 

협업(Partnership) 평가
 

누구와 파트너가 되고 싶고 파트너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는가? 기업, 당국, 지자체 및 기타 단체와의 

장기 협력 관계 수립 방안은 무엇인가? 파트너에게 다가가는 가장 좋은 방식은 당신의 특정 프로젝트 혹은 

사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기존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 

될 수 있다.

협업 평가 도구와 방법

 

•  Building partnerships map : 파트너십 생성 및 발전을 촉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  Partnering toolbook : 혁신적인 파트너십을 생성한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주요 요소를 식별하기 위한 방법이 담겨있다.

 

사회적 영향력(social impact) 측정 및 증거 수집
 

세번째 단계인 개발 및 테스트 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통하여 제품 혹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였고, 변화이론에 기반하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달성하려고 하는지도 설명되었을 것이다. 

https://www.theguardian.com/social-enterprise-network/2014/feb/10/how-to-guide-funding-your-social-enterprise
https://www.theguardian.com/social-enterprise-network/2014/feb/10/how-to-guide-funding-your-social-enterprise
https://fa-se.de/en/
https://nestainvestments.org.uk/
https://evpa.eu.com/
https://evpa.eu.com/
https://nestainvestments.org.uk/5-tips-for-pitching-to-an-investor/
https://www.oneplanetcrowd.com/en
https://www.nesta.org.uk/report/matching-the-crowd-combining-crowdfunding-and-institutional-funding-to-get-great-ideas-off-the-ground/
https://www.nesta.org.uk/report/matching-the-crowd-combining-crowdfunding-and-institutional-funding-to-get-great-ideas-off-the-ground/
https://www.nesta.org.uk/blog/diy-learn-module-of-the-month-building-partnerships-map
http://www.toolkitsportdevelopment.org/html/resources/E1/E1585B25-8A8A-44A9-BC6C-F519987AD2CE/pt-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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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접근법을 설계할 때의 가정을 테스트하는데 도움을 주고, 

원하는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한 일을 개선하게 만든다. 따라서 당신의 개입이 사용자에게 의도했던 긍정적

인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방법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그들의 

투자가 효과적임을 확신시키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증거와 이야기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매년 한 시점에서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을 평가하는것 보다는, 측정을 위한 지속적인 데

이터 수집을 운영 프로세스에 포함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며, 보다 적절한 시점에서 

파악하고 가정을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알 수 있는 것과 원하는 것에 대한 한계 설정이 중요하다. 

데이터 수집 방법에는 설문 조사, 인터뷰, 관찰 및 기존 데이터 및 통계 사용이 포함될 수 있다. 질적 및

양적 데이터를 결합하여 작업 효과에 대한 풍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할 때는 조직 내의 언어 장벽이나 권력 구조와 같은 문제에 유의하여야 한다.

영향을 측정 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 :

 

•  Social Impact Navigator : Phineo의 유용한 가이드 북은 단계별 설명과 실제 사례를 통하여, 혁신 

 프로세스에 임팩트 지향점을 통합하도록 도움을 준다. Part I 결과 계획, Part II 결과 분석, Part III 

 결과 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  Avance와 European Philanthropy Association에서 발행한 Practical guide to measuring

 and managing impact는 목표를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자료이다.

•  Nesta에서 만든 사회혁신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는 그들의 영향력을 입증하고 계획, 프로젝트를

 개선하며 학습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  Nesta에서 발행한 Setting our sights: A strategy for maximising social impact(목표설정 :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와 standards of evidence는 임팩트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사례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  글로벌 임팩트투자 네트워크(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의 보고서는 왜 임팩트 투자자들이 

 그들의 임팩트를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소셜 비즈니스는 대부분 

 그들의 제품이 고객을 이끌어 내며 더 높은 수준의 증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더 명확한 인지도를 

 보일 때 성장한다. Nesta의 접근법은 Standards of Evidence for Impact Investing에서 확인 

 가능하다. 

