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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공익적 혁신활동가들의 축제,
BETTER TOGETHER CHALLENGE

우리의 작은 '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변화가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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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가, 체인지메이커, 컬처디자이너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우리 주변 곳곳에는 우리의 삶과 사회를 혁신하기 위해 실험하고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8년 9월 6일, 대전컨벤션센터에는 전국 수백 명의 지역혁신활동가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신만의 방법과 문화, 전문성으로

연령도 10대 고등학생부터 연륜이 지긋한 70대까지.

더 나은 세상을 디자인하고 있는 수많은 혁신활동가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지역도 분야도 모두 다른 이들은 왜 여기에 모였을까요?

열정과 창의력으로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새로운 가치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은 한 명 한 명,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편견 없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들,

무에서 유를 만들어가는 창작가이자 혁신가입니다.

나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더 이상 혼자만의 선택이 아님을 알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닌 본인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작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퍼뜨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지역활동가, 혁신활동가, 체인지메이커, 컬처디자이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방법은 다양합니다.

지역과 사회 곳곳에서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술로, 교육으로, 기술 나눔으로, 창업으로, 마을 만들기로, 환경 보호로,
투표 장려 캠페인으로, 지역재생으로, 공간 나눔으로, 숲길 만들기로.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 혼자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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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의 활동 이야기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실천을 하고 있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의 무대에서 이들은
지역과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해가기 위한 자신의 활동을 나누고
다른 활동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 감동과 영감, 응원과 지지를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3일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 있는 만남이,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가,
1회에서 멈추지 않고 2회, 3회로 이어져
내년에는 스스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더 많은 동료 혁신활동가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며
각자의 지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모두가 함께하는 꿈은 현실’이라는
표현이 있지요.
포기하지 않고 지역을 변화시켜가는 많은 혁신활동가들이 있기에
함께 행복한 세상, 더 살기 좋은 지역은
분명 가능한 현실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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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이
열리기까지

월드컬처오픈과 컬처디자이너
월드컬처오픈(World Culture Open)은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추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로서, 인류 공통의 바람인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향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방법을
교류하기 위한 문화연구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전 세계 다양한 지역, 기관, 활동가들과 함께 세계 문화교류, 지역기반
문화나눔 운동, 국제적 문화지원 사업들을 크고 작게 전개해오며 월드컬처오픈은 문화를
통해 세계인들이 모여 공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열린 마당들을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창의적 실천가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미 자신만의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응원하고 또 이런 활동들이 더 많아지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까? 이에 2016년부터 이런 숨은 영웅들, 지역에서 혁신을 만들어가는 공익적 활동가들을
‘컬처디자이너’라 이름하여 이들을 전국 곳곳에서 발굴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습니다.
또한 컬처디자이너 페어, 컬처디자이너 데이, 세계문화대회, 베터투게더 챌린지 등을 개최
하며 공공선(公共善)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혁신활동가들이 모여
지혜와 아이디어, 경험과 정보를 나누고 협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왔습니다.
월드컬처오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컬처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응원
하며 이들과 함께 지구촌의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나갈 것입
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공익적인 열정이 지구촌 전체에 더 큰 공감으로 연결되고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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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원회,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혁신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균등한 삶의 질을 누리고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2003년 이래 국가 균형발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조정·심의해왔으며,
모든 지역과 각계 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해왔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축적된 경험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핵심기반은 사람이며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여, 2018년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새로이 하며 지역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x 월드컬처오픈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혁신과 발전의 비전에 함께 공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월드컬처오픈은
이러한 비전의 실현을 향해 공동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펼치고자 2017년 11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함께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은 창의적인 인재 발굴과 양성이라는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 혁신을 이끌어 가는 지역활동가들의
사례를 발굴, 축적, 지원한다.
· 미래 지속적 지역 발전의 중추인 지역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전국 각 지역이
각자의 고유성과 특화 자원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지역활동가들과 국내외의 공익 활동가들이 모여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더 나은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간다.
이러한 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워회와 월드컬처오픈은 지역 인재의
발굴, 양성, 교류를 위한 실천 · 협력 방안에 대해 상호 논의를 지속적으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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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민관협력의 새로운 시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국의 균형적인 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2004년부터 균형발전박람회를 매년 개최해왔습니다.
특별히 2018년에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 철학과 맥락을 같이 하여, 지역의 현장에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만드는 플랫폼으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이에 기존의 대규모 전시박람회 행사에 더해,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입체적으로 토론하는 정책포럼 및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 혁신으로 달라지는 삶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지역혁신활동가대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같이 기획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민간 협력 파트너인 월드컬처오픈과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지역 혁신활동가들이 교류하는 플랫폼, 의미 있는 민관협력 시도 등 새로운 실험에
도전했던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활동가 대회는,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응원, 희망적인 기대를 받으며 개최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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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들어가는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감동적인 일입니다.
뛰어난 개인의 능력보다 평범한 다수의 지혜가
더 깊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명 한 명이 만들어내는 혁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작은 혁신이 하나하나 쌓이고 모여
지역과 사회의 큰 변화의 물결로 이어집니다.
더 새롭고 폭발력 있는 혁신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한 명 한 명 모두가 함께 지혜를 더한다면,
우리가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세상을
함께 멋지게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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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당신의 액션은 무엇인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이야기들.
언젠가는 큰 날개를 펼칠,
작지만 힘찬 우리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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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AY 프로그램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at a glance
9월 6일 목요일

