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글로벌 정책 리서치」유럽연수 결과 보고
◇ 영국, 네덜란드 주요 국제도시를 방문, 유럽지역 지자체의 행정혁신 및
민관협력, 주민참여 정책 사례 비교 및 선진 행정 흐름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한「2019 글로벌정책리서치 연수」영국 연수 결과를 보고드림

2019년 시․도공무원
유럽 글로벌정책리서치 결과 보고서

Ⅰ

개

요

 목적 및 추진방향
○ 민관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조류에 맞춰 영국, 네덜란드 주민참여 시스템
비교를 통한 행정(정책)의 효율적 운용방안 모색
○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된 행정, 중간지원조직, 사업자 등 각 주체
별 주민참여를 바라보는 기본인식 구조를 파악
- 국가별 운영체계 등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 지자체 관련 정책 추진시
검토 자료로 활용
○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야를 포괄(환경, 도시재생, 일반정책)하는 종합적
인 시각에서 민관협력 시스템 비교 및 이해할 수 있도록 기관∙현장방문

 연수 개요
○ 연수기간 : 2019. 10. 12.(토) ~ 10. 20(일), 7박9일
○ 연수지역 : 네덜란드(암스테르담), 영국(런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Governors Association of Korea

○ 참가대상 : 16명
-(시도‧시군구) 도시계획/환경 등 실무 공무원 12명
-(시도지사협) 본부 2, 영국사무소 2

영국사무소
 연수주제 : 유럽 주요국가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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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행정입장)
- (현장방문) 런던 킹스턴구 Cock Crescent 프로젝트 방문
- (현장방문) 암스테르담 Buiksloertham 지역 거리개발
- (강의)「2019 영국 지자체 개황」: 주민참여 영국적 특징 설명

<참고> 일정표
일 자
1일차
10.12(토)
2일차

○ 계획수립이후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중간지원조직 입장)

10.13(일)

교통편

시간

항공

18:55

전용차량

전일
10:00∼11:30

- 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 : 계획수립 및 민관연 참여 정책집행-환류
- Design Council : 계획수립이후 행정과 주민간 중간매개 지원

3일차
10.14(월)

문제해결 혁신 프로젝트 등)
○ 집행과정에서 주민참여(개발사업자 시각)

4일차

전용차량/

10.15(화)

항공

<문화시찰1> 네덜란드 관광자원(암스테르담 운하 시찰, 풍
차 민속촌) 탐방
【기관방문1】 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 방문

14:30∼16:00

<문화시찰2> 네덜란드 관광자원(히트호른 운하마을) 시찰

09:30∼11:00

【현장방문 1】 Buiksloertham 지역 거리개발 주민참여
- 주민참여 거리 디자인 사례 도입 등

16:10

- 주민참여 유도 도시개발사업 현장 시찰 (런던 그린위치)

○ 네덜란드 입국(인천공항→암스테르담공항)

- 암스테르담 지역혁신 촉진 민관 네트웍 협력

전용차량

- 영파운데이션 : 사회혁신 중간지원조직 사례(사회구조적 불평등

세 부 내 용

10:00∼11:30

○ 영국 입국(암스테르담공항→런던공항)
【기관방문2】 영국 지자체 개황 - 오택림 참사관
Brexit 개관 - 고경민 참사관

5일차
10.16(수)

전용차량

14:30∼16:00

【기관방문3】 Kingston 도시재생(Cock crescent Project)
- 양영지 협력관
- Cllr. Simon Edward

17:00~18:00
09:00~11:30
6일차
10.17(목)

8일차
10.18(금)

9일차
10.1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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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량

전용차량

14:30∼16:30

【현장방문2】 Royal PARK 시설 : Regent Park 시찰
【현장방문3】 Royal PARK 시설 : Hyde, Green, St. James Park
【기관방문4】 Young Foundation 면담(사회혁신 기관)
- 커뮤니티 주도 사회혁신, 민관협력 프로젝트 사례

09:30~11:00

【기관방문5】 Design Council 면담(지자체-연구기관 협력)

11:00∼12:00

【현장방문4】 Knight Dragon 그린위치 도시개발

16:00∼17:00

【기관방문6】 연수 정리회의(주영국한국대사관)

전일

<문화시찰3> 영국 관광자원(대영박물관, 코벤트가든) 시찰

16:30

○ 이동(런던공항→인천공항)

전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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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방문 등 세부내용
 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 방문 : 정책탐방
□ 지역 혁신촉진 민관협력 네트웍 사례 정책 연수 개요
○ 일

시 : 10. 14.(월) 10:00 ~ 11:30

○ 장

소 : Gebouw 002A, Kattenburgerstraat 5, 1018 JA, Amsterdam

○ 면 담 자 : Ms. Cornelia Dinca 암스테르담 스마트 시티 리드
○ 연수주제 : 민관협력 네트웍을 통한 광역 암스테르담 지역 혁신촉진
프로젝트 사례

