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생태계적 전망

2018July | Vol.18|

미우라 히로키

사회적가치연구원

IS
S

N
 : 2465-8960

S o c i a l
I n n o v a t i o n
M o n i t o r



Social Innovation Monitor 시리즈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 사회적 혁신 생태계 3.0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2]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3] 사회 발전과 사회적 가치 평가의 프레임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4] 네트워크 사회의 등장은 공유경제를 촉진시키나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5] 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혁신 조사연구인가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6] 가치창출 분석틀로 본 사회적기업 2.0의 정책과제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7]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기업가 정신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8] 사회적 기업 설립의 영향요인 분석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9] 건강한 사회발전을 위한 인간이해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0] 사회적 기업 지원의 딜레마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1] 한국 사회문제 지도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2] 사회적 기업과 사회문제 미스매치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3] 사회문제 지도로 사회적 기업의 미래를 그리다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4] 기업역할과 기업신뢰,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5] 사회적 가치의 다차원적 구조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6] 시대적 전환과 사회적 가치

[Social Innovation Monitor Vol.17] 고령자 고용으로 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다

Social Innovation Monitor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생태계적 전망



Social Innovation Monitor     5

c o n t e n t s

• Social Innovation Monitor 소개 ── 5

•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생태계적 전망 ── 6

• 참고문헌 ── 31

Social Innovation Monitor

본 연구는 사회혁신의 여러 측면 중 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의 개념화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연구나 프로그램에서 최근 특정한 개인 행위자를 나타내는 유사한 개념이 난립하고 있는 점에 착안

하여 각 개념의 정의 방식이나 초점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행위자 개념의 본질에 접근한다. 주요 담론

의 동향을 살펴본 결과 1) 규범성을 강조한 개념화, 2) 조직적 기능 수행을 강조한 개념화, 3) 개인 수준

의 내부적 차별성을 강조한 개념화로 각종 개념을 분류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차별화 방식에 의한 

개념화는 각종 행위자의 모집단 규모에 따라 유사 개념을 구별하여 이로 인해 생긴 기능적 역할분담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사회혁신 과정에 개입하는 각종 행위자의 생태계적 분류가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 관점은 사회혁신의 과정적 측면이나 행위자의 기획력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데 있어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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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미우라 히로키(2013)의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5호, pp.341-366에 게재된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사회생태계적 전망”을 부분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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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에 관한 고찰: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생태계적 전망

Ⅰ. 서론

참신한 아이디어나 숭고한 이상으로부터 표출된 한사람의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조

직, 지역,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복지, 환경, 교육, 고용 분야 등의 현장에서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 수준의 행동이 사회 시스템 수준의 변화로 귀결되는 정치현성, 이른바 사회

혁신(social innovation)은 최근 세계적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 이후 비정부조직

(NGO)이나 비영리조직(NPO)의 활성화를 비롯해 기업 사회공헌 활동(CSR)의 확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

조합의 법제도화, 공공행정에서 민관협력의 촉진 등 일련의 변화에 의해 사회적 문제의 해결방법은 확

실히 다양해졌으며 아이디어나 혁신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으면 서울시는 2012

년에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를 열어 개인이나 NGO, 벤처기업 등에서 널리 창의적 정책안을 모집

하여 우수한 아이디어나 사업을 민관협력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혁신은 스스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개인이나 조직의 실천적 전략으로서, 민간 차원

의 창의성이나 기업가정신을 활용하는 융합적 공공정책으로서, 또한 투표나 기부를 넘어서 시민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모색하는 민주주의 이론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수요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혁신은 “아직 명확한 개념정의가 되지 못한 영역”이다(Mulgan 2012, 61). 행위자나 사업 모델, 실행

과정, 발생 원인이나 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해 이론이나 개념이 제기되고 있으나 사회혁신의 복합적 

성격을 적절하게 담아내면서 실용성 있는 개념화나 공감대 형성을 이루기까지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

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사회혁신의 여러 측면 중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 개념에 논의를 제한하여 이를 통해 

사회혁신 담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특히 국내외 사례연구나 프로그램에서 유사 개념이 난립하고 있

는 상황에 착안하여 개념정의나 초점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행위자 개념의 본질에 접근한다. 여기서 

‘행위자’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 자신의 아이디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획자(proj

ective agent)를 의미하는데, 이들의 행동원리나 실천적 이미지, 제도적 특징 등을 자세히 규명하는 것은 

사회혁신의 과정이나 전체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Robinson et al. 2012, 162). 유사 개념의 난립이란 

사회혁신 개념의 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것으로서 담론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본다. 

난립자체가 현실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사 개념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거나 동일한 개념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혁신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장

애가 되고 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유사 개념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여 난립 현상이 야기하는 인식적 혼

란을 억제함과 동시에 학제적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춰 행위자 개념을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 혁신이나 

변화에 관한 국내외 주요 사례연구에서 행위자 개념을 어떠한 맥락이나 논리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가? 

둘째, 행위자 개념을 포괄적 혹은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면, 이는 사회혁신의 과정적 이론이나 행위자의 

기획력(projectivity)에 대해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첫 번째 질문은 개념화의 경향성 및 분류방법과 관

련된다. 이 분야에서는 사회기업가(social entrepreneur), 정치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 사회디자이너

(social designer) 등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며 적어도 정치학, 경영학, 행정학, 사회학 분야가 관련된다. 특

히 최근의 담론 동향에서는 혁신에 관한 경영학적 시각을 확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정치학적 문제이다. 이 현상은 포괄적 및 학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적

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질문은 포괄적 관점을 어느 정도 구체화시켜 행위자 개념

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와 사회혁신 담론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과제이다. 본 연구는 각종 개인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기반을 둔 생태계적 관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사회혁신의 과정과 행위자의 

기획력에 관한 함의를 제시한다.

본문에서는 우선 행위자 개념의 모체가 되는 사회혁신 개념에 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행위자 개

념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틀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이 틀에 따라 국내외 주요 사회혁신 사례연구와 프로

그램에서 나타난 유사 개념을 살펴본다. 특히 각 개념의 규정방식이나 형성 경로에 유념하여 이를 비교

한다. 마지막으로 담론 동향을 살펴본 결과로서 유사 개념을 기능적 및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생태계적 

관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여 이 관점이 사회혁신 담론이나 행위자 개념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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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

1. 사회혁신 담론 개관: 배경과 개념정의

이론적 측면에서 사회혁신 담론이란 혁신, 기업가정신, 시민정신, 협동, 진화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루어진 전통적 개념이 결합하면서 만들어진 학제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개념의 역사적 발전과

정에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사회혁신 개념의 맹아를 볼 수 있는 것이다(Mulgan 2012; Nicholls and Mur

dock 2012). 19세기 경제학자 슘페터(Schumpeter)는 ‘생산수단의 새로운 결합’이라는 의미로 혁신 개념

을 해석하여 이를 ‘창조적 파괴’로 표현한 것은 유명하다. 그의 통찰을 이어받아 1980년대 드러커(Dru

cker 1985, 27, 30-36)는 혁신 개념을 기업가정신이나 지식사회와 결합시켜 기술개발이나 기업경영의 영

역보다 사회 시스템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70년대 오스트럼 외(Ostrom and 

Ostrom 1977)는 공공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공급을 위해서 정부와 시민의 상호 주도적 관계 즉, 

협업 혹은 공동생산(co-production) 시스템을 제시했다.

사회혁신이 지적 관심을 넘어 세계적 유행으로 성장한 실질적인 배경으로서 몇 가지 상징적 사건이나 

움직임이 존재한다하는 것이 사실이다. 2004년 저널리스트인 본스타인(Bornstein)이 세계 각지의 사회

기업가가 일으킨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한 책, How to Change the World (『달라지는 세계』)는 22개 국어

로 번역되면서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4년, 2006년, 2007년에는 사회기업가로 불리는 인물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었다.1) 2009년에는 미국 정부가 ‘사회혁신과 시민참여실’을 백악관 

직속 기관으로 신설, 영국과 일본 정부 또한 각각 ‘큰 사회(Big Society)’와 ‘새로운 공공(公共)’을 국정 

비전으로 내세우며 사회기업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2) 무엇보다도 민간기관인 아쇼카(As

hoka)재단, 스콜(Skoll)재단, 슈왑(Schwab)재단 등이 담론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관련

된 인재를 발굴·양성하며 혁신적 사업 아이디어에 관한 국제대회를 개최, 모범적 사례를 온·오프라인

을 통해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반면, 현실 주도로 사회혁신이라는 표현이 확산된 것에 비해 세밀한 이론화나 개념화는 늦어지고 있

는 실정이다. 연구의 흐름을 심도 있게 정리한 니콜스와 마독(Nicholls and Murdock 2012)은 사회혁신의 

1) 각 수상자는 2004년 왕가리 마타이(Wangari Maathai, 아프리카에서 4천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은 그린벨트 운동 창시자), 2006년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빈곤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인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의 창시자), 2007년 앨 고어(Al Gore, ‘불편한 진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

하여 세계 각지에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호소한 前 미국부통령)이다.

