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1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 -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행사 개요

구 분 주요내용

목 적

▪ 서울시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참여 활성화

▪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

▪ 서울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기 간 ▪ 2012. 9월 28일(월) 공고 ∼ 2013. 3월 23일(토) 최종결과발표대회

참가자격 ▪ 서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서울시민

시상 및

특전

▪ 우수 아이디어 선정팀(43팀)

- 사회적경제 전문기관의 1:1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제공

- 크라우드 매칭펀드 참여 기회 제공 및 프로젝트 실행 지원

- 서울시 및 행정기관 네트워크 및 다양한 자원의 연계방안 제공

▪ 창업우수팀(10팀) : 우수아이디어 선정 43팀 중 창업지원 10팀

- 창업자금 1천만원 지급

- 맞춤형 해외연수 제공(팀당 2명)

- 사회적기업개발센터 입주 기회 제공(최대 3년간)

- 지속적인 멘토링 및 코칭 프로그램 제공

  추진 일정 

항 목 기 간 실시내용

1. 위키토크 개최 9. 22 ∼ 12. 8 오픈컨퍼런스 및 게릴라 컨퍼런스 개최

2. 아이디어 접수 9. 28 ∼12. 2 <위키서울닷컴>을 통해 아이디어 접수/평가

3. 시민투표 ∼ 12. 10 <위키서울닷컴>을 통해 아이디어 투표

4. 아이디어 선정 12. 11 ∼ 12. 18 40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

5. 기본교육 ‘13. 1. 5 ∼13. 3. 2 사회적경제 이해 기본 교육

6. 솔루션개발 및 멘토링 12. 27 ∼’13. 3. 23 상시 코칭 및 멘토링

7. 크라우드펀딩 13. 1. 28 ∼ 13. 3. 8 크라우드 펀딩 실행

8. 프로젝트 실행 12. 27 ∼ 13. 3. 23 아이디어 프로젝트 실행 (개별 진행)

9. 최종결과발표대회 ‘13. 3. 23 10개 창업우수팀 포함, 40팀 결과 발표

10. 후속 지원 ‘13. 3. 23 ∼ 최장 3년간 민관연계 맞춤형 후속지원



연번 주제 아이디어 제안자

1

 삶터

(12)

시민이동통신협동조합 설립 박용규

2 청년 주거문제해결을 위한 ‘청년 주택협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3 이화마을 관광지화를 위한 재생사업 이화마을

4 좋은 시장, 멋진 시장, 즐거운 시장 오늘공작소

5 지역을 바꾸는 중고 피아노 정석준

6 저소득층 자녀들과 영세 상인들을 위한 힐링장터 정보람

7 소상공인 기프티콘 서비스 박홍철

8
[모두 행복한 생활공간 연구소]

당신이 사는 동네는 어떤가요?
현승헌, 성철휘

9
마을 주민들이 함께만드는

‘외국인 여행자 게스트 하우스 마을’
백승훈

10 착한 부동산 김경렬

11 다시 꿈꾸고 싶은 청년들이 만드는 협동경제 이야기 청년연대은행

12
지방청년들의 서울 살이 베이스캠프

[청년임시주거 협동조합]
골목바람

13

에코라이프

(7)

커피찌꺼기의 심각한 문제와 활용방안 임병걸

14 삶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비오톱 bio-tope,( )에 농장 감자

15 우리 동네 장독대 만들기 푸드포체인지

16 ’다지구다‘ 유기농 디자인 공동체 제안 쌈지농부

17 반짝반짝 반려동물 의료생협 동물사랑실천협회

18 한살림 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서울

19
우리 동네 ‘대안적 소비’를 지원하는 가게들의 지도 만들기! 

Buy What You Believe
hyesukshin

20
교육

(6)

청소년도 강의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The 1st Penguin
The First Penguin

21 교육협동조합 생각실험 ; 공동체로 해결하는 교육 송미숙

22 자유예술캠프(모든 시민은 문화예술 창작자다) 자유예술캠프

붙임 2

최종 선정 아이디어 명단



연번 주제 아이디어 제안자

23 가재울 마을학교 차승현

24 [wiki  textbook]전공서적 대여 플랫폼_위키텍스트북 한충원

25 동네 예술치유학교 이미경

26

과학기술

(3)

서울의 시민  공공 제작소 Fab Lab Seoul fab lab seoul

27 비영리 단체를 위한 IT지원으로 사회문제해결에 전념할 수 있게 정우성

28
저가형 의족 보급과 의족 사용자를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
sunghwanyou

29

나눔

(6)

중고의류의 가치 되살리기 : 스토리 스토어 스토리 스토어

30 서울시 청소년 희망 농구 지원사업 한기범

31
온라인광고가따뜻해졌다!

사회에기여하는온라인광고! 착한광고배너
이준수

32 1:1 매칭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주차 공간 공유 서비스 문성호

33 열린옷장 한만일

34 안쓰는 물건을 다른 이웃에게 나눠주세요 김재환

35 돌봄(1) 마청마책(마을 청소년들은 마을에서 책임진다) 김세희

36

문화예술

(4)

대학로에 연극의 희망을 성균관대 Enactus 

37 청소년 음악프로젝트 솔깃 jaejin

38 놀면서 만드는 DIY, 땡땅이를 공작하다 OOOI공작

39 주민 참여형 시장의 정보 사이트 만들기 이초영

40
일터

(2)

생활 일거리 생겨나는 온라인 커뮤니티 '솜씨좋은곳' Pollykim

41
돈은 벌어야겠는데 넘치는 스트레스는 어떻할꺼니? 

나눔과 비움의 힐링, 나비놀이
송희정

42 기타

(2)

사회적경제미디어협동조합 민동은

43 지속가능한 동네 슈퍼만들기 CDTn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