【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Amsterdam Economic Board】
◊ 개요 : 2개의 광역주(Province) 및 32개의 기초지방행정체(Municipality)가 모여
광역 암스테르담 지역혁신을 위해 정부, 기업, 지식/연구 기구 세 주체가 협력.
◊ 구성 : 암스테르담 시장을 위원장으로 23명의 주요 기업 리더, 학계 학자,
지방행정제 출신 임원으로 구성
◊ 설립목적 : 2015년까지 암스테르담 광역지구 (The Amsterdam Metropolitan
Area)를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하는데 있어 모든 자원, 전문지식 및
네트워크를 함께 뭉치기 위한 목표로 발족
◊ 기능 : 실질적 업무 실행은 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의제위원회(The Agenda
Committee)가 하며, 의제위원회에서 경제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 및 정책으로
채택되면 경제위원회는 그 시행이 잘 지켜지는지를 감독. 정기적으로 240여개의
개인 및 단체가 가입한 네트워크 카운슬(The Network Council) 등 네트워킹 장
마련 및 지역단체를 초대, 광역도시의 미래에 대한 조언 및 의견 수렴.
◊ 홈페이지 : https://www.amsterdameconomicboard.com/en

□ 주요내용
○ (설립 배경) 2010년 OECD 보고서의 암스테르담 지역 번영을 위한 민
관협력 부족함 지적 및 큰 운영효과가 없던 전신 기구의 개혁을 계기
로 지방정부(시장)가 주체가 되어 지역혁신 촉진 업무를 수행 및 민
관협력을 강화한 AEB를 설립.
50% 예산은 2개 주, 32개 기초지자체 합동 예산 pot에서 충당, 50%는 기업
및 지식/연구 기구에서 옴(연간 예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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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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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 세계 공통적으로 3 주체(정부, 기업, 지식/연구 기구)가 협력사

⇒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업, 행정, 연구기관간 협업이 이뤄지면서, 벤처기업

회혁신을 이루는데, 암스테르담경제위원회(AEB)도 동일한 협력구도.

지원, 시의 경제발전 아젠다에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암스테르담 시장 포함 3 주체의 지역 최고 리더 23명이 위원회 임원을 구성.

flatform 형성, 특히 이를 지원하는 민간연구기관이 thinktank 역할

·

1년 4회 모여 6가지 사회적 challenge에 대한 장(2025년까지) 단기 타겟 및
전략을 수립. 광역 암스테르담이 2025년까지 유럽 내 top 3의 매력적인,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목적 부연에 있음.

전략수립을 제외한 실무는 이사회 25명 직원이 수행. 각 6가지 사회적

challenge별 전문인 lead가 업무수행의 총 책임.

○ 업무상 smart city, 기후변화 등 암스테르담이 당면한 미래과제(OECD
보고서 등 지적내용)를 시 발전 3개 아젠다로 설정하고 역량 집중
○ 운영체계상 행정기관내 설치가 아닌 독립 위원회(Board)로 연구기관
논의 → 내부 검토 → 위원회 최종결정 등 행정적 경직성 탈피,

○ (주요운영내용) 기업, 시민, 청년대상 네트워킹 프로그램, 로비활동, 스
토리텔링 등 지역혁신 촉진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각종

flexible 한 위원회 운영
- 암스테르담 시장이 적극참여하면서, 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됨

프로젝트 운영
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3가지 네트워킹 운영 : 150여개의 큰 기업과 신생
SMEs를 연결 및 펀딩기회, 특정 토픽 자문제공 연계 등의 네트워킹 지원(기
업 크기에 따라 참여를 위한 재정적 기여도가 달라짐)하는 기업간 네트워킹,
주민에 의한 top-down 아이디어 반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암스테르담
스마트시티 온라인/오프라인 네트워킹 플랫폼 운영, 2000년 이후 태어난 촉망
되는 젋은이들과 AEB간의 1년 3회 미팅/네트워크 마련.
데이터 교환 : 지역 기업들간 데이터 교환 및 공유를 통한 상호혜택을 받
을 수 있는 생태계 구성 등의 시너지 효과, 혁신이 일어나도록 촉진 (예: 네
더란드 항공사와 암스테르담 공항의 다른 항공회사들간의 데이터 교환 촉
진 등)