•  데이터 수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설문 조사, 인터뷰 또는 사용자 관찰 관련 각각 링크를 

 확인하라. 

 

https://www.phineo.org/themen/social-impact-navigator
https://www.avance-impact.nl/av2015/content/uploads/2016/02/EVPA_A_Practical_Guide_to_Measuring_and_-Managing_Impact_final.pdf
https://www.avance-impact.nl/av2015/content/uploads/2016/02/EVPA_A_Practical_Guide_to_Measuring_and_-Managing_Impact_final.pdf
https://www.nesta.org.uk/report/knowledge-and-learning-for-social-projects-aiming-to-grow-or-scale/
https://www.nesta.org.uk/report/setting-our-sights-a-strategy-for-maximising-social-impact/
https://www.nesta.org.uk/report/nesta-standards-of-evidence/
https://thegiin.org/research/publication/imm-survey
https://nestainvestments.org.uk/wp-content/uploads/2015/01/standards_of_evidence_for_impact_investing.pdf
https://www.wikihow.com/Create-a-Survey
http://designresearchtechniques.com/casestudies/semi-structured-interviews/
https://www.interaction-design.org/literature/article/how-to-conduct-user-obser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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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달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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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Implementation)은 아이디어를 개념에서 현실로 옮기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지속가능한 구현을 위한 계획 및 관리로 초점이 옮겨 갈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매우 실질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기술, 사람, 건물, 물리적인 

자원 및 다른 기관의 지원 등의 영역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곧 시작될 작업에 매몰되지 않기 위하여,

 ‘주요 작업목록’을 사용하여 먼저 진행해야 하는 작업의 우선 순위를 정할 수도 있다.

가장 까다로운 고객과 (잠재적)투자자의 시선으로 계획을 살펴보는 방법도 도움이 된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들이 가치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에게 가치있는가?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실현 가능한가? 이 장에서는 이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 단계의 마지막에서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고 펀딩 옵션에 따라 행동하게 될 것이다.

조직 구조
 

구현하고자 하는 서비스 또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 구조가 필요한가? 아직 특정한 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라면, 계획에 가장 적합한 법적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선 단체인가, 

유한 회사인가, 아니면 그 외 다른 형태인가? 조직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는 의사 결정 방법,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법적 주체를 조사하라. 예를 들어 B-corps 지위가 여러분의 

나라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영국에서는 많은 사회적 기업이 CIC(Community Interest Company)를 선택한다. 협동 조합에서부터 

재단이나 유한 회사에 이르기까지, 목적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직구조 그리고 개별국가의 상황에 맞는 

법적 주체로 등록할 수 있다.

팀 발전
 

팀 구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요소 중 하나다.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팀원들의 합이 잘 맞고, 공통된 목표를 가졌으며, 팀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명확하게 분산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선 팀 내에서 수행되어야 할 역할을 잘 정의해야 한다. 일을 준비할 사람, 회계를 

담당할 사람, 마케팅 및 판매를 담당할 사람, 시스템을 설치할 사람, 그리고 아마도 직원 및 자원 봉사자를 

교육할 사람들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필요한 기술/역할에 적합한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자원 봉사 관리 및 리더십 개발과 같은 영역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http://diytoolkit.org/tools/critical-tasks-list/
https://bcorporation.uk/
https://en.wikipedia.org/wiki/Community_interest_company


30

많은 사회혁신 계획은 자원 봉사자에게 크게 의존한다. 자원봉사자들이 동기 부여할 수 있도록 그들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나? 지속가능한 상호관계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는가? 그리고 조직 및 주변 지역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참여하고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리더십이 필요한가?

팀 발전을 위한 도구와 방법 : 

• Nesta가 공무원들을 위해 개발한 The competency framework(역량 프레임 워크)는 팀이 필요로

하는 주요 기술, 자질 및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유명한 CEO인 Ricardo Semler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조직 민주주의 형태를 본인의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가 어떻게 하는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How to run a company with (almost) no

rules(거의 규칙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를 보자.