2) 이 밖에도 90년대 이후 유럽 지역이나 OECD, 세계은행, 유엔 등에서 주목받은 대안적 경제 질서로서의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담론이

나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 담론, 2000년대 비즈니스 방법에 의한 개발협력 이른바 BOP(Bottom of Pyramid) 비즈니스의 등장도 사회혁신 

담론의 확산에 기여했다.

대상, 주체, 목적, 진행과정 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개념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첫째, 사회혁신은 주

로 기존의 공공정책이나 산업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정당한 정책의 부작용, 시장의 불완전성 등에 기

인하는 문제 이른바 ‘고약한 문제들(wicked problems)’을 대상으로 나타난다. 둘째, 사회혁신은 정부, 

시장, 시민섹터 모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가장 창의적 움직임은 섹터 융합적 영역에서 나타난다. 셋

째, 사회혁신은 내용이나 추진방법에 따라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점진적 혁신(increme

ntal innovation: 획기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시

도), 제도혁신(institutional innovation: 경제·사회적 제도나 규칙화된 행위자들의 관계패턴을 부분적으로 변경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사회운동이나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문

제를 지배하는 권력구조나 문제의 근본적 성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이다. 넷째, 이를 분석적 관점에서 재정

리하면 혁신의 본질적 내용이란 기존의 시장질서나 다수결 원리를 바탕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계에 기인하는 ‘사회적 시장실패(social market failure)’의 극복, 또는 이를 지배하는 일상화 혹은 기득

권화된 인간관계나 사회관계(social relations)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개인 수준에서 일으킨 행

위가 사회 시스템 수준의 변화로 귀결되는 과정 즉, 미시적-거시적 수준의 연계적 변화 현상을 설명하

는 것이 이 담론의 이론적 핵심이다.3) 다섯째, 사회혁신에도 ‘어두운 측면’이 있으며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니다. 그 결과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나 정치적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니콜스

와 마독(Nicholls and Murdock 2012, 7)은 결국 사회혁신이란 다면적(multi-faceted)이며 복합적(complex)

인 것이 특징이라고 결론한다. 이와 달리 구체적 개념 정의나 이론화를 시도한 예를 보면 ‘사회적 필요

와 요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사회적 관계나 협력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나 서비스 모델’(Mulg

an 2007, 8), ‘어떤 사회 시스템에 대한 기본규칙, 관련자원, 권한의 흐름이나 믿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

시키는 시도나 결과물, 프로세스 혹은 프로그램’(Social Innovation Generation 2013) 등이 있다.4) 전병길·

김은택(2013, 61)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효과적으

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정의했다. 정구현(2006), 희망제작소(2011), 김현

곤·김주원(2012) 등도 유사한 견해를 보여준 바 있다.5) 이처럼 사회혁신 개념에 대해서 유사하지만 통

합하기 힘든 광범위한 담론이 형성되고 있다.

3) 사회혁신의 과정적 이론으로서 규모 확대(scaling) 모델이나 사회생태계(social ecosystem) 모델, 복합 적응 사이클(complex adaptive cycle) 모델 

등이 있다. 또한 공유가치창출(CSV)이나 혼합적가치사술(HVC) 등 경영학적 이론이나 창발성(emergence), 티핑포인트(tipping point) 등 정치·

사회학적 이론도 깊이 관련된다.

4) 사회혁신 개념에 관한 문헌 정리는 희망제작소(2011), The Young Foundation(2012), Mulgan(2012) 참조.

5) 국내 사회혁신 담론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경영혁신 혹은 기술혁신 개념을 사회영역으로 확장한 것으로서 국가 

시스템의 조직혁신, 기술혁신에 의한 사회적 문제해결,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형성 등에 관심을 가진다(정구현 2006; 송위진 2011). 다른 하나는 

사회기업가나 시민섹터가 주도하는 사회개혁으로서 공정무역, 업사이클, 마을 만들기 등 다양한 행위패턴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협동, 참

여, 네트워크에 의한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가진다(이주성·신승훈 2011; 희망제작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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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위자 개념에 관한 논의 동향과 연구 틀

사회혁신의 과정에는 당연히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게 되며 주체에 대한 분석방법 또한 다양하게 존재

한다.6)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상기한 일련의 혁신과정을 ‘주도’하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의 개념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섹터 융합성이나 사회적 시장실패와 같은 특수한 맥락과 복합적인 변화 현상의 중심

에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이나 자원을 동원해 노력하는 기획자 혹은 ‘변화 창조자

(change agent)’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정 수준에서 비전을 실현하는 이들의 기획력 혹은 전술력(maneu

verability)이나 비전실현능력을 구체적인 논리나 실천적인 이미지 혹은 제도 형태로 규명하는 것이 사회

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을 탐구하는데 핵심이다(Emirbayer and Mische 1998, 985, 993; Robinson et al. 

2012, 162-163).

비교·분류의 대상이 되는 관련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서 우선 사회혁신 담론의 최근 동향에 나타난 

다음 세 가지 특징에 유의하면서 연구 틀을 설정한다. 첫째, 과거에는 엘리트나 영웅적 행위자 혹은 비

영리조직이나 재단과 같은 조직을 주목한 반면 최근에는 개인 한사람 한사람이 내재하고 있는 잠재력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본스테인 외(Bornstein and Davis 2010, xx)가 지적한 ‘사회기업가정

신 3.0’ 시대의 도래,7) 드레이톤(Drayton 2005)이 주창하는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라는 슬로건이 있다. 이러한 경향을 고려해 미시적이며 대중적 관점으로 시야를 확대해 사례를 볼 필요

가 있다. 둘째, 엄밀한 의미로서의 사회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social change)’나 ‘정책 변화(pol

icy change)’를 주제로 한 사례연구에서도 섹터 융합성이나 혁신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학, 행정

학, 사회학 분야 등에서 전통적으로 논의된 행위자 개념 또한 분석의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사 개념의 난립이란 무제한적으로 확산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에서 몇 

가지 대표적 개념이 존재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착된 개념이나 모델을 비교하여 상호 관

련성을 도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며 시도할 만한 접근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담론의 현실적 동

향을 반영하여 유사 개념을 효과적으로 비교·분류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행위자 개념을 다음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한다(그림 1).8)

6) 행위자 개념에 대한 근본적 논의는 사회적 구조(structure)와 행위자(agency)의 상호 영향관계를 탐구하는 사회학의 전통적 담론에서 볼 수 있

다(Giddens 1979: 49-95). 이를 배경으로 합리선택론, 사회연결망이론, 게임이론, 복잡계이론 등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행위자를 개념화한다

(Robinson et al. 2012, 173).

7) ‘사회기업가정신 1.0’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획기적 아이디어나 사람을 발굴·육성하는 것에 주목한다. 2.0은 사회기업가들의 성과를 극

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직 경영전략에 주목한다. 3.0은 모든 사람이 체인지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잠재성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Bornstein and Davis 2010, xx).

8) 세 가지 수준은 유사 개념의 기본적 성격이나 논의의 차원을 구별하여 비교분석을 통제하기 위한 형식적인 것이다. 이 틀에서 잘 파악할 수 

없거나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행위자 개념은 분명히 존재한다. ‘보수 세력’, ‘서민계층’, ‘사회운동’ 등이다. ‘일인 조직’ 또한 개인과 조직

의 양적 성격을 가진다. 이 틀은 사회혁신의 주요 행위자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해서 단순화된 기준에 따른 포괄성과 담론 동향의 현실성 

등을 살린 것이다.

● 규범 수준: 사회적 변화나 혁신을 주도하는 개인의 자질이나 마음가짐, 사고방식 등 순수한 내면적 

특징에 의해 규정되는 가장 추상적인 개념화 수준이다. 공감, 배려, 인내, 관용, 용기 등 도덕적 요인

이나 행동력, 지도력, 창의성, 자발성, 사명감 등 정신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인간관이나 인재관의 

유형화이다.

● 개인 수준: 사회적 변화나 혁신을 위해 기획력을 발휘하여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

성이나 직업관에 관한 개념화 수준이다. 규범적 성격이나 조직적 조건과도 긴밀하게 관련되면서 개

인의 특정한 신념이나 입장, 자원이나 재능, 활동방식이나 목표 등 비제도적이며 상황적 요인에 의

해 유형들이 형성된다.