 바우크스로터함 거리개발 지역 방문 : 정책탐방
□ 주민참여 거리개발 사례 현장방문
○ 일

시 : 10. 15.(화) 09:30 ~ 11:00

○ 장

소 : Bosrankstraat 33, 1032 LH, Amsterdam

○ 면 담 자 : Mr. John Zondag 거리 디자인 참여 건축가/주민대표
○ 연수주제 : 바우크스로터함 지역 거리개발 주민참여 사례

【Buiksloertham 지역 거리개발 주민참여 사례】

테크 컨택트 : 유럽의 데이터 센터 기지로의 암스테르담시의 인력공급을
위한 이민자 대상 코딩, 스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의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그 외 전기자동차 사용 촉진, 도시 이동성/접근성 증진, 공공보건 증진

◊

내용 : 암스테르담 북부 신 개발지역
바우크스로터함(Buiksloertham)
지역에서
주민들이 동네 거리와 공원 조성에 직접
참여한 사례

등의 지속가능한 도시 목표 수립위한 프로젝트 운영

□ 시사점
○ 암스테르담시 단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연 3주체가 참여하는 민간
성격의 별도 위원회 설립, 3주체의 경제발전을 위한 참여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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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리 보스랑크스트라트 (Bosrank- straat)
: Bosrank 거리는 바우크 슬로터함에서
최초로 자가-건축된 거리로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의 집 뿐만 아니라 거리 디자인에도
참여함. 주민들이 공동으로 계획안을 내놓 았는데, 주차 공간 대신 만남의 장소,
놀이터, 녹지대를 많이 포함시킨 것이 특징. 디테일한 도안들과 대형 모델을
사용하여 행정부를 최종적으로 설득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보스랑크스트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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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는 전적으로 이웃주민들의 계획안에 따라 조성됨.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거리를 운영할 책임을 지니며, 거리의 녹지대를 돌보고 거리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을 스스로 관리함

하는 top-down형식이 아닌, 바우크스터로함 지역 가장 작은 Unit을 단위로 주

2) 공원 빠빠페르파크(Papaverpark) : 원예 솜씨가 좋은 이웃주민들로 구성된 한
커뮤니티 단체가 암스테르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지역에 들어설 Papaver
공원을 위한 디자인 위원회를 결성함. 동네 주민들을 인터뷰하며 공원에 대한
희망사항과 아이디어 목록을 작성하였고, 이 목록은 ‘열린-계획 절차’에 대한
입력자료로도 사용됨. 지역 커뮤니티와 시행정부, 조경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며
나온 디자인은 지역주민의 큰 환영을 받게 됨.

주민조직 형성 이후 주민들간 다른 의견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 15회 가량 미

Papaver 공원은 야생 꽃밭, 전시용 큰 나무들의 조성, 큰 규모의 놀이터, 물가로
들어설 수 있는 콘크리트 계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이들이 수영을 하는 동안
부모들은 바베큐를 하는 등 생일 축하파티를 열수 있는 공원이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공원을 깨끗하게 유지함.

민조직이 형성 및 각 Unit별로 시청에 개발 계획안을 제출하는 bottom-up 형
식으로 진행되었음.
팅을 가졌음. 디테일한 도안, 대형 모델을 만들었고, 완성된 주민공동 계획안
을 시청측에 제출.

야외 바베큐 테이블, 의자, 특정 구조물의 설치 같은 세세한 부분부터, 특히
지역에 많은 녹지(green area)의 포함 및 많은 수의 나무가 심어질 수 있도록
시청측에 적극 요구했으며, 의견이 반영되었음.

□ 시사점
○ 대단위 개발사업자에게 지구개발을 허가할 경우, 실제 주민들의 의
사 등을 반영하기가 어려운데 대해(탑다운 특성), 시기적 특성상

□ 주요내용

주민참여 등 바텀업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을 이룬 사례

○ 산업단지였던 바우크스터로함 지역은 오염, 빈곤 등의 이슈로 과거

- 특히 당시 도시계획은 특색(도시계획 디자인)이 없었고, 녹지조성도
도 포함이 되어있지 않아 입주 희망자, 주민들에게 있어 만족스럽

회피되던 거주 지역이었음.
- 암스테르담 시청 계획부서에서는 시의 주택공급부족에 대응 하고자
구도심에서는 가까우나 산업단지였던 이 지역에 대해 재개발 계획
을 내놓았으나 당시 2008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발업자들의 적극적
인 투자수요를 유발하기가 어려웠음
- 이에 따라 시에서는 개인자격의 개발 사업을 허용했고, 주택용지 개
발지역을 구매한 건축가들(현재 이웃)과 함께 시청에 주민들이 원하
는 개발 희망사항 등을 협의하면서 세부내용을 관철

지 않았던 상황에서 주민들이 조직을 형성 및 계획부서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주민참여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다만 이를 가능케 한 내부요인 중,
(i) 이 거리를 주민참여를 통해 스스로 디자인 했던 거주자들이 대부
분 건축가 등 도시계획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이고,