•  Roselinde Torres는‘What it takes to be a good leaker(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것)̓에 대한 25년간의 관찰을 기반으로, 앞으로 발전을 위해 조직의 리더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해 이야기한다

• Tom Wujec의 TED 토크‘Build a tower, Build a Team(탑을 쌓고, 팀을 구축하라)’에서는 팀 

빌딩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변화 사례는 어떻게 만드는가? 그리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혁신에 다른 사람들을 

참여시킬까? 어떻게 사람들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지 확신할 수 있는가? 당신이 만드는 

혁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납득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주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진이나 영화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하여, 지역사회나 언론, 소셜미디어 등을 

대상으로 임팩트 중심의 조직으로서 당신의 미션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락하기 원하는 다양한 언론 매체에 정신을 뺏기기 전, 제안할 핵심 가치를 준비해야 한다. 

메시지를 요약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1분 스피치 연습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며 

완성해 나가라. 이처럼 중요한 기반을 갖춘다면, 언론매체/소셜 미디어/인터뷰 및 스토리텔링 등 다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https://www.nesta.org.uk/blog/what-are-skills-and-attitudes-successful-public-problem-solving/
https://www.ted.com/talks/ricardo_semler_how_to_run_a_company_with_almost_no_rules
https://www.ted.com/talks/ricardo_semler_how_to_run_a_company_with_almost_no_rules
https://www.ted.com/talks/roselinde_torres_what_it_takes_to_be_a_great_leader
https://www.ted.com/talks/tom_wujec_build_a_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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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발전을 위한 도구와 방법 :

Semi- nalists at work with their coach during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 2017 / Victor Luengo / 
CC BY 4.0

• DIY 툴킷의 Marketing Mix(마케팅 믹스)는 주요 이해 관계자들이 당신의 계획이나 프로젝트를승

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사내 벤처에 보다 초점을 두고 있지만, Pitch Creation 101 블로그는 피칭 발표자료 준비에도유용

한 조언을 제공한다

•  비언어적 의사 소통도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중요하다.  Amy Cuddy의 Your body language

may shape who you are(몸의 언어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를 보라.

• 아이디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왜’에 관한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 Simon Sinek의 TED Talk

How great leaders inspire action(위대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을 유도하는가)가 

• 소셜 미디어 전략을 위해, CoSchedule 블로그에서 소셜 미디어 전략을 만드는 방법 (3 단계 및 템

플릿)을 살펴보아라.

도움이 될 것이다.

http://diytoolkit.org/tools/marketing-mix/
https://www.linkedin.com/pulse/pitch-creation-101-advice-prepare-your-deck-chiara-sommer/?trk=hp-feed-article-title-like
https://www.youtube.com/watch?v=Ks-_Mh1QhMc
https://www.youtube.com/watch?v=qp0HIF3SfI4
https://coschedule.com/blog/social-media-marketing-strategy-template/
https://coschedule.com/blog/social-media-marketing-strategy-template/
https://www.youtube.com/watch?v=Ks-_Mh1Qh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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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장, 확장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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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확장 및 확산은 해결하고자 하는 필요를 다루기 위해 혁신의 임팩트를 증가/상승 시키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도달 범위가 사회 전반이나 타겟 그룹 내 상당부분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영향력을 키우고 임팩트를 성취하는 데에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 이 단계의 마지막에서 당신은 확장할 

준비가 되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성장을 위한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거나, 기존 방법을 확산하거나, 컨셉에 맞춘 소셜 프렌차이즈를 택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에 내용은 Making it Big-Scaling Social innovations (2014.cc BY-NC-SA)에서 발췌했다:

확장에 대한 보상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사회문제 혹은 사회적 필요가 있는 이슈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아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 그러나 확장이 모든 사례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Nesta의 보고서 In and Out of Sync14는 확장가능한 사회혁신은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초기 맥락 그 이상의 관련이 있는가