9월 7일 금요일

9월 8일 토요일

10:00-11:30

10:00-16:00

10:30-15:00

BETTER TOGETHER

BETTER TOGETHER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Opening

CHALLENGE

Fair&school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오프닝

Final Round

베터투게더 페어&스쿨

자신만의 재능과 방법으로, 더불어 행복한 사회와 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체인지메이커, 컬처디자이너, 지역혁신활동가들이 모여 지역, 세대, 분야의
구분 없이 자유롭고 즐겁게 교류하며, 지역과 사회 문제에 대해 열린 목소리를 내고, 서로
감동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3일간의 교류와 축제의 장입니다.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결선

함께할 때 효과는 곱빼기

ㅣ일시ㅣ 2018. 9. 6 목 - 9. 8 토
ㅣ장소ㅣ 대전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 內 혁신마당
ㅣ주최·주관ㅣ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 · KIAT · 월드컬처오픈

[x]
Edutainment

13:00-18:00

10:30-11:30

BETTER TOGETHER
CHALLENGE

[+]

16:00-17:30

First Round

내 삶에 여유 더하기
Work&Life Balance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C!talk Global

본선

글로벌 토크콘서트

11:40-12:40
[÷]
나누기로 함께하는 세상
Funation
12:50-13:50

18:00-19:00

17:30-18:00

Social Night

Awards Ceremony

환경부담 줄이기

네트워크 파티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시상식

EcoDesign

[-]

14: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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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TRACK 1]

오프닝
설렘과 열정의 첫 만남

지역혁신활동가들의 첫 만남,
따뜻하고 열정 가득한 인사로 대회의 시작을 알리다
각자의 지역에서 각자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좋은 세상을 위한 마음만은 똑같습니다.
그 하나의 마음을 안고 전국의 지역혁신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는
자리,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둥 두두둥 두두둥” 서아프리카 전통음악과
그 문화 속에 담긴 공동체 정신을 전파하는 우리나라 1세대 젬베폴라 나모리 컬처디자이너와
그가 이끄는 드럼서클의 흥겨운 연주가 울려 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의 서먹서먹하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젬베폴라가 이끄는 손짓에 따라 각자의 어색한 젬배소리는
금세 풍성한 합을 이루는 멜로디로 바뀌고, 첫 만남의 설렘은 기대와 열정으로 바뀌어갑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지역을 대표하여 참가한 주요 인사들 또한 어느새 함께 자리해,
자연스럽게 젬베를 연주하며 만남에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점점 커져가는 흥겨운 젬베 소리가 인사를 대신하며, 앞으로 있을 3일
간의 여정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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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는 나의 활동 이야기

[TRACK 2]

더 나은 사회, 더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BETTER TOGETHER 챌린지

80명의 활동가들이 본선 무대로 막을 올렸습니다.

2018년 9월 6일과 7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 혁신마당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80명의
지역혁신활동가들이 각자 어떤 활동으로 지역에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발표하는
챌린지 경연 무대가 진행되었습니다.
BETTER TOGETHER 챌린지 대회는 사전에 참가 공모를 진행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된

반짝이는 10대의 고등학생부터 연륜과 지혜가 느껴지는 70대까지 나이, 성별, 지역, 분야를
불문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역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80명의 열정이 혁신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다른 활동가들의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
이며 서로 배우고 아낌 없는 응원을 보내며 진행된 챌린지 무대.
사전공모와 심사, 본선, 결선을 거쳐 보다 많은 공감을 얻은 최종 수상자가 결정되기까지,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세상에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활동을 나누기 위해 전국에서
참가한 지역혁신활동가들과 그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6