● 조직·제도 수준: 사회적 변화나 혁신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공식·비공식적으로 제도화된 조직 

유형을 분류하는 구체적이며 형식적인 개념화 수준이다. 사회적 조직의 존립이나 행위패턴은 관련 

법제도나 정치경제적 구조 등 외부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개념 유형이나 의미는 개별 국가 혹

은 법제정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세 가지 수준 중에서 사회혁신 행위자의 본질적 특징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수준

이다. 규범 수준에서는 사회적 사상이나 이념적 배경이, 조직 수준에는 법이나 제도와 같은 외부요인이 

강력하게 개입하기 때문에 두 수준에서는 순수한 의미로서 행위자의 특징을 도출하기 어렵다. 반면, 중

간에 존재하는 개인 수준에서는 규범 및 조직 수준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하면서 현실적이면서도 심

층적인 개념화와 개념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혁신에 있어서 창의력이 자주 주목받는데, 이는 

그림 1_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의 수준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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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속성이기 때문에 규범 수준이나 개인 수준의 개념으로서 논의해야 한다. ‘창의력 있는 NGO’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 있는 리더나 활동가가 NGO를 운영하는 것이다. 반대로, 창의력이 혁신을 일

으키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리더의 힘’과 같은 추상적인 규범 수준

의 설명이 아니라 ‘창의력이 없거나 부족한 시민이나 리더’의 존재를 포함해서 관련 행위자들의 역할이

나 기능을 개인 혹은 조직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특별히 창의력을 

가지고 조직과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개인 행위자 수준의 분석적이며 형실적 이미지·개념화가 사회혁

신의 이해와 설명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하, 개인 수준에 초점을 맞춰 사회혁신 행위자의 유사 개념을 개관한다. 국내외 담론을 ‘주요 사회

혁신 담론’과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으로 구분하여 각 대표적 개념을 추출하여 규정방식이나 초점을 

정리한다. 특히 국내적 맥락에서는 정책·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정치

적, 행정적, 시민사회적 맥락으로 세분화하여 정리한다.

Ⅲ. 사회혁신 행위자의 개념화에 관한 국내외 현황

1. 해외 사회혁신 담론에서 행위자 개념

1) 사회혁신 주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2000년대 사회혁신의 세계적 붐에 있어서 가장 폭넓게 등장하는 행위자 개념은 ‘사회기업가’일 것이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본스타인의 연구(표 1)를 비롯해 다수의 심층적 사례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We

stley et al. 2004; Wei-skillern et al. 2007, Elkington and Hartigan 2008; Schwartz 2012). 사례연구 외에도 사

회기업가정신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 개념의 세계적 추세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Nicholls 2006, Perrini 

2006; Mair 2010). 그러나 구체적 개념정의에 관해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스타인 외(Bornstein 

and Davis 2010, 34-41)는 정부, 시장, 사회의 각 섹터를 연결하는 ‘경계인(intermidiary)’이라는 성격이나 

하향식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입안자(policy maker)’와 달리 하향식과 상향식 방식 모두를 

유연성 있게 구사하여, ‘자선사업가’나 ‘사회운동가(activist)’와 달리 금전적 방법이나 과격한 시위, 대

규모 동원전략보다 스스로의 서비스 활동을 통해 대안적 정책의 유효성을 정책입안자에게 제시하는 점

을 강조한다.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사회기업가의 역할이란 ‘새롭고 실용적인 아이디어의 도입을 통해 

기존의 시장질서에서 공급하기 어려웠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벤처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Elkington and Hartigan 2008, 3).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포함해서 사회혁신의 과정을 분석한 사례연구에

서는 사회기업가 개념을 언급하면서도 ‘체인지메이커(changemaker)’나 ‘사회혁신가(social innovator)’ 

개념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Westley et al. 2004; 와타나베 2007; Schwartz 2012; 가토 2012). 특히 체인지메

이커 개념은 아쇼카 재단과 그 창립자인 드레이톤(Bill Drayton)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유명하다. 그에 의

하면 사회기업가가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알기 쉽고 실천 가능한 형태로 제시

하는 반면, 체인지메이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조직(학교, 기업, 병원, NGO, 가족 등)에 소속하면서 그러

한 아이디어를 지역차원에서 주체적으로 실천한다(Drayton 2010, xiii-xiv). 두 종류의 행위자가 기능적으

로 상호작용함으로써 아이디어는 점차 확산되어가며 점진적으로 사회가 변해 간다. 이러한 관점과 달리 

웨슬리 외(Westley et al. 2004)는 체인지메이커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사례연구에서는 

한 사람의 행위자가 겪는 현실의 다면성이나 우여곡절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나타

나는 다양한 역할이나 과제를 지적한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는 확신과 몰입, 예측 불가능한 상

황에 대한 유연성 있는 자세,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도전을 시작하는 행동력 등이다. 이러한 마음

가짐이나 능력을 가지는 체인지메이커를 ‘모험가(explorer)’와 비유하기도 한다. 이들은 관련 행위자들

[표 1] How to Change the World 에서 행위자 사례

이름 주요 사업, 업적

파비오 호사

Fabio Rosa

브라질 농촌지역에 저비용 발전 시스템을 보급하여 빈곤층의

수익확대에 기여. 비영리 및 영리기업을 운영하면서 지방정부, 전기기업,

시민단체들의 협동을 촉진. 

제루 빌리모리아

Jeroo Billimoria

뉴욕에서의 사회운동 경험을 살려 인도의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한 24시간 긴급 전화 상담 센터 ‘차일드라인’을 창설.

아동보호정책으로 세계적으로 확산.

에르지벳 세케레시

Erzebet Szekeres

헝가리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살도록 장애인 공동체를 설립.

장애 정도에 맞게 세분화 및 체계화된 작업 방식은 사회적기업의

모범사례로서 전국적 확산.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Florence Nightingale

크림전쟁을 계기로 영국에서 의생·의약품 관리나 병원 운영 방식을 개혁.

간호사 학교와 전문적인 간호사 교육과정을 설치. 근대적 간호·의료

시스템 구축의 기여.

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방글라데시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소액무담보대출 은행인

‘그라민 은행’을 창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디트’

사업 방식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

출처: Bornstein(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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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신뢰 관계 구축과 네트워킹, 조직 설립, 홍보나 캠페인, 대외활동 그리고 기타 다양한 정치 황동을 

펼치면서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킨다(표 2).

위 개념들과 유사하면서도 활동범위나 방식 등에 관한 특정한 측면을 강조하는 대안적 개념이 제시되

고 있다. 첫째, 특정 조직에 소속하는 개인이 조직개혁과 사회개혁의 두 가지 과제에 동시에 직면하는 

현실적 상황을 중요시하는 맥락에서 ‘조직내 사회기업가(social intrapreneur)’ 개념이 논의되고 있다(Sust

ainAbility 2008; Doughty Center 2011; Netimpact 2011). 이 개념에는 1) 대기업이나 NGO, 공공기관을 포함

한 대규모 조직에서 일하면서 시장 실패로 인해 생긴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실질적 해결책을 추진하는 사

람, 2) 사회기업가정신을 대규모 조직의 내부에 전도하는 사람, 3) 내부자 및 외부자적 입장과 수단을 모

두 구사하는 사람이 포함된다(SustainAbility 2008, 4).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조직에 소속하면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점에서 이 개념의 구체적 모델화와 활용의 필요성은 향후 증가할 것

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적기업의 운영이나 기업 CSR 활동을 넘어 보다 다원적이고 역동적 관점에서 사회혁신을 이

해하는 맥락에서는 ‘시민기업가(civic entrepreneur)’, ‘시민혁신가(civic innovator)’, ‘시민혁명가(civic re

volutionary)’ 등 시민을 강조한 개념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Henton et al. 1997; Siriani et al. 2001; Henton 

et al. 2004; Goldsmith 2010).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혁신적 비즈니스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부나 기업, 

시민단체들의 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리 역할을 하는 시민을 핵심적 행위자로 

보는 것이다. 또한 이 맥락에서는 특정 정치이념이나 섹터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나 공공성이나 정당성

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 등 규범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시민기업가란 지

역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나 신뢰관계와 같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촉진함으로써 사회문

제 해결에 기여한다(Siriani et al. 2001, 8-14; Goldsmith 2010, 3-25). 입장이나 섹터가 아닌 추구하는 가치

의 성격을 중심으로 시민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NGO나 노동계, 학계 등 기존의 시민섹터 출신자뿐만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 경영자 등 정부·시장섹터 출신자도 행위 내용에 따라 시민기업가로 보게 된

다. 비슷한 맥락에서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와 같은 소규모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행위자로서 ‘지역활동

가(regional steward)’, ‘풀뿌리 리더(grass-root leader)’, ‘공동체 조직가(community organizer)’ 등의 개념

을 들 수 있다.