○ 특히 주민참여에 의한 바우크스로터함 거리 디자인이 지방정부에 성

(ii) 거리 디자인 등 주민참여가 필요한 부분에 따른 합의에 이르는

공적으로 반영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로, 당시 운 좋게 시청 신문,
뉴스 등을 통해 해당 사례가 화제가 되었었고 암스테르담 시청측에

*기본적으로 디자인 등 의견을 낼 때, 개인적인 관심사 등 공적인 사안이 아

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시청으로서 PR을 할 수 있었기
에 큰 의견충돌이 없이 진행될 수 있었음.
시청에서 지역 개발계획 전체 마스터플란을 세운 것을 바탕으로 개발을 시작

원칙*을 세우고 그 과정의 토론과 절차 등에 익숙했다는 점
닌 경우 이후 실제운영에 따른 제반문제는 당사자 책임원칙으로 운영

(iii) 사회적 여건으로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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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있다는 점 등도 주민참여에 의한 거리개발을 이루게 만든
역량문제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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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진행경과 및 주민참여
○ 6년 전부터 계획단계를 거처 부지선정 이후 지난 1년간 각계각층 지
역주민, 단체 그리고 사업체(기업, 자영업주)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런던 킹스턴구 지자체 : 민관협력 및 주민참여방법론

토론, 소통과정을 거쳐서 2019년 10월 최종계획안을 발행하였음

□ 킹스턴구 도시재생사업 면담 개요

- 킹스턴 카운실과 민간 개발업자간 50:50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

○ 일

시 : 10. 16.(수) 14:30 ~ 16:00

○ 장

소 : Blagdon Road, New Malden KT3 4TA

○ 면 담 자 : 킹스턴 지역의원 Cllr Simon Edwards*, 양영지 협력관

*Cocks crescent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발프로젝트 전략부 담당, 법정변호사

○ 연수주제 : 영국 도시계획행정 및 킹스턴구 Cock crescent project 도
시재생사업 주민참여 사례 연구
˂ 도시 재생사업 Cock Crescent Project >

◇

○
주변지역 혁신에
파급력을 갖고
있는 도시재생
핵심지역
○
로 지정하고
있는 주요
도시재생지역
○ 런던시에서
런던 서남권Opportuni
교통 중심ty Area
: PTAL(Publi
c Transport
Approach
Level)
( 위치) 한인 밀집지역인 뉴몰든 인근

◇○ 지역주민 편의 증진 및 공원 개선 등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
쇼핑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지 형성개선 지원 등
○ 지역
기존시설
기능 및
재검토
및 개선,
하이스트리트

- 건축 및 개발허가 승인은 2021년 초쯤으로 예상 중. 허가신청 이후
사전 건축허가 검토, 건축심의, 협의를 거쳐 카운실 개발허가 공청
회에서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결정이 내려짐
<도시재개발 절차 및 주민참여>
◇ 주민협의(간소 Co-design, 구청 자체 진행)  SPD(Supplementary
Planning Document, 개발 가이드) 수립  Design &Development
Brief 수립(개발지침 수립)을 위한 Co-Design  사업파트너 선정(민자사
업)  사업자, 주민, 구청 3자간 협의를 통한 Master Plan 수립을 위한
Co-design*  개발 허가(건축허가 포함)

* Co-design : Neighborhood Planning Act에 따라 모든 개발 사업은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하며, 그 일환으로 개발사업의 프로그램 및 물리적 배치 등을 주민들과 함께
디자인해나가는 과정을 의미

사업추진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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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개발 과정에서 주민참여 주요내용 및 절차>
- Co-design 추진방법
(i) 구청 자체에서 지역 주민 대표들과 함께 진행
(ii) Co-design 전문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여 사업 전체 Co-design 추진
- Co-design 세부 방법론1)
• 1:1 미팅 : 토지소유자, 주요 이해관계자, 토지수용대상 등
• 소그룹 워크샵 : 레저센터 및 사업부지 필요 기능 및 시설 배치 등 주민
및 이해관계자들과 테이블별로 그룹핑하여 물리적 모델스터디 등
• 대그룹 워크샵 : Walk & Talk 사업대상지를 이해관계자들과 답사하며 자유토론
• Pop-up : 사업대상지 근처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등에 가판대 및 보드 등을 설치,
사업 홍보, 설문조사 및 전단지 배포, 행인과 1:1 대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Community Day : 의견 수렴 결과 발표 및 참여에 대한 감사, 축하

- 11 -

- 홍보방법

카운실과 민간업체 각각 50% 비율로 선출하게 될 것. 민간업체에 프

• 웹사이트 + 핫라인 : 전용 전화, 구청 기존 홈페이지

로젝트 부지내 짓게 될 주거지 판매 및 소유권을 일부 넘겨주어 프로

• 이메일 홍보 : 주요 이해관계자 및 소식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된 주민

젝트 비용을 담당하게 하는 구조임.