37

#적정기술
#창의문화
#비영리활동
#환경
#에너지

제주
인천
대구
경북
전북

서울
대전
광주
경남

#체인지메이커
#사회공헌
#기술혁신
#균형발전
#컬처디자이너

성남
가평
군포
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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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여주
용인
전남

39

춘천
광양
진도
전주

속초
목포
무안
경기

#교육

울산
세종
의왕
파주
충북

부산
수원
안양
강원
충남

#세계시민교육
#다양성
#장애인
#시니어
#인권

계룡 금산
청주 충주
논산 증평
서귀포

#저출산
#청년창업
#다문화
#커뮤니티
40

#착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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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TRACK 2]

80 명의 활동가들의 얼굴에 깃든 가벼운 긴장과 뜨거운 열정이
본선 무대를 메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A, B, C, D 네 개의 조로 나뉘어 전문심사위원단과
청중평가단 앞에 각자의 이야기를 풀어 놓았습니다.

BETTER TOGETHER 챌린지 본선

전문 심사위원단과 청중평가단의 투표에 따라 결선 진출자가

80개의 도전 스토리

정해지는 자리, 비록 경연이라는 이름 앞에 섰지만 그들에게
경쟁보다 중요한 것은 같은 활동가로서 서로에 대한 공감
그리고 응원이었습니다.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다양한 실천 사례와 경험이 펼쳐진
대회장 곳곳마다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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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조
역사와 시민 교육
김철헌ㅣ제주ㅣ시민교육가
역사와 철학 등 인문학을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내일을 보는 힘을 키움으로써,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아가
는 저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세계시민교육 #다양성 #인권 #인문학
cheol801@naver.com
살아주는 인생 NO, 내 생각대로 세상으로!
마용철ㅣ목포, 전국ㅣ공공제안연구소, (사)국민제안진흥원
이 사회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선거철 일회성 투표가 아닌 공동체에 대한 공공의 좋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모아,
함께 공감하고 요구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을 제안합니다.
#사회혁신 #시민참여 #국민참여 #공공제안 #소통사회
m6251001@naver.com https://www.facebook.com/m6251001 http://proposallab.alltheway.kr/
성 아티스트의 성스러운 이야기
양새날ㅣ서울, 전국ㅣ성을 교육이 아닌 문화와 예술로 말하고 싶은 성 아티스트
성을 교육이 아닌 문화로 말한다면 우리가 향유하는 성은 개인이 가지는 최고의 예술이 아닐까요? 성 아티스트가
당신과 성스러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창의문화 #성문화 #성예술 #청년활동 #사회공헌 #성교육 #젠더 #소수인권
yang_nal@naver.com https://www.facebook.com/storyofrelationship/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이영애ㅣ대전, 전국ㅣ환경문화 NGO 온삶, 공정무역 삼림재배커피 카페종
LESS AND BETTER 식탁!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은 식문화가 지구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지속가능한생활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친환경 #적정기술 #자연농법
koinonia233@gmail.com https://www.facebook.com/onsarm7/ https://www.facebook.com/caffejong/
상생, 새로운 길을 걷다
표정만ㅣ서울ㅣ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벽의 민족
가치관과 나이를 초월한 청년정신을 발휘하여 청년과 노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머리와 마음
을 맞대고 활동하는 ‘벽의 민족’ 활동기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 #청년단체 #비영리 #인권교육 #사회공헌 #문화창조 #상생 #상생의문화 #긍정적변화
wallandpeople@naver.com
영화를 통한 다양성에 대한 사회의식 키우기(Raising Social Awareness on Diversity through Film making)
사라 진희ㅣ아시아, 세계ㅣ영화감독
다문화 또는 다양성을 직간접적으로 담은 스토리를 구상-개발-창작-제작하여 인류가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영화를 창작합니다.
#공동제작 #다양성 #컬래버레이션 #문화적_교류와_이해_ 도모
sarahjinhee@gmail.com Instragram @sarahamourjinhee
시대를 읽는 혜안의 산물
조용천ㅣ전국ㅣ(사)한국교사연극협회
연극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한국교사연극협회의 발자취를 통해 연극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리
고 연극의 교육성을 논합니다.
#공공예술 #창의문화 #교육 #교육연극 #청소년_연극 #청소년_공연_육성