2)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사회혁신의 최종단계 즉, 사회 시스템을 직접 바꾸는 행정이나 입법과정에서 개인 행위자의 영향력이

나 활동전략에 주목하는 맥락에서 ‘정책기업가(policy entrepreneur)’, ‘공공기업가(public entrepreneur)’, 

‘정책디자이너(policy designer)’, ‘정치기업가’ 등 개념이 등장한다. 잘드(Zald 2004)에 의하면 사회기업

가에 의한 혁신적 서비스의 개발이나 사회운동만으로는 사회 시스템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한

편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업무량이나 복잡한 이해관계에 얽혀져있다. 때문에 이

때 혁신적 아이디어를 법안이나 정책형태로 재구성하거나 정치인들에 적절하게 전달해서 그들을 움직

이게 하는 정책기업가나 공공기업가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언론을 통해 정책적 이슈를 

일반 대중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치인과 사회운동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점에서 단순한 로비이스트

(lobbyist)나 지대추구자(rent seeker)와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대학교수, 연구자, 산업·경제계의 전문가, 

기타 영향력 있는 사회적 인사가 이에 해당된다(Zald 2004, 31). 특히 정치기업가 개념은 오래 전부터 논

의되어 왔으며 정책기업가 개념보다 넓은 대상을 포함하여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정치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혹은 ‘새롭고 혁신적 정책을 개발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사람’

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이나 선출된 정치인,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의 지도자, 기타 사

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을 가리키는 견해가 있다(Schneider and Teske 1992).

정치과정의 다원화 현상에 맞추어 리더십 개념을 재구성하는 맥락에서 ‘신공공리더십(new public lea

dership)’ 개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시장, 시민섹터가 긴밀하게 연결된 현대 거버넌스 상황에서는 중

앙정부나 정치인만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며 ‘협동리더십(collaborative leadership)’이나 ‘공동거

버넌스(co-governance)’ 등을 형성하는 시민이나 기업인,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담당자 등 모두의 역할이 

[표 2] Getting to Maybe (『누가 세상을 바꾸는가?』)에서 행위자 사례

이름 주요 사업, 업적

밥 겔도프

Bob Geldof 

록 가수. 에티오피아 기아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자선활동을 시작.

영국과 미국에서 17시간 생방송되는 대형 자선콘서트를 열어 자선활동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

제프 브라운

Jeff Brown

목사. 청소년 폭력을 없애기 위해 ‘길거리위원회’를 설립.

도시 순회활동을 통해 지자체, 경찰, 시민들과 협동하여 살인사건을

약 80% 감소시킨 ‘보스턴의 기적’을 이룸.

율리시스 실

Ulysses S. Seal

생물학자. 자연보존운동가. 멸종위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정부관계자,

동물원 관리자, 기업, NGO 등이 참여하는 워크샵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

국제규범의 책정에 기여.

메리 고든

Mary Gordon

유치원 교사. 10대 임신문제나 학교폭력의 해결을 위해 갓난 아기를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돌보는 ‘공감의 뿌리’ 교육을 시작.

사업은 캐나다 전역과 전세계로 전파됨.

켄디 라이트너

Candy Lightner

주부.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어머니 모임’을 설립. 피해자 구제와

법개정을 위한 신문기고, 캠페인, 시위행진 등을 전개.

미국 전역과 세계에서 관련 입법에 기여.

출처: Westley et al.(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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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된다(Morse et al. 2007; Morse 2008). 유엔거버넌스위원회(Commission for Global Governance 1995) 

또한 사회변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협력과 대화를 촉진하는 ‘지혜로운 

리더십(enlightened leadership)’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정치인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자, 과학자, 예술

가, 종교지도자, 기업인, 언론인, 지역사회 NGO 활동가 등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지

적했다.

이러한 규범적 자질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특정 사회집단으로 개념화하는 담론이 있다. 창의성이

나 리더십은 모두가 잠재적으로 가지는 보편적 능력으로 볼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능력을 발휘하기 위

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회집단을 도출하여 이들의 동태와 사회적 변화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관점이

다. 드러커(Drucker 1959)는 일찍부터 현대 지식사회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에 있어 ‘지식근로자

(knowledge worker)’의 중요성을 지적해 왔다. 이들은 노동자계급이나 사회운동세력과 달리 조직이나 

공동체보다 자신의 전문분야나 맡은 사명에 높은 충성심을 보여주며, 현대사회에서 지식이나 아이디어

의 흐름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과학자, 의사, 변호사, 성직자, 기술자, 시스템 엔지니어, 사회복

지사, 경영컨설턴트 등이 이 개념에 해당된다(Drucker 2002).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정교한 개념을 제

시한 예로 플로리다(Florida 2002)가 주장하는 ‘창조계급(creative class)’ 개념이 있다. 이는 ‘핵심창조집

단(super-creative core)’으로 불리는 과학자, 엔지니어, 대학교수, 예술가, 연예인, 디자이너 등과 ‘창조적 

전문가(creative professional)’로 불리는 금융, 정보기술, 복지, 법률, 교육 등 첨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로 크게 분류된다.9)

2. 한국에서 행위자 개념의 수용, 발전, 실천 현황

1) 사회혁신 주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국내에서 사회기업가 개념은 서양에서 발전한 사회기업가정신에 관한 연구를 수용하는 맥락에서 

2009년을 전후하여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10) 대부분의 연구가 서양의 동향과 마찬가지로 개

념이 가진 다양한 측면에 유의하고 있으나 정책적 방향의 도출이나 실천 프로그램에 있어 견해 차이

가 나타난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은 2008년부터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

미’ 사업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비전, 자질, 혁신

9) 구체적으로 플로리다(Florida 2005)는 ILO가 주관하는 직업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기준으로 창조계급에 해당되는 직업종사자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사회변화에 관한 국가별 잠재적 능력 즉, ‘창의지수(creativity index)’를 개발한 바 있다.

10) 한겨례경제연구소(2008), 심상달(2009); 이용태(2009), 주성수(2010), 최조순(2012) 등 연구가 있다.

적 아이디어, 경영능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가 양성”에 목표를 두고 있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1).11) 이는 

2007년부터 시작한 사회적기업 인증제에 따른 지원정책의 일환이며 관련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

회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한편, 2010년에 KDI와 고려대학교, 사회적기업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사회적 기업가정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아쇼카 재단의 드레이톤을 초청하면서 “소수의 사회적 기업

가를 양성해내는 것이 아닌, 모두를 사회혁신가(changemaker)로 변화시키는 것”을 강조해 가장 중요한 

자질로서 정감(empathy)을 유치원에서부터 교육하고, 청소년들을 사회혁신가로 훈련시키는 방안을 모

색했다(KDI 2010). 후자의 경우 특히 심상달(2009)의 연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서 대표

적 사회기업가로서 박원순과 안철수를 소개한 바 있다. 이 밖에 이회수 외(2012)는 <표 3>과 같은 인물

을 사회기업가로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직내 사회기업가나 시민활동가, 정치기업가로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이 포함된다. 주성수(2010, 73-80)는 시민기업가나 정치기업가, 공공기업가 개념 모두 사회

기업가정신에 관한 초점의 차이로 보고 있다.

11) 사업은 인천자활센터, 행복나눔재단 등 약 20개 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밖에 경원대학교, KAIST, 성균관대학교 등에서도 

사회적 기업 관련 전공 코스 및 사회기업가정신 관련 과목이 개설되었다.

[표 3] 『살맛나는 세상을 꿈꾸는 사회적 기업가 21인의 세상 고쳐 쓰기』에서 행위자 사례

이름 주요 사업, 업적

오도영
(주)이지무브 대표.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협력하여 재해

취약자(장애인, 노인)를 위한 피난보조기를 생산. 공공건물에 대한 피난기구 설치의 입법을 추진.

김해성
목사. 사단법인 지구촌사랑나눔과 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을 설립. 산재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상담, 진료, 쉼터 등을 무료로 제공, 급식소나 지구촌국제학교 등도 운영.

나효우
(주)착한여행 대표. 사회적기업으로서 커뮤니티베이스투어(CBT)를 비롯해 여행자가 지역의 역사,

환경, 경제, 문화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배울 수 있는 ‘공정여행’을 국내에 전파.

김경민
희망자전거제작소 대표. 대구YMCA 사무총장. 사회적기업과 청년 문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경제운동과 사회공동체의 기반을 확산. 길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거해 ‘재생자전거’로 판매.

신현길
(주)아트브릿지 대표. 정동극장과 사다리아트센터의 공연기획팀장을 역임. 문화예술의 핵심인

포트폴리오의 다양화를 통해 역사와 문화체험을 관람객에게 경험하게 하여 사회혁신을 불러일으킴.