•   상대적으로 단순한가

•   다른 대안보다 분명히 나은가

•   특정 개인의 재능에만 의존하지 않는가

비용도 중요하다. 확장 가능한 혁신은 현존하는 해결책에 비교하여 재정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확장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아이디어가, 구매자 입장에서는 경쟁자와 세부적으로 비용 분석을 할 때 매우 

비싸게 보일 수 있다. 세상은 불행히도 ‘금으로 장식한 파일럿 프로그램(처음에는 잘 되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 – 몇몇 군데에서는 잘 진행되는 프로젝트가 비용이 높기에 확산하기에는 

쉽지 않다. 

전통적 의미에서 확장은 돈과 노력이 많이 든다. 게다가 당신은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확장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사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확장이 자신에게 적합한지, 만약 그렇다면 어떤 창의적 방법을 쓸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숙고하는 것도 

중요하다.

확장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할까? 아래 방법과 프레임워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4 Making it Big – 본 6장의 내용을 참고한 원자료 한글 요약본. 확산의 경로와 체크리스트를 볼수 있다. 링크

https://www.nesta.org.uk/report/making-it-big-strategies-for-scaling-social-innovations/
https://www.nesta.org.uk/report/in-and-out-of-sync/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VYzRAE-6ZXPBppimpNqcgrEql_LlbyBQqJcpHeVjNU/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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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확장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한장의 그림으로 설명함. 

16 확장시 고려할 사항을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포함하고 있음.

17  장기적인 사회혁신의 확장은 Nesta의 오랜 관심으로, 이 보고서는 In and Out Sync와 Make it Big의 연장선상에 있음. 

   영국내 사회혁신 확장의 가능성과 성과를 정리한 보고서로, 확장을 위한 전략적 요소와 케이스를 보여줌.

18   콜라 소비자로서 콜라 맛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됨. Afri Cola 새 소유자가 제조법을 비밀리에 변경했는데, 소비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거부. 맛에 실망한 고객들이 회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소비자에서 콜라 생산업체가 되기로 함. 

1,000병으로 시작해 지역사회에 프리미엄 콜라가 유통되도록 했고, 1680여 파트너들과 합의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CEO인 본인과 화물운송업자, 회계사 모두 시간당 18유로로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경제를 변화시키고, 약자와 함께 

더 많은 참여와 협력하도록 돕고 싶어함. 좌우명은 “프리미엄은 고품질로 공정하고 생태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19 Co-operative Trust School, Teach for All, Realising Ambition Program 3가지 사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20 무료, 혹은 프리미엄으로 사용할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개. Red Hat, Mysql, SaaS 등.

확장을 위한 도구와 방법

•  Nesta의 확장 계획15 : 혁신을 확장하기 위한 여러 방법 탐색

• Rizwan Tayabali for Ashoka Globalizer에 의한 The PATRI Framwork for Scailing Social Impact

(사회적 영향의 확장을 위한 PATRI 프레임워크)16

•  성장과 확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 프로젝트를 위한 지식과 학습 : 임팩트 입증, 사업 개선, 학습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회혁신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Nesta의 크게 성공하기 : 사회혁신 확장을 위한 전략,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혁신 확장에 

관한 통찰17

•  Mark Cheung for Ashoka Globalizer의 확장을 위한 금융 옵션 

•  동반 성장 : 기업/스타트업 협력에서 장애물 극복을 위한 Nesta의 발행물 

확산
 

상황에 따라 성장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 2015년 유럽 사회혁신 경진대회(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에 참석한 프리미엄 콜라의 Uwe Lubbermann18은 사회혁신이나 사회적 기업가들

은 합의 민주주의을 통한 해결책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펀딩 프로세스를 의도적으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프리미엄 콜라는 배송 지역, 배송 시간, 계약, 성장 속도, 기업 규모를 의도적으로 제한하였다. 

아이디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핵심 아이디어는 오픈소스로 사용가능하게 하고 전략적 파트너와 협력하여서 

회사와 분리한다. 아래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료들이다.

