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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창의교육 사회혁신>

주    제 홍콩의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in Hongkong) 

일    시 2013년 11월 7일 (목) 13:00 ~ 16:00

장    소 청년허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불광역 2번출구) 

대    상 청년 및 사회혁신에 관심 있는 사람

추진단체 MAD(매드), 홍콩

내    용

․ 홍콩의 사회혁신의 흐름 소개 및 체인지 메이커로서의 청년활동 사례 소개  

 - 대안교육, 취약계층관련 프로젝트, 음식공유와 관련한 공동체 활동, 사회적 기업, 지속가

능한 개발 등

․ 사회혁신 분야의 한국청년활동 사례 공유 및 한국과 홍콩 사례 비교 및 토론 

․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3, 삶의 재구성’을 이어 2014년 1월에 개최될 MAD 

Conference, ‘다섯번째 방향(Fifth direction)’ 참여와 협력을 논의 

초청연사

에이다 웡(Ada Wong), MAD 대표, 홍콩

- 홍콩 사회적 기업을 위한 코워팅 스페이스 인 굿랩(Good Lab) 

  대표 (2012-)

- 사회혁신익스체인지(SIX, Social Innovation Exchange)의 

  글로벌 이사(2012-)

- 홍콩 완차이 지역구 의회 의장(2004-2007)

- 홍콩 완차이 지역구 의회 의원 (2000-2003)

- 홍콩내 창의교육 및 사회혁신 관련 리더이자, 정치가이며, 사회적기업가 

  · 창의 교육과 시민 교육, 비판 의식과 풀뿌리 민주주의 및 지역 커뮤니티의 복원 

  · 코워킹 스페이스, 도시재생,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금융과 사회혁신

[별첨 2]

청년단체개별세션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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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IT개방기술>

주    제 IT 개발자가 사회혁신을 실행하는 방법 (How to IT Developers act to social innovation)

일    시 2013. 11. 7 (목) 14:00 ~ 16:00

장    소 청년허브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통일로 684, 불광역 2번출구) 

대    상 공공인프라, 데이터, 게임 및 포털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IT 영역의 청년들과 파트너 

추진단체 유에프오팩토리 ufofactory

내    용

“무엇이든 꿈꿀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뛰어나게 잘하는 것, IT를 통해 사회를 변

화시키려고 한다.“

․ 태국의 대표적 IT 사회적기업인 오픈드림을 초청하여 IT 기술을 이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

고 긍정적 사회변화를 이끄는 사례를 들어봄 - 태국 북동지역에서 SNS를 통해 질병 관리

를 구현한 “DoctorMe” 사례 

․ 개인의 건강관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목 

․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있는 IT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의 지속가능한 삶과 방식에 대

한 논의

초청연사

파티팟 수숨파우(Patipat Susumpow), 오픈드림, 태국

패차라폰 판수완((Patcharaporn Pansuwan), 오픈드림, 태국

- 파티팟 수숨파우는 ‘데이터 괴짜’라고 불리는 사회적 기업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3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고 여자 친구와 함

께 IT 도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

해 오픈드림 창업

- 패차라폰 판수완은 사회적 기업가이자 오픈드림의 공동 창립자. 

  그녀는 2004년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학위를 받고, 2개의 회사에서 

방황하다 

  2007 년 회사를 그만두고 오픈드림을 창업.

- 오픈드림의 주요 관심 분야는 ICT 기반의 개인 건강 관리, 비형식 교육과 오픈 소스 소프

트웨어 개발. 2009년 태국의 북동 지역에서 SNS를 통해 모바일 질병 감시를 구현하는 

닥터미 “DoctorMe” 의 개발 등 태국 내 IT 기반 공공·사회혁신에 광범위하게 참여

* 취재 가능 사항 : 별도 인터뷰 및 포럼 현장 취재(11.6 12:00~11.9 21:00 중 일정 협의/

영어 통역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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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혁신적 생산 공간재생>

주    제 도쿄 R부동산, 알박기의 이론과 실제 (Theory and Practice of a Nail House)

일    시 2013. 11. 7 (목) 14:00 ~ 17:00

장    소 문화로놀이짱 (서울시 마포구 성산 2동, 월드컵경기장역 2번출구)

대    상 건축, 영상/시각 디자인, 가구 디자인 작업자 및 생산과 협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 (선착순 30명)

추진단체 문화로놀이짱 

내    용

“낡은 건물만 중계하는 도쿄의 R부동산, 공간 매물 소개비가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라이프 방식을 판매 한다”

․ 알박기란 개발지역에 소규모 토지를 매입해서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을 뜻하는 부정적 언

어지만 R부동산의 알박기는 공간을 재생하는 새로운 방식을 보여줌. 