출처: 이회수 외(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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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정치과정의 맥락

정치기업가나 정책기업가 개념은 90년대에 주목받아 다양한 시각에서 사용되었다. 우선, 이 개념은 

민간차원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집합행동(collective action)과 이로 인한 정책 변화를 가능케 한 원리를 설

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이성로(1997)는 80년대 환경단체의 등장과 환경정책의 변화과정에서 소수의 정

치기업가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주장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최열을 비롯해 함세웅(신부), 박경리(소설

가), 이세중(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을병(성균관대 총장), 김수환(추기경), 송건호(한겨레신문 사장) 등 공해

추방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이끈 각종 조직의 리더들을 ‘정책혁신의 촉매자’ 역할을 한 정치기업

가로 지적했다.12) 이종혜·이기춘(1998)은 90년대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정책 변화과정에서 정관모(한국

소비자연맹 회장), 김순(소비자시민의모임 회장), 김숙희(YWCA 회장) 등 사례로 들며 공통적으로 ‘고학력 

여성중심으로 YWCA활동경험을 가진 전문운동가’라는 특징을 가진 소수의 정치기업가들의 역할이 중

요했음을 지적했다. 김의영(2005, 445)은 이론적 관점에서 연대나 네트워크 같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

여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집합행동과 정책 변화를 유도하는 결사체의 지도자, 조직가, 활동가 

등을 정치적 기업가로 보며, 이들의 행위원리를 ‘주의주의(voluntarism)’로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 원리

를 2000년대 초기 서울시 마포구에서 형성된 주민들의 자발적 연대인 ‘성미산 지키기 운동’에 적용하여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했다(김의영·한주희 2008, 157-163).

한편, 정치기업가나 정책기업가 개념은 90년대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더불어 혁신적인 지자체장이나 

지방 정치인, 공무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김덕중(2002, 21)은 지방도시에서 ‘기업가형 정치인’의 현황

을 설문조사하여 대상 55개 도시 중 약 60%에서 기업가형 정치인이 존재하며 각 지방의 성장지향형 정

책에 영향을 준 것을 검증했다. 이원종 충북지사를 ‘기업가형 리더’로 보고 그의 혁신적 사고와 실행력, 

기회포착능력, 네트워크 구축과 설득력, 협상력 등에 주목한 연구도 있다(이원종·유민봉 2008).13) 민간 

차원의 프로그램에서도 2004년에 설립된 평화재단은 열린아카데미, 여성아카데미, 청년아카데미 등 일

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했다. 2009년에 시작한 평화아카데미는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봉착한 한국사회에서 미래 지향적이고 창의적 그리고 합리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등을 겸비한 

‘비전그룹’이나 ‘공공의 리더’의 육성을 목표로 한다(평화재단 2013). 희망제작소 또한 2006년부터 좋은

시장학교를 비롯해 공무원학교, 의원학교, 지역리더학교, 목민관학교 등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지방

정치에 임하는 정치인, 보좌관, 공무원, 지역리더 등을 ‘공공리더’로 통칭하는 것이 특징이다(희망제작소 

2013). 서울대 리더십센터는 2009년에 ‘공공리더십지수’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NGO 활동가나 

최고경영자, 정치인들이 대학교수나 언론인 보다 지수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2) 소속단체와 직위는 해당 연구에서 인용한 것임. 이하 인물의 인용에는 동일한 방식을 적용함.

13) 충북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연구(최용한·최남희 2003)는 비즈니스적 기업가 이론을 지방정부에 적용하여, 시스템적 사고나 동태적 복잡성, 

정책적 창발성 등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3)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행정 및 지방자치의 맥락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일반적인 공무원이나 정치인과 다른 입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이른바 지역활

동가나 풀뿌리리더에 해당되는 전통적 개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1950년대에 제도화된 최하위 행정조

직인 ‘이장’, ‘반장’, ‘통장’이다. 이들은 주로 해당 구역의 거주자에게 위촉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는데,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측면도 있으나 동사무소의 업무를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주민과 동사

무소 공무원, 동장, 지방의원 등을 연결하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임도빈 2004, 38-47, 69-76). 둘째, 1970

년에 시작한 새마을가꾸기운동과 더불어 등장한 ‘새마을지도자’ 개념은 잘 알려진 지역사회의 전통적 

리더 모델이다. 이 운동을 관련 행위자의 상호작용에 의한 사회적 가치의 창발 과정으로 해석하는 노화

준(2013, 38, 72)은 그들의 역할을 지역사회발전의 선도, 주민에 대한 교육, 지역의 조사와 주민의 의견수

렴, 사업계획의 수립, 실천, 사후 관리 등으로 정리하며 ‘새마을운동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

으로 지적한다. 이러한 전통적 행위자 개념은 그 입장이나 역할의 측면에 있어 현대적 의미의 사회혁신 

행위자 개념들과 공통적인 성격을 볼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확산과 함께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도하는 새로운 행위자 개념

이 등장했다. 2007년 이후 민관협동으로 개최되는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는 ‘마을 만들기 주민리더’

와 ‘마을 활동가’ 그리고 기타 관계자를 참여대상으로 하고 있다.14) 개별 지자체의 프로그램을 보면 부

산시의 경우 2013년에 ‘마을 활동가 1,004명(천사) 양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마을 만들기를 주도하는 

지역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며 구체적으로 ‘마을리더’, ‘주민활동가’,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로 3단계로 행위자를 분류하고 있다(부산시 2013).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운영

을 통해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진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한도현(2010)은 각 지역단체에 소속하면서 

공동체 운동을 주도한 개인들을 ‘기충리더’, ‘마을 지향형 결사체리더’, ‘풀뿌리리더’ 등으로 개념화 했

다. 전국 방방곡곡의 지역사회 현황을 조사한 박원순(2009, 7-9)은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 사례를 ‘문제

의 본질과 더불어 그것을 해결하는 대안을 공급하는 원천’이자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블루 오션’으

로 평가한다. 그는 교사, 농민, 이장, 활동가, 지역관리와 지자체장 등 ‘지역리더’들이 사회를 재생할 수 

있는 희망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4)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에 나타난 행위자 개념: 시민사회의 맥락

사회운동가나 시민기업가, 정치기업가 등에 관해서는 한국사회의 전통적 행위자 개념에 유의할 필

14) 행정안전부가 마을 만들기이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반면 지식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에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을 

시작해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산업계, 학계, 연구소간 연계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특성화 산업

의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여기에 최근 지역의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자도 합류함으로서 지역사

회에서는 복합적 형태로 사회혁신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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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1980년대 ‘재야’나 ‘운동권’이라는 표현이 진보적 사회개혁 운동이나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세력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등장했다.15) 정치이념이나 권력적 투쟁의 성격을 띤 전통적 개념이 이

후 시민사회의 발전에 따른 행위자 개념의 발전(혹은 정체)과 깊이 관련된 것은 부인할 할 수 없을 것이

다.16) 90년대는 비정부 및 비영리민간조직의 성장과 더불어 ‘시민단체 활동가’, ‘NGO 종사자’, ‘시민

사회 인사’ 등 개념이 일상적으로 자주 접하게 된 시기였다. 특히 일반 회원들과 차별화되는 개념으로 

단체 ‘상근자’ 개념이 시민사회의 성장이나 각 시민단체들의 역량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반 시민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의미를 담아 ‘엘리트 활동가’, ‘엘리트 시민’으로 

유형화하는 견해도 등장했다. 이밖에 시민사회의 전통에서는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 이미지

로부터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개념이 일반 시민과 차별화되는 규범적 개인 행위자 개념으로

서 유행하기도 했다.17)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린 전통적 행위자 개념과 현대적 사회혁신 담론이 만나면서 2000년대 등장한 개

념으로서 박원순이 주도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소셜디자이너’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시민활동가, 공무

원, 사업가 등은 모두 ‘세상을 바꾸고 디자인하는 일’이며 직업관에 관한 단순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

며, 포괄적 표현으로서 이 개념을 선호한다(박원순 2011a, 10-11). 또한 그는 이 개념을 역사학자 토인비

(Toynbee)가 지적한 ‘창조적 소수(creative minority)’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박원순 2011b, 

4). 이 개념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서 박정택(2007)의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을 ‘공공활동가’, ‘사회디자이너’, ‘사회공학도’ 등으로 표현하며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함과 동시에 본질적 특징으로서 ‘실천적 숙고행동’ 즉, 바람직한 사회 시

스템에 관한 비전과 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 그는 사

회디자이너를 “자신의 행동에 의하여 조금이라도 더 사람이 사람답게 ‘좋은 삶’을 살 수 있고 ‘좋은 공

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바람직한 결과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박정택 2007, 98, 102). 관련된 실

천 프로그램으로서 희망제작소는 2008년에 소셜디자이너스쿨을 열었다. 여기서 소셜디자이너는 “사회

의 의식, 제도, 관계 등을 바꾸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는 사회혁신가”로 정의되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공공의 리더로 양성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희망제작소 2012).

15)『철학사전』에 의하면 운동권 개념은 다음과 같이 해설된다.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 등장한 용어. 운동권이

란, 대체적으로 진보적 사회개혁, 변혁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1980년 이후부터는 대개가 좌편향적 성향을 가지고 ‘노

동자의 권리’, ‘독재정권 타도’ 등으로 주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저항을 하는 세력들을 말한다. 원래는 학생운동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으

며,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표현이 생겨났다”(임석진 외 2009).