확산을 위한 도구와 방법

• Young Foundation이 만든 Spreading Social lnnovations - A case study report

(사회혁신의 확산 사례연구)19

•  Daniel Rubenstein이 만든 4 successful open source business models to consider 

(활용할 만한 4가지 성공한 오픈소스 비즈니스)20

‥

https://www.nesta.org.uk/toolkit/scaling-plan/
https://www.changemakers.com/patri-framework-scaling-social-impacthttps:/www.ashoka.org/en/program/ashoka-globalizer
https://www.nesta.org.uk/report/knowledge-and-learning-for-social-projects-aiming-to-grow-or-scale/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2&v=_JMJW_xsq5w
https://www.nesta.org.uk/report/scaling-together-overcoming-barriers-in-corporate-startup-collaborations/
http://www.premium-cola.de/
https://opensource.com/article/17/12/open-source-business-models?utm_campaign=intrel
https://www.nesta.org.uk/report/making-it-big-strategies-for-scaling-social-innovations/
https://youngfoundation.org/publications/spreading-social-innovations-case-study-report/
https://opensource.com/article/17/12/open-source-business-models?utm_campaign=intr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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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스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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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나선(innovation spiral)에서 시스템 변화는 이례적이다: 이는 이전 여섯 단계에서 반드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혁신 실행에 있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는 타인뿐 아니라 내가 속해있고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수반한다.

크든 작든 어느 시스템을 변경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명한 파트너쉽, 로비, 인내력 때로는 기술 사용법 

역시 중요하다.

특정 지역의 노인들의 고독 문제나 돌봄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어떤 법률이나 자금조달 구조를 조정해야 하는가? 새로운 시스템 내 그룹에서 (사회적) 기업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 혹은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이용자와 

소비자간 가치 변화를 필요로 할까? 시스템 변화는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유럽 사회혁신 대회를 통해 유럽인들을 혁신가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작은 행동들과 큰 이슈들과의 

연관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유럽 전역에 걸친 협력을 통해 변화가 필요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시스템 변화 관련 참조 자료 

•  ‘Systems Change—Big or Small?’아쇼카 글로벌라이저에서 일하는 Odin Muhlenbein의 책. 

시스템 변화는 위협적으로 들릴 수 있다.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의 기사를 통해

Odin Muhlenbein은 시스템의 규모에 대해 설명한다.

• TRANSIT 프로젝트가 작성한 Transformative social innovation(변형하는 사회혁신)이 리서치 

프로젝트를 통해‘사회혁신의 변형화’라는 이론이 개발되었다. 우위를 가진 기관 및 구조가 받는 

도전/변경/교체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연구했다.

• 지루한 혁명의 필요성 건축가, project00의 공동 창업자이자 Young Foundation의 선임 혁신 파

트너(Senior Innovation Associate)인 Indy Johar의 글. 이 글에서 Indy Johar는 시스템변화

를 위한 제도적 혁신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 도넛경제: 21세기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일곱가지 방법 옥스포드 대학교 내의 환경변화연구소 선

임연구자 Kate Raworth, 작성. Kate Raworth는 오늘날의 경제를 구성하고 이해하는 새로운 방

법을 보여주며,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디자인하기 위해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한다.

‥

‥

https://ssir.org/articles/entry/systems_changebig_or_small
https://provocations.darkmatterlabs.org/the-necessity-of-a-boring-revolution-a71b1ae6f956
https://www.project00.cc/
https://www.kateraworth.com/dough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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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을 바꾼다: 건강을 위한 글로벌 사회 운동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Nesta가

발행한 이 보고서는 40명의 사회운동 지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회운동을 

확장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다루고 있다.