․ ‘낡은 공간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를 모토로 낡은 공간, 건물을 개조해서 새롭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R부동산의 새로운 알박기에 대해 들어봄.

․ 매물소개를 넘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R부동산의 방식 소개

․ 소수의 상근직원과 네트워크 인력을 활용하는 플랫폼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새로운 

조직운영 사례 논의

초청연사

하야시 아쓰미(Atsumi Hayashi), 주식회사 스피크/도쿄R부동산, 일본

- 부동산 셀렉트숍 사이트 '도쿄R부동산' www.realtokyoestate.co.jp 매니지먼트 외에 부동

산개발, 리노베이션 등을 기획하고 프로듀스 하며, 니지마의 카페 겸 숙소인 'saro’ 운영

- 도쿄대학 공학부 건축학과, 콜롬비아대 건축대학원 부동산개발과 수료 후 맥킨지 부동산 

디벨로퍼를 거쳐 2004년 요시자토 히로야(吉里裕也)와 함께 주식회사 스피크 설립하여 

운영 중

- 건축가, 디자이너, 웹 에디터 등의 친구 5명과 계속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쿄 R부동산’ 아이디어가 나옴. 건물이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지 

섬세하게 소개하고, 이를 위해 비어 있는 방이 많은 낡고 오래된 건물만 찾게 됨. 리모델

링이 자유롭게 된다는 조건 하에 중개, 해당 공간에 살기를 원하는 사람과 함께 리모델링

을 함께 하기도

- 인테리어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어플리케이션화. 지금은 application 소스를 만든상황으

로 digital platform 준비 중

      

 * 취재 가능 사항 : 별도 인터뷰 및 포럼 현장 취재(11.6 16:30~11.7 19:00 중 일정 협의

/일어 통역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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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4. 청년문화>

주    제 일의 재구성 (Reshaping the Notion of Work)

일    시 2013. 11. 7 (목) 16:00 ~ 19:00 

장    소 K2 인터네셔널 코리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0-30) 

대    상 새로운 형태의 일을 상상해보고 싶은 청년들 

추진단체 공동주최 : 한일청년기획단 (KJ Youth Forum Working Group)

내    용

․ 한국과 일본의 청년이 공통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곤란함을 이야기하고 이를 이슈화, 여론

화하기 위한 한일청년포럼의 5번째 포럼 

․ 저성장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때에 근대적 ‘일’의 개념을 넘어 기존의 일 개념에 균열을 내

거나 새로운 일 방식을 만들어가는 사례를 듣고 이야기를 나눔.  

 - 사례1. 프리타전반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 실업자, 프리터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

정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 사례2.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삶이 무너진 현장에서 지진 피해지역 자원활동을 

통해 삶을 재구성해나가는 사례를 K2 인터내셔널 카메야마 유리코를 통해 들어봄 

초청연사

키쿠치 켄, 프리타전반노조 활동가, 일본 

카메야마 유리코, K2 인터네셔널, 일본 

키쿠치 켄, 프리타전반노조 활동가. 일본
- 키쿠치 켄은 사회에서 잉여 취급을 받아온 비정규직 프리터들을 위한 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중

-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도록 지원

- 프리터 전반노동조합은 도쿄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프리터,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사원, 실업자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로 조직된 노동

조합

키메야마 유리코, K2 인터네셔널, 일본
- 카메야마 유리코는 임시교사 생활을 은퇴하고 2000년 워킹홀리데이로 뉴질랜드에 갔다가 

자원 봉사자로 공동생활을 했던 경험이 삶을 다르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 귀국 후 교사로 

돌아가지 않고 K2인터네셔널 요코하마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음.

- 잠시 K2를 떠나 자조모임 ‘올리브’를 하기도 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 

NPO휴먼원정대로 지진 피해지역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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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5. 새로운 일· 창업 생활공동체>

주    제 ‘일’이 오너라 ‘업’과 놀자! (How to play your job)

일    시 2013. 11. 7 (목) 18:00 ~ 22:00

장    소 장소 : 오픈팩토리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방배역 4번출구)

대    상 일과 놀이의 구분 없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 (선착순 70명 내외) 

추진단체 청년단체 : 오픈팩토리 (OPEN FACTORY)

내    용

“Incredible Edible이 뭐?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공공부지에서 기르는 것!”