16) 같은 논리로 권위주의 정권 시대 “정부의 지원금과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단체로,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원·육성(두산백과사전 2013)”

하는 단체로서 등장한 ‘관변단체’ 개념 또한 90년대 이후 행위자 개념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17) 시민교육의 실천과 담론에서 시민 개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거나 전통적 규범의 현대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으며 규범 

수준과 개인 수준의 중간적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도정일(2012, 26-27)은 “새로운 제도, 법률, 기구를 만들고 낡은 것을 개비”하는 창의성, 

유연성, 선도성 같은 능력을 가진 민주주의 건설자적 기능에 착목하여, 이동수(2013, 24-27)는 탈근대 시민사회의 중심적 행위자로서 수동적

인 국민 개념이나 저항적인 민중 개념 아닌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시민’이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태도를 중요시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또한 시민사회의 전통에 기반을 두면서 독자적 개념을 실천하고 있다. 

2011년부터 ‘뷰티풀펠로우’를 선정·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회혁신기업가’로 해설되며, 구체적 선정기준

으로서 사회적 사명감, 연대의식, 정직성, 공감력, 기업가적부분을 제시하고 있다(아름다운가게 2013a). 특

히 연대의식을 강조한 점이 아쇼카재단의 펠로우 선정기준과 비교되는 중요한 특징이다(표 4).18)

2000년대에 들어 사회를 변화시키거나 혁신적 아이디어나 활동으로 문제해결에 도전하는 다양한 개

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전문적 연구나 출판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

그램이나 TV 프로그램을 통해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소개되고 있다. 2009년 ‘김제동의 토크콘서트’나 

2011년 ‘안철수와 박경철의 청춘콘서트’, 2011년에서 2012년에 잇따라 시작한 CBS 기독교방송의 ‘세

바시(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SBS의 ‘지식 나눔 콘서트’, KBS의 ‘강연 100도씨’, 방송통신대학의 ‘꿈

꾸는 대학로: 재능기부 콘서트’ 등이 그것이다. 공통적으로 교육, 경제, 청년 등 현대적 사회문제를 주제

로 연예인, 예술가, 기업인, 교수, 기술자 등 창조계급이나 체인지메이커 혹은 일반 시민이 등장한다. 이

18) ‘아쇼카펠로우’의 선발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 2) 목표 설정이나 사업설계 과정에서 나타

나는 창의성, 3) 10년-15년 동안 한 문제의 해결에 완전히 몰입하는 자세와 각오와 같은 기업가정신, 4) 제시하는 아이디어의 사회적 중요

성, 5) 높은 신뢰성이다(Ashoka 2013).

[표 4] 아름다운가게 ‘뷰티풀펠로우’ 선정자 사례

이름 주요 사업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1:1 멘토링 사업을 추진.

수험생, 대학생, 교육관련 기업을 연계하는 사업 플랫폼을 개발.

유호근
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사무국장.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

도서관, 마을카페, 마을상담센터, 교육협동조합 등을 설립. 지역 중심적 기부 시스템을 개발·보급.

박정이
사회적 기업 오방놀이터 대표. 경력단절여성(결혼, 임신, 출산) 3명과 함께 천연염색 의류를 만드는

‘쪽빛사람들’ 사업을 시작. 가족카페를 운영하여 유아의 친환경적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 

박정화
Indie CF 대표. ‘광고 평등’을 비전으로 소규모 사업자 및 영세기업에게 저비용으로 전문적인

광고 제작 지원을 위한 플랫폼을 개발·운영. 협동조합 방식으로 광고계의 사회혁신을 주도.

유덕수
사회적 기업 열정대학 총장. 20대가 가진 고민 해결을 위해 학생이 자유롭게 수업을 디자인하여

기업 임원이나 스포츠 선수, 패션디자이너 등 사회 각계 인사가 가르치는 교육 사업을 추진.

출처: 아름다운가게(2013b)를 토대로 필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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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유행에 따라 ‘멘토’라는 개념이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 온 다양한 사람들

(KBS)’이나 ‘시대를 대표하는 명사들(SBS, CBS)’의 모습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 맥락에서 시대적 상

황에 맞는 새롭고 다양한 직업관을 개발하는 경향도 볼 수 있다(박원순 2011b; 박상필 2013).

이러한 유행 현성의 배경으로서 2007년에 본격적으로 온라인 활동을 시작한 TED의 전파를 무시할 수 

없다. 2009년 이후 적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TEDx에는 수많은 국내 사회혁신 행위자가 등장하고 있다

(표 5).19) TED는 1984년에 미국의 비영리단체가 시작한 ‘세상에 퍼뜨릴만한 아이디어(ideas worth spre

ading)’를 공유하는 온·오프라인 활동이다. ‘아이디어의 힘은 우리의 자세와 삶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를 위한 정보센터(clearinghouse)의 역할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TED 2013). 강연에 나선 시민들은 각자의 경험이나 지식, 아이디어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

게 동기나 용기를 부여하여 각자의 행동과 열정을 일깨운다.

19) TEDx는 TED 본부에서 라이센스을 받고 각지에서 자발적 및 독자적으로 개최되는 모임이다. 국내에서는 창의적 프레젠테이션을 연구하는 

모임인 Keynote User Group가 2009년 8월에 명동에서 시작해, 서울, 부산, 숙명, 연세 등 다양한 지역단위에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Ⅳ. 유사 개념의 포괄적 분류와 사회혁신 담론에 대한 함의

1. 개념 형성의 세 가지 경로

행위자 개념의 분류에 관해서 기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디스(Dees 1998, 1-2)는 ‘사

회기업가’ 담론을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의 경영전략에 주목하는 ‘비영리조직 학파’와 기업가로서

의 자질이나 능력에 주목하는 ‘기업가정신 학파’로 구분한다. 니콜스와 영(Nicholls and Young 2006, xii)

은 전자를 북미적 전통, 후자를 유럽적 전통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혁신 담론에 대해서도 사회적 사

명(social mission)에 있어서 ‘사회’의 의미(문제가 사회적, 과정이 사회적, 결과가 사회적)와 활동과정(opera

tional process)의 성격(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이라는 분류기준을 제시했는데, 결국 이 개념은 기존의 

정부, 기업, 시민섹터 개념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역이라고 지적한다(Nicholls 2006, 13-23). 앞에서 살

펴본 유사 개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 어느 정도 체계적 분류가 가능하나 ‘정책·사회적 

변화’ 담론에 나타난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면 기존 분류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담론 

동향을 살펴보면 개념규정의 초점을 기준으로 다음 세 가지 경로로 유형을 분류하는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그림 2).

[표 5] 국내 TEDx에서 소개된 행위자 사례

이름 주요 사업

서명숙
사단법인 제주올레 대표 이사. 언론사 편집국장을 역임 후 제주도에서 자연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 올레길’의 조성을 주도. 사업 모델은 일본, 영국 등 해외에 전파됨.

김형수
트리플래닛(소셜벤처) 대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온라인 나무심기 게임을 개발.

스마트폰 앱과 기업, NGO, 유엔 기구를 연계해 인도네시아, 몽골, 한국 등에서 나무를 심음.

김정현
딜라이트(소셜벤처) 대표. 기술개발에 의해 보청기의 표준화와 대량생산을 실현. 기존의 비싼

기종과 비교해 정부 지원금액 수준인 약 30만원으로 공급함으로써 난청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

윤종수
판사. 사단법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대표. 저작권 보호와 정보공유 사이의 조화와 창작과

나눔의 문화사회를 도모하기 위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를 한국에서 보급, 확산시켰음.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독자로부터 기사를 직접 받는 대안미디어 방식을 온라인상에서 실행.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슬로건으로 뉴스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혁신했음.

출처: 각 TEDx 행사 및 각 단체 홈페이지를 참고로 필자 작성.

그림 2_ 개념 형성의 세 가지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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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특정한 마음가짐이나 사고방식 등 규범 수준의 요인을 강조함으로써 개인 수준의 직업관이나 전

체성을 구체화하는 경로이다. 공공성이나 정당성 추구라는 규범적 자세를 강조하여 정부와 시장의 다리 

역할을 기대하는 시민기업가의 개념화(Siriani et al. 2001; Henton et al. 2004; Goldsmith 2010)나 공감이나 

창의성을 강조하는 사회기업가의 개념화(심상달 2009; KDI 2010) 등이 대표 사례이다. 공공리더나 소셜디

자이너 개념도 정부, NGO, 기업과 같은 조직적 조건이나 섹터 보다는 협동심이나 배려, 기회포착능력, 

디자인적 사고와 같은 조직과 무관한 개인의 정신적, 기술적 능력을 강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TED나 

강연 100도시를 비롯한 프로그램 또한 이 경로에 해당된다. 둘째, 특정 조직의 운영이나 제도적 기능 수

행, 정치사회적 구조를 강조함으로써 개인 행위자를 구체화하는 경로이다.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행위자로서 사회적기업가를 규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Elkington and Hartigan 2008; 사회적기업

진흥원 2011). 지식근로자나 창조계급, 조직내 사회기업가 개념 또한 현대적인 정치경제 구조에서 나타난 

특정 직업의 중요성이나 조직적 성격을 강조한 것이다. 새마을 지도자나 지역리더, 기층리더 등 지역사

화의 혁신이나 변화와 관련된 개념은 중앙과 구별되는 지역의 정치경제적 구조를 전제로 한다.