• 포스터 : 주요 공공장소, 시내 중심, 커뮤니티 시설, 주요 모임장소, 워크
샵 장소 등에 개시

(Q3) 민간개발업자와의 추구하는 이익/가치차이에서 오는 갈등이나 어려움?

• 전자신문/구청SNS : 구청 기존 데이터베이스, SNS 등 소통 채널2)

- 킹스턴 카운실에게 있어 개발사업의 최우선 목적은 다양한 문화,
주거공간 마련, 상점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 개선인 반

□ 주요 질의 내용

면 민간업자는 이익창출이 첫 번째 목적이므로 의견충돌이 있을 수

(Q1) 진행 과정 중 겪었던 어려움

밖에 없음. 여러 민간개발업체들 중 지난 타지방정부들과 진행했던

- 재생사업으로 인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 단체, 사업

프로젝트들을 리뷰해볼 것이며, 결과가 업체 선정과정에 반영될 것

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최종계획안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큰 목

임.

표였음. 각계각층의 이익, 가치갈등에서 일어나는 의견충돌을 카운실
측에서 이해, 조사하며, 운영계획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어려웠음. 관계자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반영될 수 없는 의
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는 과정도 중요하였음.

<Cocks Crescent 사업 비전(양영지 협력관 작성)>

□ 시사점

○

<영국 런던 도시재생사업 사례_Cocks Crescent(양영지 협력관 작성)>

(Q2) 민간개발업자와의 50:50 조인트 벤처형식이란?
- 조인트 벤처 형식의 협력으로 이사진(Board of directors)들은 킹스턴
1) 한국의 사례를 보면, 서울은 별도의 도시재생사업센터를 해당지역에 개관하고 시청 및 구청 직원들로 구

성하여 상설 운영하며 도시재생사업 자원봉사자들에게 도시재생 교육을 시행하여 인플루언서가 되도록
운영
2) 킹스턴은 Let's Talk라는 의견 게재 사이트 운영(서울은 천만상상 등 시민 의견 개재 전용 사이트 운

주민 참여 도시재생 방법론은 영국이 왜 Bottom-up 방식을 이용
하는지에 대한 사회 문화적 그리고 현실적 이유가 있음

-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소유권 문제가 사업
권자로서의 지자체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봉착하는 문제인
것은 영국도 다르지 않음
- 영국은 한국과 같이 토지를 강력하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제
적 툴이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소유자의 동의,
JV(Joint Venture) 파트너 선정을 위한 사업성 제고를 위해 소유자
와의 협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민의 동의 과정이 중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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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커뮤니티가 강하지 않지만, 영국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
는 커뮤니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체들의 목소리와 활동들을 배제
하고는 실제로 도시재생이 불가능
- 커뮤니티는 어떤 방식으로는 모아진 목소리를 낼 수 있으므로 개
개인과는 다르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배제했을 경우 차후 불협
화음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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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60 Buckingham Gate, London, SW1E 6AJ

○ 면 담 자 : Mr. Adam Kybird 혁신&투자 국장
○ 연수주제 : 민관협력 네트웍을 통한 광역 암스테르담 지역 혁신촉진
프로젝트 사례

【Young Foundation 영파운데이션】
◊ 설립 : 1954. 02. 01.

- 또 영국의 도시재생이 꼭 물리적 재생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기
본적으로 사용과 운영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물리적 재생
을 동시에 고려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자인 커뮤니티들
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 건축 후 운영에도 유리
- 제도적으로는 Town and Country Plannin Act에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을 위해 Neighborhood Plan을 지역별로 세우고
Neighborhood Committee를 개최하여 개발지침 등을 수립하도록
절차적으로 규정
○

또한 건축허가나 개발허가의 마지막 단계인 Consultation도 한국
과 같이 시의원과 전문가 집단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
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고 청취한 뒤 허가 여
부를 결정하므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점이 있음

◊ 성격 :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비정부기구 싱크탱크
◊ 배경 : 영국 Open University, 경제사회 연구위원회(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 ESRC) 등 60개가 넘는 기관들을 설립한 영국의 저명한
사회학자 Michael Young에 의해 1954년 설립되었으며 영 파운데이션의 이름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지어짐.
◊ 기능 : 지난 60여 년간 영국에서 사회문제를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을 추진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사회혁신 관련 연구조사 및
정책입안, 새로운 사회혁신 조직 창설, 창조적이고 새로운 기술/정책사용의 지원
등 사회혁신 지원기관으로서 기능해오고 있음. 건강, 고령화, 교육, 지역공동체,
재생, 주거, 청년리더쉽, 사회적기업 육성, 복지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사회문제를 다루며, 혁신적인 아이디어 연구 및 각종 프로젝트와 민간 기관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으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음.
◊ 홈페이지 : https://youngfoundation.org/