ktta.org@gmail.com www.ktta.org facebook @ktta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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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가장 강력한 무기, 호기심
안다비ㅣ서울ㅣ아이디어 디렉터, 호기심 수집가
호기심은 꽤 민주적입니다. 어디에 있든, 나이가 몇이든, 얼마나 배웠든 상관없이 누구나 호기심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의 힘을 역설합니다.
#호기심 #창의문화 #교육 #다양성 #자아탐색 #문제해결 #빅데이터 #공공예술 #진로 #소통
idea_director@naver.com 180cmmmm.modoo.at
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이애리ㅣ제주ㅣ제주어로 노래하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제주어는 제주인의 역사와 삶,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 보물의 언어로 제주해녀, 제주4.3사건 등 문화와 예술
역사를 노래하며 제주를 지켜가는 작은 예술가들을 소개합니다.
#어린이 #지역문화예술 #역사 #합창 #합창뮤지컬 #마을살리기
sara2840@hanmail.net
작은 시도만 계속된다면 천천히 가도 좋다
박주희ㅣ경기, 전국ㅣ밟구가세
빠르게, 누구보다 더 멀리 가려는 요즘, 작은 도전을 통해 성장하며 더디지만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면 천천히 가도
좋습니다. 느리게 자전거를 구르는 저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교육 #꿈을이루는방법 #작은시도 #사회공헌 #함께하는세상 #미래교육
unique_no1@naver.com www.steponworld.com Instagram @steponworld
북한의 국민카드게임 ‘사사끼’를 아십니까?
한가선ㅣ서울ㅣ남북청년 사사끼 동호회 끼모임
북한의 놀이문화를 알리며 남북청년들의 심리적 간극을 줄이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수혜자로서의 탈북민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수평적 관계를 맺는 친구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평화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남북 #문화교류 #한반도 #평화 #다양성 #인권 #남북청년
hangasun@gmail.com Instagram @clubsasaki
꿈꾸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민지혜ㅣ서울ㅣ네꿈내꿈(Dreaming_nepal)
네팔 지진 피해 지역에 도서, 교구를 지원하여 도서관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며 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꿈꿉니다.
#네팔 #아동교육 #아동인권 #국제개발협력 #크라우드펀딩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대지진 #봉사
admin@nepalproject.or.kr https://www.facebook.com/act4nepal https://blog.naver.com/nepalproject
지역과 이웃이 소통하는 우리 이야기를 담은 도시재생 뮤지컬
박민강ㅣ서울, 전국ㅣ㈜can.D musical company
취업과 세대 간 갈등, 지역갈등 등의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창작 뮤지컬을 기획, 제작합니다. 이를 공연함으로써 문화
예술을 통해 도시를 재생하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사회적문제 #창작뮤지컬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공공예술 #창의문화 #인권 #사회공헌
rumtum79@naver.com https://cmusicalcompany.modoo.at/
사람 중심 경제 프로젝트, 소소한 이야기
박종훈ㅣ경기 의왕ㅣ부곡 도깨비시장 상인회
경기도 의왕시의 도깨비시장에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인근 주민, 경제 취약계층
간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마찰을 극복한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청년창업
rct7202@naver.com https://blog.naver.com/bugok010/221338698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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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 교육, 미래세대와 이야기를 나누다
이범택ㅣ파주, 서울ㅣ(재)아름다운가게
지역의 나눔 교육 강사단 활동을 통해, 지역민이 미래세대를 키워가며 함께 나눔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제안합니다.
#나눔 #공정무역 #나눔교육 #사회복지 #친환경 #되살림 #마을만들기 #윤리적소비 #공익캠페인 #자원봉사
leebt7@gmail.com https://cafe.naver.com/nanumfacilitator
少外(*소외): 대안적 교육을 고민하다.
주승훈ㅣ대전ㅣ㈜주민
‘少外(*소외)’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대안학교를 알리고자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이 인정받는 사회를 위한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대안학교 #청년창업 #교육 #다양성
teetee33@naver.com www.facebook.com/JaySMHOON Instagram @joo.seunghoon