․ 과거에 일이 삶과 분리된 생계의 수단이었다면 현재 삶 속에서 일의 새로운 의미를 찾고 

일과 놀이, 삶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를 들어봄 

․ 과거 잘나가는 IT개발자였던 칼 와버튼이 대표적 전환마을인 토드모든에서 로컬 푸드를 생

산하며 치즈메이커로서, 일상을 즐기는 음악가로 변신하게 된 계기를 들어봄. 

․ 좋은 직장과 성적을 강요받는 아시아 중산층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며 자기가 원

하는 삶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쏘츠 컬렉티비의 사례를 통해 알아봄  

․ 싱가포르의 대표적 다섯 개 사회적 기업이 모인 그룹인 쏘츠 컬렉티브의 활동을 나눔. 

초청연사

칼 와버튼(Carl Warburton), 펙스트먼트, 영국

샤오윈(Shiao Yin Kuik), 쏘츠 콜렉티브, 싱가포르

    

- 설립자인 칼은 영국의 대형 은행에서 IT 전문가로 22년간 근무. 

은행 근무 당시 중앙컴퓨터 운영 부서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시스

템 프로그래밍 팀, 금융시스템 기술 인프라를 책임지는 중책의 자

리까지 올랐으나, 지속가능한 삶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

작. 현재는 팩스트먼트 설립 후 낮에는 치즈 메이커로, 밤에는 음

악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음

- 팩스트먼트는 치즈 회사로, ‘08년 설립 이래 수차례 사회혁신 공로상을 받았으며 영국 왕

실이 로컬푸드에 관심을 갖고 지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 영국 식품혁명의 중심으로 꼽

히고 있음 www.pextenement.co.uk

- 와버튼 외 Thought Collective 창의적인 비즈니스 개발과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일을 하

고 있고 ‘Food for Thought’ 관리자인 싱가포르 샤오윈 동반 초청

* 취재 가능 사항 : 별도 인터뷰(공동 초청연사 전체) 및 포럼 현장 취재(11.7 13:00~11.8 

21:00 중 일정 협의/영어 통역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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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6. 청년정치>

주    제 NEXT PARTY! 미래의 정치이야기 (NEXT PARTY! Political stories of the next generation)

일    시 2013년 11월 7일 (목) 19:00 ~ 21:00

장    소 카페더웨이(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17)

대    상 청년 및 청년단체, 참여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가능 (선착순 50명 내외)

추진단체 더 넥스트 THE NEXT

내    용

 “15석 확보를 통해 독일 제 4당으로의 등극. 평균연령 30.2세, 대부분 젊은이들, 10세 이

상이면 당원으로 가입 가능!”

․ 새로운 스타일의 정치실험! 독일 해적당과 다음 세대의 정치참여 논의

․ 세션 주최자인 더 넥스트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천방식으로서 독일 해적당의 방법론들을 

소개하고, 실질적인 참여 정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 

․ 줄리아 레다는 최근 15석 의석 확보를 통해 독일 제 4당으로 등극한 독일 해적당 활동과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해적당의 새로운 움직임을 자신의 정당 활동과  

 연결해 소개할 예정 사례)온라인 내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권 강화

초청연사

줄리아 레다(Julia Reda) 유럽 청년 해적당(Young Pirates of Europe) 대표, 독일

- 2009년부터 해적당 당원 활동 시작,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일 해적당 청년기구인 청

년해적당 대표 역임

- 독일 해적당은 스웨덴 해적당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정보화사회 정당으로 규정. 정당 

명칭에 보함된 “해적”은 음반과 영화산업단체가 저작권법 위반을 “해적판”이라 칭한 것

을 비꼬기 위해 사용. 개인 용도의 복제 권리의 보장을 확대하고, 개인상용자간 파일공유

의 비범죄화 추구

- 시민권의 강화와 국가활동의 투명화 등을 추구. 특히 정치와 경제 분야의 투명화는 부패 

없는 사회 전제 하에 행정활동에 대한 정보 공유 실천. 또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는 전자투표의 철폐 주장, 생체 여권, 공공장소 감시카메라 설치 반대 등의 정책화 추진

* 취재 가능 사항 : 별도 인터뷰 및 포럼 현장 취재(11.7 09:00~11.8 21:00 중 일정 협의/

영어 통역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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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7. 생활공동체>