- 다만, 영국에서도 보통 시간이 많거나 여유가 있는 노인층의 참여가
높은 편이고 젊은 계층 및 직장인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생활이 척박한 곳일수록 상호 교류하고 참여를 이끌
어내기 어려운 점이 있어 고르고 폭넓은 주민의견 청취가 해결 과
제임

 영파운데이션 면담 : 정책탐방
□ 커뮤니티 주도 사회혁신, 민관협력 사례 연구
○ 일

시 : 10. 17.(목) 14:30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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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영파운데이션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 있는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생 사회적 기업/스타트업에 투자 & 관리하는 스타
트업 엑셀러레이터(Startup accelerator)
○ 커뮤니티내 소외계층이 실제로 느끼고 마주한 사회적 이슈/문제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이해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및 커뮤니티와 협업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정책변화, 새로운 기술/상품/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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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체계)나 사회적 개념을 개발, 촉진 및 함께 인큐베이터를 형성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프로젝트>

□ 주요 질의내용
(Q1) 새로운 신생 사회적 기업들이 공립학교에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때
기존의 상품 경험, 리뷰 없이 선뜻 구입 결정을 내리는지?

커뮤니티연구소 “Institute Community Studies” : 지역 커뮤니티를 이해하기

- 신생기업들은 아이디어는 좋아도 그것을 상품 판매력이 있도록 설득력

위한 연구기관. 60년전 영파운데이션내 있던 기관인데 불과 2일전에 다시 부

있게 포장/마케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고객에게는 중요한 상

활. 전국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를 수행하며, 정책 반영을 위해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 느끼는 바를 순수히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프로젝트.

품의 영향/결과 평가 측정 등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도와줌.
(Q2) 영파운데이션에서 신생 사회적 기업 투자결정시 우선 고려사항은?
- 물론 투자금 회수도 좋지만, 영파운데이션은 얼마나 큰 사회적 가치
를 창출하고 사회에 긍정적인 공헌을 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봄.
물론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므로 지속
적인 서포트를 하며, 투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은 크게 주진 않지만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수익을 내는 상황이 오면 투자금 상환을 받음

<커뮤니티연구소의 프로젝트 결과 일부(예)>

(Q3) 구체적 지원 사항 예시?

소외계층 학생대상 연구 프로젝트 ”Amplify Youth” :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 직간접적으로 스타트업 회사 경영에 참여하며 각종 전문적 재정 컨설

지역에 위치한 공립학교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저임금 가정 아동을 대상 그들이

팅, 외부 전문가 연결 네트워킹 등의 서포트를 해줌. 스타트업들간에

느끼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해결방법이 무엇인지 등

도 시장진입 초창기에 겪는 어려움, 다양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함께

소외계층 학생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의견/생각을 알기 위한 서베이를 6-9개월

해결방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교류의 기회도 마련함.

간 실시 및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아이디어 개발과 사업 프로그램 런칭.

”Young Academy” : 영국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가정의 학생(교

(Q4) 만약 투자회사가 사업을 닫게 되면 투자금상환의 법적책임은 ?

육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립학교나 좋은 지역의 공립학교에 주로 입학)과

- 아무리 좋은 사업콘텐츠를 가졌어도 여러 이유에서 (경영진의 부족함

그렇지 않은 학생간의 교육 성취도, 교육의 질 차이가 심각한데, 이를 극복하

등)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

기 위한 프로젝트로.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립학교

며 경쟁력을 갖추는 스타트업은 소수에 불과함.

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최고의 혁신 사업 아이디어, 상품, 교육 모델을 제

- 폐업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투자금 상환에 대한 책임은

출한 스타트업, 자선단체, 각종 기관을 선택해서 상품화 실현을 위한 기금을

없어지나, 문을 닫는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기존 사업구조, 시스템

제공. 기관 선택 후 영파운데이션은 6개월간 비즈니스 모델, 상품, 재정계획,
평가측정방법 등 모든 부분을 함께 검토 및 컨설턴팅 제공. 지난 7년간 60개

및 콘텐츠)은 영파운데이션이 소유하게 됨.

의 기관과 일했으며 이들이 총 8백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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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세부 벤처기업 중 빈곤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비용부담은 저소득층 당사자가 하는지?
- 해당학교가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그 교육받을 저소득층 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구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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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 Greenwich Peninsula, Gateway Pavilion, SE10 0SQ

○ 면 담 자 : Mr. Tom Perry 도시사업 사무국장
○ 연수주제 : 민관협력 네트웍을 통한 정부 개발사업 사례 및 커뮤니티
& 이해관계자 의견반영 모델

【Design Council 디자인카운실】
(Q6) 영파운데이션 기관의 재정 지원은 어디에서 오는지?
- 50%는 영국 중앙정부에서 오며, 약 30%는 UBS 은행에서 재정 지원을 받음.