A semi- nalist at work with his coach during the social innovation academy 2017 in Madrid / Victor Luengo / 
CC BY 4.0

https://www.nesta.org.uk/report/we-change-the-world-what-can-we-learn-from-global-social-movements-for-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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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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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위원회 – 국내 시장, 산업, 기업가정신 및 중소기업들의 집행위원회 

DG GROW는 브뤼쉘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치 지도자 Elzbieta Bienkowska 위원 아래

1100명의 직원이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위원은 중소기업 특사로서 모든 EU 정책이“작은 생각 먼저하기”원칙을 존중하도록 보장한다.

DR GROW는 상품과 서비스 관련 국내 시장을 관리하고, 공간을 포함한“전략적 경제 부분”을

관리 감독한다. 또한, 산업 변화를 지원하며, 공유경제나 사회혁신과 같은 최근 트렌드를 포함한

새로운 성장 동력원을 촉진시킨다.

Nesta

Nesta는 혁신과 관련된 영국에 자선단체이다. Nesta는 멋진 아이디어가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만드는 성공적인 혁신 아이템이 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 16년 동안 Nesta는 발명가부터 

비디오게임 제작자, 보육서비스 제공자, 기후변화 문제에 해결책을 고민하는 커뮤니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백명의 창의적인 개인들과 수십개의 기업과 공익단체에게 도움을 주었다. Nesta의 CCP 

(Centre for Challenge Prizes)는 사회적 임팩트에 대한 시상 및 대회 설계/개발 전문성 관련하여 

국제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유럽 사회혁신 대회 컨소시엄을 책임지고 있다.

Kennisland (KL)

Kennisland의 미션은 사회를 보다 현명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며 스스로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고양하는 것이다. Kennisland는 지식 주도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고, 이러한 과정들의 선봉에 서 있다. 더 잘 개입함으서, 커미션에 기반하고 우리 

자신의 계획 양 측에서 더 잘 개입함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배운다. 

Kennisland는 혁신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단체로 정평이 나 있고, 유럽 사회혁신 

경진 대회 아카데미(Academy of the European Social Innovation Competition)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Scholz & Friends

Scholz & Friends는 독일어권 최고 기관 중 하나이며, Orchestra of Ideas를 통해서만 그들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제공한다. 이 에이전시는 공공 기관이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인정을 받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WPP의 정부 및 공공 부문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cholz & Friends는 성공적이고 통합적인 기관 캠페인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및 홍보 

서비스를 제안/개발/실현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으며, 유럽 전역의 이벤트 커뮤니케이션 및 단체

들에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
′

http://ec.europa.eu/growth/
http://www.nesta.org.uk/
https://www.kl.nl/en/
https://s-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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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oLL

유럽 리빙랩 네트워크(ENoLL)는 열린 혁신 생태계(리빙랩)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사람 중심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혁신을 특징으로 한다. 이 네트워크와 멤버들은 중소 규모의

글로벌 기업, 공공분야, 단체 및 시민들에게 혁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ENoLL은 사업과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세수와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지방 자치 단체, 대학, 지역,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개발 및 시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계 약 400개의 living lab들을 인증했다.

Ashoka

Ashoka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체인지메이커로서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세상을 꿈꾼다.

이를 위하여 그들은 사회혁신의 세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 :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지원하고,

변화를 위한 교육을 촉진하며, 기업 내에서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1980년부터 Ashoka는 사업의 영향을 확대하고 가속화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가

(아쇼카 펠로우)를 선정하고 지원했다.

현재 Ashoka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사회적 기업가 네트워크로서, 90개 국가에서 3,400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가 연결되어 있다. 

http://www.openlivinglabs.eu/
https://www.ashoka.or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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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Making it Big : Strategies for Scaling Social innovations 

6장에 소개된 확장과 확산 내용의 전신은 In and Out Sync와 Making it Big이다. In and Out Sync가 

보다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다면, Making it Big은 사회혁신과 확장의 정의, 확장시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해 

좀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아래는 Making it Big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아래 표의 확장 경로는 소셜 임팩트를 위한 여러 방법과 활동 방법을 잘 정리하고 있어 전략 구상 시 활용이 

가능하다.