B조
송백의 뜨거운 그림, 인두화
송현경ㅣ충남 계룡ㅣ인두화가, 종이조형작가
쇠꼬챙이를 불에 달궈 나무, 종이, 가죽, 천 등을 태워서 표현하는 한국의 전통 공예 기술 중의 하나인 인두화를
소개하고, 전통과 현대공예를 융합한 저만의 창작 공예를 이야기합니다.
#친환경공예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예술문화
ssangzuy@hanmail.net http://blog.daum.net/songlimart
Unique한 나를 찾는 시간
윤종현ㅣ서울ㅣ프리랜서 문화기획자
연필로 알아가는 Unique한 ‘나’, 솔직한 ‘나’들이 모여 만드는 커뮤니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공공예술 #창의문화 #세계시민교육 #다양성 #청년창업
hirokoong2@gmail.com
진로를 찾는 길이 여행처럼 즐거웠으면
김재홍ㅣ서울ㅣ㈜커리어투어
진로를 찾는 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즐거울 수는 없을까요? 설레고 유쾌하게 진로를 찾는 비법을 공유합니다.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적정기술 #청년창업 #착한기업 #공익적라이프스타일
zestcoax@gmail.com https://blog.naver.com/careertour2016
서로가 궁금해질 때, ‘안녕 축제’
우수정ㅣ대전, 전국ㅣ어라운드
모두가 안녕하는 그날까지, 내가 만드는 ‘안녕 축제’
‘안녕 축제’는 지역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마을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목적으로 열리는
마을축제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우리 지역의 사람, 공동체, 가게를 소개하고 문화를 나눕니다.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착한기업 #교육 #소셜벤처 #창의문화 #인권 #다양성
#wsj3460@gmail.com aroundkorea.co.kr
고령사회의 색깔을 바꾸자, 시니어 패션쇼 프로그램
조윤호ㅣ전국ㅣ뉴시니어라이프
시니어 패션쇼는 ‘옷’이 아닌 ‘사람’을 위한 패션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시니어가 만들어가는 건강한 실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회적경제 #공공예술 #창의문화 #공익적라이프스타일 #다양성 #시니어 #사회공헌 #고령사회
newseniorlife@naver.com www.newsenior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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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과 비즈니스
로버트 서ㅣ서울ㅣ한국신문학인협회, 특허 및 개발
아이디어가 힘인 세상입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특허, 디자인, 시제품, 양산, 고용 창출, 더 나아가 세계시장
론칭까지, 저의 아이디어 월드를 공유합니다.
#창의문화 #특허개발 #사회사업 #노인인권 #창작시 #청년창업 #교육
kys6063@nate.com http://cafe.daum.net/newmunhak

0과 1 사이
장은영ㅣ수도권ㅣI’MPASSION (TECH X HUMANITY)
기술 발전에 대한 성찰이 무한한 가능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인간과
기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발전 #인간 #사회변화 #토의 #인사이트 #성장 #사고 #능동적인자세
luckbomb225@gmail.com

느끼는 글:
김민관ㅣ서울ㅣ라이터스
‘글소리 부스’는 공중전화 부스를 개조한 시각장애인과의 시민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부스에서 시민들은 글을
쓰고 또 다른 시민들이 그 글을 읽어 시각장애인에게 전달합니다.
#장애인 #글 #공익적라이프스타일 #다양성 #청년창업 #착한기업 #사회공헌 #지역재생 #공공예술
minmin86@naver.com www.facebook.com /writers7 www.facebook.com /minminmin86

사람은 꿈을 닮는다
김태진ㅣ광주, 전국ㅣ동네줌인
꿈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 퇴사 후 커피 트럭, 세계 일주를 통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다섯 개가 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청년공간 #사회공헌 #교육 #청년창업 #장수사진 #다양성 #잘사는법 #멋진기업 #행복
oneotbman@naver.com www.fb.com/oneotbman

지역 원주민 한 명에서 시작한 고시촌의 변화
이우진ㅣ서울ㅣGATP
고시촌 구시가지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황폐했던 고시촌이 글로벌 커뮤니티로
변화한 이야기, 함께할까요?
#고시촌 #지역문제해결 #커뮤니티
woojinlee7@gmail.com https://www.facebook.com/GlobalGosichonArtTownProject

성교육은 생활이다
박제균ㅣ전국ㅣJDSBOOKS, 성교육 강사
올바른 성문화 정착의 시작은 학교가 아닌 가정 내 성교육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성교육을 실천
하는 비법을 공유합니다.
#성교육하는아빠 #성교육 #아빠성교육 #부모성교육 #자녀성교육 #양성평등 #상담사 #커뮤니티
tokamapjk@naver.com https://blog.naver.com/tokamapjk

포용적 성장을 위한 친환경 도시농업 프로젝트, ‘그린플러스(Green+)’
김한상ㅣ인천ㅣ그린플러스 프로젝트, 인천청년네트워크
미세먼지 저감에 탁월한 ‘이끼’를 지역 구성원이 함께 재배하며 살아갑니다.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푸르게 만들어
가는 도시농업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 #지역재생 #마을만들기 #적정기술 #녹색성장 #기후변화대책 #착한기업 #사회공헌
otable@naver.com