◊ 설립 : 1994. 12. 19.

-중앙정부에서 받는 기금에 대한 정부 감사는 따로 없고 자체 내부감

◊

사 실시 및 기금 사용에 대한 보고만 함.

성격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산하 비부처 공공
기관이었다가 2011년 독립된 비영리 단체 (Charity)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도 영국 중앙부처 기금을 지원받아
운영

□ 시사점
○ 영파운데이션을 사회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이나, 제도적인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을 가진 사회적 기업의 일종임
- 해당분야가 융성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성, 제도적 지원 등 관심이 큼
○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서비스 제공 facilitator 기능 수행 및 해당 문제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이 모여 360∘ 전방위적인 과학적 분석 선행 및 관련정보를

◊ 기능 : 주요 업무는 일반업계, 교육 및 중앙·지방
정부기관, 비영리기관 등의 업무/ 서비스 전달체계,
새로운 건축물 설립, 커뮤니티 중심 개발, 새로운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사례에
걸친 디자인의 개선 및 효과적인 디자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Design Council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정부기관으로는 Home Office, DTI등이
있으며 Home Office와는 디자인을 통한 범죄 감소, DTI 및 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와는 영국의 디자인, 혁신 및 창조성을 해외에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수행.
◊ 홈페이지 : https://www.designcouncil.org.uk/

해당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공공 싱크탱크 기능
- 현재까지 투자회수금에서 아직까지는 운영이 어려울 정도는 아님
○ 민관이 공유하는 제3섹터 영역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 구축
-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 해당 사회문제를 아젠다화 하고, 필요한 서
비스 내용을 분석한 후, 관련 벤처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
-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솔루션과 함께 일자리, 거시경제파이를 키움

 디자인카운실 면담 : 정책탐방/현장방문
□ 민관협력 : 커뮤니티 의견 반영 개발 프로젝트 우수사례?
○ 일

□ Design council 주요내용 *PPT 소개내용
○ 디자인카운실은 영국 정부사업뿐 아니라 많은 글로벌 프로젝트들도
맡아 하고 있음. 국가적,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국가사업(예: 런던 히
드로 공항, 올림픽 시설 재개발 프로젝트 전체 마스터플랜 관여 등)
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정부 기금을 받아 산업기반시설, 공공
주택 등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출판하며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조직내 건축, 건설, 환경팀 외에도 국내 엔지니어링, 도시개발,
환경 관련 최고의 외부 전문가들, 다수의 관련 기업/기관과도 협업

시 : 10. 18.(금) 09:30 ~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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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카운실은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해 이미 개발된 사업계획서를 평
가/검토하는 역할을 맡아 하고 있는데, 20년전 이곳에서 위한 프레임

중동 오만 도시개발 사업 : 정부청사로만 꽉 들어찬 업무지구 위주의 개발안에

워크로서 개발한 “더블 다이아몬드”모델을 어떤 프로젝트든 적용

서 디자인카운실측의 리서치를 통해 찾아낸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소매업, 레

하고 있음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

져, 정원, 지역사회센터 등 광범위한 다목적 도시개발 제안 및 사업에 반영.

영국정부 철도청 역사 개발사업 : 런던 4개 역사의 기존 개발 계획안/디자인이

◇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디자인/진행방향 사업계획서를 일직선

디자인카운실측의 리뷰를 통해 프로젝트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 및 프

방향으로 단순하게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닌(별1개짜리 결과), 더 나은

로젝트 운영방식의 전반적인 디자인(기준화된 디자인, 건축방법, 기술적인 부족

양질의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테스트하며 더

성 개선 포함)을 수정하게 되었음(디자인카운실에서는 상품 디자인뿐만 아니라

나은 사업의 진행 방식을 디자인하는 과정과(별 2개짜리 결과 생산), 클라
이언트, 지역사회 관계자 등 프로젝트와 직간접적 영향관계에 있는 주변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실제 문제, 욕구, 니즈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문
제단계로 돌아가서 함께 연구 및 이해함으로써 별 3개짜리 결과를 생산해
내는 모델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나 프로젝트운영방식/과정 등 좀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
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디자인 업무도 하고 있음).

□ 런던 그리니치 반도 개발사업(현장방문 사례)
○ 영국 중앙정부 기금으로 마스터플랜 검토 연구 수행, 건설은 Knight

- 실제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사
업의 결과가 주변 이해관계자들에게 수용이 잘 안될 것이며,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 사업계획서가 많이 바뀔 수 있음.