우리 사업에서 확장이 왜 필요한가? 확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을 확장하려 하는가?와 같은 중요한 질문에 

BRAC, Teach First, GoodGym 등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SCALING ROUTES: HOW CAN SOCIAL INNOVATORS SPREAD THEIR INNOVATIONS? 

 

활동/공급 일하는 방식 조직 모델

제품과 서비스 - 물리적 

가상적 형태로 고객이나 

사용자에게 제공

프로그램 - 장기 목적의 

활동과 측정 세트

원칙, 가치,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 다른 맥락에서 

적용될 수 있는

역할 – 사람들에게 있는 

암묵지, 마인드셋

구조와 관계 – 조직이     

특별한 방식으로 혁신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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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ING A SOCIAL INNOVATION: POTENTIAL FOCUSES FOR SCALING

확장 경로 모델 & 방법 활 동

영향력과 조언

Influence and Advice

캠페인과 옹호활동

컨설팅

교육훈련

대중연설

출판

입법자와의 연계

전통 미디어, 소셜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조언, 교육훈련

전달 네트워크 구축

Build a delivery network

연합, 멤버십 모델

실천 커뮤니티

인증마크

라이선스

프랜차이즈

유통 계약

협업

재현 Representation

옹호, 인식 개선

지식전달, 프로세스 성문화, 

우수사례 공유, 툴 제공

교육훈련, 지원, 품질 인증

커뮤니티와 운동 구축

전략적 파트너쉽 형성

Form strategic 

partnership

전략적 제휴

공공섹터로 주류화

다른조직 인프라에 편승

조인트 벤처

인수 합병

확장에 동의하는 다른 

조직들과 파트너쉽

지식 이전

공동의 가치와 미션 창출

전달위한 조직 성장

Grow and organization 

to deliver

새로운 지부 설정

중앙팀의 전달 역량 강화

직원과 팀 역량 구축

자금/투자 유치

조직 역량과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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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사회목적이 무엇인가?

•목표달성을 위한 사례실천 practice는 충분한가?

•기회의 크기는 얼마나 되나? 확장은 실제로 어떤 것인가?

•개인적 조직적 가치는 무엇인가?

•설립자/리더로서 개인적 열망은 무엇인가?

•재무적 기대는?

어떤 경로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종류의 경로?

•서로 다른 경로의 리스크와 장점은?

•컨트럴 얼마나 원하거나/필요있는지. 타이트 VS 루즈의 함의점은 무엇인가?

•우리 역량에 어떤 확장 활동이 맞나?

•새로운 핵심능력이 필요하다면 자체 개발 VS 다른 링크 좋을지? 누가 링크할수 있는지?

어떻게 확장을 촉진할 것인가?

•우리의 기술이나 지식이 목적에 맞는지? 주요 간극은 무엇인지? (조직변화, 책무성, 마케팅, 재무, 증거..)

•책무성과 거버넌스가 바뀔 필요 있는지?

•시니어직원이 강한 리더십과 집중하고 있는지? 조직성장이나 관리변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운영 기술이 있을지?

•변화나 성장 상황에서 목적, 문화, 가치를 공유하는 감각을 어떻게 구축하나?

•새로운 핵심능력이 필요하다면 자체 개발 VS 다른 링크 좋을지? 누가 링크할 수 있는지?

무엇을 확장할 것인가?

•사회변화를 어떻게 프레임할 것인가?

•전달모델이 작동하기 위한 기본 fundamental은 무엇인가?

•혁신이 효과적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사회혁신 달성의 핵심은 무엇?

•지불비용은 무엇인가? 누가 전달할지? 누가 사용? 누가 수혜자인지?

•이미 있는 혁신과 어떻게 부합되는가? 현 시스템이나 구조가 우리것을 지지 또는 도전하나?

•비용편익 고려한 가시적인 비즈니스모델 있나?

•우리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더큰 규모로 가능한가 또는 확산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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