규범성과 조직성의 강조로 요약되는 두 경로는 기존 연구의 흐름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기업가정신 

학파는 전자에 가까우며 비영리학파는 후자와 유사하다. 그러나 실천에서도 적용된 두 경로는 개념의 

명료화나 발전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지자체가 

주진하는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와 희망제작소나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NGO가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

램에서는 사회기업가 육성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전자는 사회적기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후자는 사명감이나 연대의식 등 시민적 자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직성과 규

범성이라는 서로 다른 논리로 행위자 개념의 핵심 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에, 두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결국 사회기업가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가 애매하고 표면적 수준에 머

물게 된다. 요컨대 규범성과 조직성의 논리만으로 사회혁신 행위자를 이해하거나 이를 실천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경우 양 경로 간에 직접적인 접점이 없기 때문에 ‘독립적 영역’으로서의 사회혁신 행위자의 

본질적 특징을 규명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2. 생태계적 관점에 의한 개념 분류와 사회혁신 과정에 대한 함의

유사 개념의 사례를 살펴보면 규범성과 조직성의 강조와 다른 제3의 경로가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개인 수준의 내부에서 기타 유사 개념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방법으로 개념을 확립하는 경로이다. 

드레이톤(Drayton 2010)이 사회혁신 과정에서 사회기업가와 체인지메이커의 역할을 구별한 사례, 잘드

(Zald 2004)가 사회기업가와 정치기업가, 로비스트 등의 역할을 구별한 사례, 본스테인(Bornstein 2001; 

Bornstein and Davis 2010)이 사회기업가와 사회운동가, 정책입안자의 역할을 구별한 사례 등이 이 경로

에 해당된다. 부산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재로서 마을리더와 주민활동가, 마을 만들기 코디네이터

라는 단계를 설정한 것도 중요한 사례이다. 웨슬리 외(Westley et al. 2007)나 박정택(2007)의 연구에도 유

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은 행위자의 다각적 성격이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역할에 주목한 결과로서 

사회기업가나 혁신가, 체인지메이커, 공공활동가, 사회공학도 등 유사 개념을 혼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

들의 연구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대신, 모험가나 사회디자이너와 같이 추상적이며 통합적 개

념을 제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차별화 경로에 의한 개념규정에서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제를 볼 수 있다. 즉, 사회

혁신이란 한 명의 행위자가 모든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행위자 간의 역할분담으로 인해 이

루어지는 점 그리고 해당 행위자의 모집단 규모(잠재적 인원수 규모)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이나 입장이 

달라지는 점이다. 이와 같은 이해는 사회혁신 행위자의 포괄적 분류와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특히 모집단 규모가 개념 간의 차별화에 관련되는 점은 개인 행위자 혹은 인재에 관한 생태계적 분

류가 가능함을 시사한다.20) 개별 조직의 내부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변화를 이루키는 다수의 사람들

20) 여기서 생태계란 자연생태계와 구별되는 사회적 생태계를 의미한다. 주체, 상호작용, 에너지 흐름 등 자연생태계가 가진 체계적 특징을 인

간환경(man-made environment) 혹은 조직사회(society of organizations)에 적용해 사회체계의 내부적 동태를 관찰하려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

다(Drucker 1993, 441-457). 여기서 지적한 것은 사회혁신에 개임하는 각종 행위자등에 의한 ‘행위자 생태계’이며 이 외부에 존재하는 각종 

조직이나 기타 주체를 포함한 포괄적 사회생태계와 구별된다.

그림 3_ 모집단 규모에 따른 개인 행위자의 생태계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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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으며, 지역 차원의 정책 변화를 이끄는 사람들은 중간적 규모로 존재하며, 중앙정치의 입법과정에 

개입하여 법이나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소수정예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사회혁신이란 이들에 

의한 개별적 활동과 상호작용이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그림 3).

생태계적 관점은 규모라는 단순한 지표로 유사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장점뿐만 아니라 

사회혁신의 과정적 이론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점진적 혁신(혹은 제

품·서비스혁신), 제도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기존의 이해에 대해 이를 행

위자의 역할분담을 매개로 역동적으로 연계되는 세 가지 ‘단계’로 재해석하는 길을 여는 것이다. 각종 

유사 행위자의 내부적 상호관계에 기반을 두면서 혁신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특정 단계에만 초

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경영학이나 정치학적 담론을 연결할 수 있는 학제적 연구의 토대를 제공할 것

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회혁신의 초석이 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자원, 기술 혹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른바 ‘아이디어의 원천’이자 사회혁신의 잠재적 인

재들에 초점을 둔 개념들이 있다. 이에 해당되는 행위자의 모집단 규모는 필연적으로 크며 유사 개념 중

에서 가장 대중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 창조계급이나 지식근로자 그리고 주변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제

의 해결에 스스로 도전하는 자원봉사자 등이 이 수준에 속한다. 한국의 관련 통계를 보면 5백만 명에서 

천만 명 규모의 행위자가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된다.21) ‘모두가 체인지메이커가 되는 세상’과 같은 실

천 목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개별 지역사회나 특정 산업분야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수준에서는 비교적 많

은 사람들을 사회혁신 행위자로 보게 된다. 주어진 시스템 내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실험, 

학습, 모방의 반복을 주도하여 사업의 확대(scaling up)와 확산(scaling out)을 통해 시스템을 내부적 및 실

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다. 이 과정은 다양한 이론에서 중요시되고 있다. 지식창초 이론에

서는 지역 차원에서 축적된 노하우나 안목지(tacit knowledge)를 다른 지역으로 전파시킴으로써 보다 실

천적인 형식지(explicit knowledge)가 만들어지는 점에 주목한다(Nonaka et al. 2001). 실험적 거버넌스 이

론에서는 불확실성이나 복잡성에 지배되는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지역 차원의 유연성 있는 실천이나 우

수사례의 축적은 중앙정부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전체 시스템의 점진적인 개선에 도움이 된

다고 본다(Newman 2001; Sabel and Zeitlin 2010).

셋째, 문제의 근본적 원인 해결이나 중앙정치 차원의 직접적인 시스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행위자 

집단은 필연적으로 소규모가 된다. 이 과정에서는 관계자의 네트워킹, 여론형성, 법안작성, 로비 등 정

21) 한국에는 2001년 시점에서 약 4백만 명의 창조계급이 있으며 노동인구의 약 20%를 자치한다(Florida 2005). 자원봉사활동 등록자는 약 800

만 명을 달한다(안전행정부 2013, 26).

치적 개입을 위한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를 위한 능력이나 자원 등을 가진 사람이란 현실적

으로 소수의 유능한 인재가 해당된다. 사회혁신 담론에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여곡절을 

극복하여 이들의 활동이 사회적 흐름(social flow)을 타거나 사회적 전환점(social tipping point)에 도달했

을 때 자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달라지며 결국 시스템이 달라지는 것으로 설명한다(Westley et al. 2004, 

155). 바꿔 말하면 거시적 수준의 창발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 미시적 수준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

발시키는 것이 유능한 창조적 소수의 역할이다(Westley et al. 2004, 144). 또한 이들은 특정 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그 치열한 노력과 숭고한 열정을 통해 수많은 지역활동가나 시민들에게 용기를 주며 그들

에 의한 또 다른 사회혁신을 촉진한다.22)

이와 같이 사회혁신의 단계나 목표에 따라 중심 행위자의 역할이나 기능을 다르게 설명할 수 있으며, 

혁신이 심화될수록 즉, 제도혁신과 파괴적 혁신으로 발전해 갈수록, 각종 인재 간의 상호작용도 역동적

으로 나타난다.