Dragon 건설업체에서 진행
- 지난 20년간 영국의 주요 사회문제 이슈인 주택위기, 2000년대
후반 경제위기 등을 거치며 초기 계획에서 많은 변화, 발전이 있
었음(디자인카운실측의 마스터플랜 검토과정만 5회 거침). 기존

○ “더블 다이아몬드”모델을 가지고 기존 사업 디자인/계획을 리뷰할
때 다음의 4가지 원리를 바탕으로 수행함

5,000가구 수용 계획에서 15,000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
로 발전.

- 사용자/사람 중심 원리,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시각
적 커뮤니케이션하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 바로 옆에 위치한 카나리워프 금융지구는 금융산업쪽으로만 집중된

참여 및 콜라보레이션 유도하기, 반복적으로 테스팅 및 지속적으로

금융 디스트릭트인 반면, 그리니티 반도는 거주, 교육, 업무, 레저가

결과가 프로젝트에 반영되도록 함.

믹스된 커뮤니티임. 그리니치에 집중된 산업은 주로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이먼트, 디자인 산업 쪽임. 디자인 산업만 약 1,800명의 직원

< 디자인카운실이 위의 모델과 원리를 적용한 프로젝트/업무 사례들>

수용이 가능함. 그리니치 반도에 위치한 O2 아레나에서는 작년 2백

영국정부 저지섬 금융지구개발 사업 : 초기 주변 커뮤니티의 개발 반대가 극심

만 개의 각종 공연, 경기 티켓을 판매했음.

했었음. 당시 정부는 한발 물러섰고 디자인카운실측에서 주변 커뮤니티와 협의
를 통해 기존계획이었던 작은 금융지구만이 아닌 주변 지역을 포함한 좀 더 광
범위한 지역의 개선/개발을 희망하는 커뮤니티 의사를 확인 및 사업에 반영

□ 주요 질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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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그리니치와 인접한 카나리워프 개발은 서로 연계된 프로젝트인지?
- 거리상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개발주체와 개발계획 수립주체가 각
각 다른 별도 프로젝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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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지원조직) 주민참여를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의 존재 및 전문성
이 중요
- Design council이라는 비수익적, 공익적인 기관(charity)이 주민의 입장
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 주민의 목소리를 제도화시키고 계

(Q2) 디자인 카운슬에서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는 구체적 업무사례는

획 및 실제 구현시 반영이 가능한 시스템 운영

- 2000년 초반부터 구상을 시작한 사업으로, 런던 그리니치 버로우 지자
체와 협력. 디자인카운실은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프로젝트에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언 및 전체 마스터 플랜 검토, 수정작업에 참여하였음.

○ (개발사업자) knight dragon(개발사업자) 역시, 관련 이해당사자(시, 주

- 디자인 카운실은 약 400명의 자문그룹 전문가가 활동하면서, 이들로

민,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더 나은 계획을 만들과 계획대로 사업을

부터 전문지식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임
- 그 외 커뮤니티 연구보고서(영국정부 연구 용역) : 개발시 지역 커뮤
니티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10가지 원리(주변 환경 및 커뮤니
티 고려, 사업의 고유 정체성/특색 등) 관련 연구 보고서 제출

진행시킬 수 있다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잇점을 누릴 수 있어
상호간 협의에 적극적
- 시가 가진 발전 구상과 비전을 최대한 계획에 가깝게 실현하는 것이
brand 형성, 지가반영 등 사업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
인 인식

(Q3) 런던 동쪽지역으로 현재까지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는지?

○ (Greenwich 시청) 인근 카나리워프 개발계획에 맞춰 개발이익이 확산

- 당초 계획보다 거주인구가 대폭 늘어났고, 관련된 주택공급이라든지,
문화시설 등이 입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시내보다는 주택가격이 저렴하지만, 런던평균보다 훨씬 높은 주
택가격을 형성중임을 볼 때 성공적으로 평가

되도록 초기에 시청 자체 도시개발 계획 수립 및 관련 지원조직 적절
한 활용 등 다수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개발 사업의 민주성, 안정
성, 고도화, 지속성 확보
– 현재까지 순조롭게 프로젝트 추진 중, 디자인 산업 등 성장 동력 창출 중

(Q4) 주민참여 관점에서 계획의 변경이 이뤄진 부분은?
- 도시개발시 주민들의 수요를 디자인카운실과 함께 지속적으로 서베
이했고, 그 결과 공원, 산책로 등 녹지 공간 확보와 어린이시설 등
공간이 확충되었음
- 관련 협의시, 디자인카운슬, 개발회사 3자가 계속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입장에 대한 존중과 신뢰감이 근저에 있는 것도 중요함

□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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