주    제
에즈원커뮤니티를 통해 본 사이좋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How to Build Community as Safety-net, Case Study of As One Community)

일    시 2013. 11. 7 (목) 19:00 ~ 22:00

장    소 카페오공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6-5 지하 카페50,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대    상 마을공동체를 고민하는 청년 (선착순 30명 내외)

추진단체 카페오공(cafe50)

내    용

․ 일본 에즈원커뮤니티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사례를 나눔 

- 신뢰, 나눔, 협동 등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 적게 소비, 생산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

는 방안 논의 

– 커뮤니티의 자립기반과 자치 방안 논의

- 공동체가 갈등을 넘어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구성원의 내적성숙과 소통방법 논의  

초청연사

초청연사 : 마사시 오노(Masashi Ono), 에즈원커뮤니티, 일본 

- 마사시 오노는 에즈원커뮤니티에서 생활하며 사이엔즈스쿨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음. 도쿄

대학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였으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공동체 생활을 하였음. 이

후 스즈카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체인 에즈원커뮤니티를 만들어 현재까지 생활하고 있음.

- 에즈원커뮤니티 에즈원커뮤니티는 일본 나고야시에서 차로 약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미에

현 스즈카시에 위치한 공동체. 

- 에즈원 커뮤니티는 사람에 대한 연구, 관계의 진보를 통해 안심할 수 있는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음. 에즈원 커뮤니티 내 사이엔즈 스쿨과 연구소를 통해 모든 것을 

서로 논의할 수 있고, 분노나 다툼을 넘어 가족과 같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 및 프

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 마을 내에 반찬가게, 부동산, 농장, 게스트하우스, 선물가게 등이 운영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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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8. 공유 공간 일 문화>

주    제
도시 한 켠에서, 커뮤니티 공간 디자인하기: 일하는 방식의 재구성

(Community Space Design, at the corner of Cities: Reshaping the way we work)

일    시 2013. 11. 8 (금) 10:00 ~ 12:00

장    소 스페이스노아 (서울시 중구 시청역 8번출구)

대    상 코워킹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 코워킹 공간을 만들고 싶은 사람 그외 관심있는 누구나

추진단체 스페이스 노아(SPACE NOAH)

내    용

“웃고 대화하는 코워킹 스페이스에서는 각자가 가진 문제를 새로운 시각을 통해 가볍고 자

연스럽게 도와가며 풀어간다. 사회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의 어려움을 가벼운 방식으

로 풀어갔으면 좋겠다.” 

․ 모든 삶의 행위가 공간을 바탕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창조적인 공간이 만들어내는 협업의 

문화, 새로운 일의 방식과 혁신적인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 

․ 최근 몇 년 사이 일본 사회에 200개가 넘는 코워킹 스페이스가 등장한 이유를 알아보고 

스페이스노아가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코워킹 서비스를 활용하여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으

로 이용할 수 있을지 논의 – 스페이스 노아 n스페이스 프로젝트 

․ 2014년 아시아코워킹컨퍼런스의 서울개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초청연사

카와무라 츠토무 (Tsutomu Kawamura), 리브라이즈, 일본 

사타니 쿄(Kyo Satani), 팍시하우스 도쿄, 일본

- 카와무라 츠토무는 프로그래머이자 디자이너로, 2011년 도쿄 시

모키타자 지역에서 오픈소스 카페 운영. 이 카페는도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코워킹 스페이스이자 오픈소스의 중심지

- 리브라이즈는 지역 내 다양한 공간이 책장을 공유할 수 있는 툴

을 제공, 코워킹 스페이스를 포함하여 개인과 카페, 학교 등 현재

까지 300여 곳이 넘는 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책장 공유

- 츠토무 외 또 다른 코워킹스페이스를 운영하는 ‘팍시 하우스 도쿄’

의 사타니 쿄Satani Kyo 함께 참여. 쿄는 교토대학교에서 문화심

리학을 전공하고 브래드포드대학에서 평화학 석사, 팍시에 합류하

기 전 채용담당매니저, 세일즈 디렉터, 뉴스 저널리스트 등의 다양

한 활동. 일본 코워킹 협동조합 이사로도 활동

* 취재 가능 사항 : 별도 인터뷰(공동 초청연사 전체) 및 포럼 현장 취재(11.7 13:00~11.8 

21:00 중 일정 협의/일어 통역 지원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