3. 사회혁신 행위자의 ‘기획력’에 대한 함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생태계적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면서 행위자 개념의 본질적 특징으로 생각되는 

기획력에 대해 고찰한다. 물론 여기서 이를 완전히 규명할 수는 없으며 생태계적 조건이 시사하는 몇 가

지 특징을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기존 연구를 보면 기획력이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의 미래상에 대

한 행위자의 ‘가상적 개입(imaginative engagement)’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조직이나 제도, 사회를 변

화시키는 잠재적 원동력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Emirbayer and Mische 1998, 984).23) 물론 이러한 힘이 발

휘되는 구체적 방식이나 내용은 혁신의 단계나 개별적 사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본론

에서 살펴본 주요 담론에서 제시된 심도 있는 통찰을 생태계적 관점에 맞추어 통합적으로 재조립함으로

써 기획력의 종합적 특징 혹은 윤곽에 대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한다.24)

22) 본스테인(Bornstein and Davis 2010, xx)은 이 역할을 사회기업가의 핵심적인 역할로 보고 이를 전염성(contagious)이라고 지적한다. 사회기업가

는 한 가지 정책이나 이념의 실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획기적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독촉한다.

23) 구체적으로 가상적 개입은 다음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현재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대해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토대로 복수의 현실적 

시나리오를 그리는 ‘담론형성(narrative construction)’ 단계, 이에 새로운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결합시키는 ‘상징적 재구성(symbolic recompo

sition)’ 단계, ‘가상적 해결안(hypothetical resolution)’을 과제에 적용하는 ‘실험적 행동(experimental enactment)’ 단계이다. 특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과제의 상황이나 행위자의 사고 또한 달라지는 역동성이 중요하다(Emirbayer and Mische 1998, 988-991).

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스테인 외(Bornstein and Davis 2010, 130)의 경우 사회기업가를 사회운동가, 정책입안자 등과 구별하여 나아가서 혁신

단계의 복합성에 유의하면서 결론적으로 12가지의 마음가짐(mindset)이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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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 역할 수행과 자기혁신: 기획력의 내실

시회혁신의 단계나 목표와 상관없이 기획력이란 아이디어를 실천으로 옮기는 시점에서 나타나기 시

작한다. 그러나 도전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시스템 혁신으로 귀결될지 즉, 각 단계에 필요한 상호작용과 

단계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적으로 작동될지 여부는 개별 행위자에게 예측하기 힘든 문제이다. 복합적

인 사회혁신 과정에서 행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에 관한 가능성을 믿고, 혹은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상징적 재구성’을 하면서, 스스로의 역할에 성실히 도전하는 일이다(Young 2004, xiv). 이는 행위자 생

태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주어진 역할을 가능한 한 명료화하여 눈앞에 있는 과제에 몰입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쇼카 재단의 펠로우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문제의 해결에 전념할 수 있는 ‘완전한 몰입(total absorption)’이다(Ashoka Foundation 2013). 기

획력의 내실이란 이와 같이 생태계 속에서의 자신의 착실한 역할 수행이다.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한 결과 그는 최종적으로 시스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게 된다.

한편, 사회혁신 과정에서 행위자는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나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성찰할 필

요성 그리고 시간의 경과와 함께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필요성에 자주 놓이게 된다. 즉, 일관된 ‘역할 수

행’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사업 전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위치’를 생태계 속에서 이동시킬 

필요성도 발생한다. 본스테인 외(Bornstein and Davis 2010, 130)는 단순한 지속성(substantiality) 개념이 아

니라 ‘연속적 쇄신(continuous renewal)’이라는 자세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박정택(2007, 102)이 지적한 

복합적 사회상황에서의 실천적 숙고행동 중 숙고 또한 이와 같은 자기혁신과 일맥상통한다. 요컨대, 사

회혁신에서 기획력이란 행위자 생태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전략적으로 선택·조정하면서 주어진 역할에 

몰입하는 복합적 행위에서 나타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생태계적 관계망의 작동: 기획력의 증폭

행위자 생태계는 한편에서는 사회혁신이란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다른 한편에서는 상하 수준이나 

동일 수준에서 잠재적 협력자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를 발견하여 도움을 요청하거나 연대하는 것이 

각자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상호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중요하다. 서울시장으로서 사회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박원순이 자주 ‘여럿이 함께’라는 슬로건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나 본스테인 외(Bornste

in and Davis 2010, 130)가 유연성 있는 팀의 활용과 공동창조(co-creation)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것은 이와 

관련된다. 아이디어를 널리 보급하거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행위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협력자들과 효과적인 생태계 관계망을 작동시킴으로써 기획력을 증폭된다.

몰입을 통한 역할 수행과 위치 조정을 동시에 진행시키면서 다각적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은 결국 행

위자 생태계 전체가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웨슬리 외(Westley et al. 2004, 93-120, 202-205)는 이러한 현

상을 ‘공진화(co-evolution)’로 지적한다. 사회혁신의 과정에서 자신을 물론, 협력자의 역할이나 위치 그

리고 이에 영향을 받는 반대 세력의 역할이나 위치 등 최종적으로 모두가 변해 간다.

규범과 제도의 발전: 기회력의 한계와 보완

역할을 명료화하여 상호작용을 강화해도 현실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항상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위자의 기획력에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이유에 관해서는 개별적 문제 

자체나 생태계의 상태 등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획력을 장기적으로 보완해 가는 과제에 괸해서는 본 연구에서 자세히 언급

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즉, 행위자의 개념화와 실천에 관한 규범 수준과 조직·

제도 수준의 발전이다. 규범 수준이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적 해결의 필요성을 사회 전체가 느낌으로

서 나타나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인식적 변화와 관련된다. 2000년대에 들어 사회혁신이 급속히 유행한 

것도 사회적 인식 변화의 한 결과이다. 조직·제도 수준이란 특정한 행위자의 육성과 기획력의 발휘를 

효과적이고 대규모로 촉진한다. 한국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개념화된 사회기업

가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차원의 규범과 제도의 발전은 개인 행위자의 기획력이나 생태계적 상호작용을 장기적

으로 보완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다만, 모든 규범과 제도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해주는 것은 물론 아니

다. 현실 사회에서는 사회혁신의 장애가 될 규범이나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고, 규범이나 제도의 역할 

자체에도 결국 한계가 있다. 기획력의 발휘란 사회혁신의 기본 개념과 마찬가지로 복합적 측면을 가지

고 있다.

Ⅴ. 결론

제주도에서 시민, 기업, 지자체를 협력시켜 올레 길을 조성한 한 언론인, IT 강국인 한국에서 지적재산

권 문제에 관한 대안적 해결방법을 전도한 한 판사,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대자동

차그룹과 함께하는재단과 협력해 기술과 정책을 혁신한 한 기업인.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불가능할 

것 같은 비전에 스스로 도전하고 마침내 조직, 지역 나아가서 사회를 혁신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과

연 어떻게 개념화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사회혁신 담론 중에서 행위자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국내외의 주요 사례연구와 프로그램에

서 나타난 유사 개념을 비교하여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첫째, 담론 동향에서 개인 수준의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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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 대한 규정방식을 살펴보면 1) 규범성을 강조한 개념화, 2) 조직적 기능 수행을 강조한 개념화, 3) 

개인 수준의 내부적 차별성을 강조한 개념화라는 세 가지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이 중에서 특히 

차별화 방식에 의해 사회혁신 행위자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 개념규정 방식에서는 

행위자의 모집단 규모와 이에 따른 각종 행위자의 역할분담으로 사회혁신의 과정을 바라본다. 이는 행

위자 개념에 관한 생태계적 분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셋째, 생태계적 관점은 유사 개념을 포괄적으로 

분류함과 동시에 사회혁신의 과정적 이론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제

품·서비스혁신, 제도혁신, 파괴적 혁신이라는 세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 기존의 이해에 대해 이를 행

위자의 역할분담을 매개로 역동적으로 연계되는 세 가지 ‘단계’로 재해석하여 학제적 연구의 토대를 마

련해 주는 것이다. 또한 이 관점은 행위자 기획력의 내실과 증폭, 한계와 보완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

한다.

방법론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요 사례연구만을 관찰하는 제한적 방법에 의존했기 

때문에 ‘모든 사례연구’에서 나타난 ‘모든 행위자 개념’을 검토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해석적 방법에 의

존해 각 개념을 비교한 것은 특정 부분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면적이고 복잡한 사회혁신 담론의 현주소에 있어서 그리고 경영학

적 시각이 중심인 국내 담론 동향에 있어서 차별화된 시각을 도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정부, 기

업, 시민사회를 구분하는 기존의 섹터 중심적 논리와 대비되는 개인 수준에 대한 착목과 생태계적 관점

은 사회혁신 개념의 학제적 탐구를 촉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3년 한국을 찾은 사회기업가 무하마드 유누스(Yunus 2013)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창조적 힘(super creative power)’이 있다. 이 힘을 쓸지 안 

쓸지는 여러분의 선택문제이다.” 본스테인 외(Bornstein and Davis 2010, xix) 또한 세계 각지의 사회기업

가들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혁신 행위자를 개념화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란 결국 각자의 입장, 섹터, 사상, 자원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내재적 힘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실천적 방

법론이나 정치적 메커니즘, 구체적 역할 등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데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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