메이커의 군대 생존기(MilitaryThon)
박지민ㅣ광주ㅣ코끼리협동조합(메이커스페이스)
호기심이 넘치는 메이커가 군대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이커 무브먼트와 군대가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청년창업 #소셜벤처 #창의문화 #메이커무브먼트 #오픈소스 #다양성 #기술철학 #지역재생
yogiboram@naver.com

마을, 민주 시민과 만나다
박선례ㅣ대전ㅣ학의뜰나비공동체(마을),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마을이 살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마을공동체를 회복시키며 마을과 시민 사회의 플랫폼으로서 활동하는 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민주시민교육 #협동조합 #공공성 #자발적놀이문화 #자원봉사 #마을교육공동체
mi-chol@hanmail.net 학마을 주민 소통 공간 https://band.us/n/a4a3Xa65s0kdV

자전거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오영열ㅣ서울, 수원, 전국ㅣ약속의 자전거
자전거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환경에 무해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 자전거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대안교육 #적정기술 #친환경 #자전거도시 #청년창업 #착한기업 #사회공헌 #일자리창출 #방치자전거
ceo@prombicycle.com oyy0104.blog.me

진실이 치유한다
사은영ㅣ서울, 경기, 전국ㅣ진실이 치유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동시에 사랑을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마음을 치유하고 보다 삶을 보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니다.
#마음의치유 #행복 #삶의질 #잠재능력계발
dktruthheals@gmail.com cafe.naver.com/truthheals

村(촌)스럽게 살자
엄수정ㅣ충주, 전국ㅣ스페이스SEON:[仙]
스페이스선의 뜻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입니다. 인간(人)과 자연(山)의 조화로운 삶을 실천하게 된 전 도시인의
고군분투 귀촌 이야기를 나눕니다.
#친환경 #공동체 #사회적경제 #기후변화대책 #바른먹거리 #지속가능경제 #농촌살리기 #동물권존중
facebook.com/spaceseon instagram@spaceseon

과정에서 감동이 있는 인생
이원빈ㅣ서울, 전국ㅣ과감한 인생
인생 뭐 있어요? 고민만 하기엔 너무 짧지 않나요? 우리,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과감히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성취감 프로젝트를 공유합니다.
#버킷리스트 #청년 #청춘 #도전 #과정 #자존감 #성취감 #공감 #사회문제 #참여활동
up2design@naver.com https://www.facebook.com/TheDaringLife/ http://bit.ly/2M78SDW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임민택ㅣ전국ㅣ홀로하, 사회공헌기획가
당신의 행복에 집중합니다. 누군가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불행하다 말하는 당신에게 전하는
저의 위로,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회공헌 #CSR #자살방지 #인성진로 #행복 #교육 #청소년 #사회복지시스템 #사회공헌가양성
leader@holoha.org www.holoha.org www.facebook.com/holoh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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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밥상 뒤집으면 안 돼?
김서현ㅣ서울ㅣ한국문화예술조직 AYA EOYEO(아야어여), 문화기획가
밥상은 뒤집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밥상을 뒤집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뒤집고 싶었던 것은 무엇
이었을까요?
#한국문화 #역발상 #사회문제 #애국계몽 #인재양성 #전통예술 #위인 #역사 #풍습
ceo@ayaeoyeo.com http://ayaeoyeo.com https://www.facebook.com/ayaeoyeo
어린놈의 도전, 한국사의 대중화
강사빈ㅣ서울, 인천, 경기ㅣ비영리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
어린 나이에 사단법인 한국역사진흥원을 창립하여 공익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역사인식 #사회공헌 #역사교육 #비영리 #역사 #한국사 #세계사 #동양사
head@e-khda.or.kr http://www.kangsabeen.com http://www.facebook.com/daesankang326

C조
그림이 가방으로, 가방이 작품으로
엄준태ㅣ서울ㅣ마지코리아
미대생들의 그림 중 많은 그림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집니다. 그림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시키면 어떨까? 미대생의 습작을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스토리를 공유합니다.
#청년창업 #업사이클링 #패션 #가방
director@mazi.co.kr www.mazi.co.kr www.maziuntitled.com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김태헌ㅣ서울ㅣ애드파워
일제시대 때 왜곡되어 알려진 무궁화에 대한 오해를 해명하고, 올바른 인식과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정보와
굿즈(기념품, 상품)를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공공예술 #창의문화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친환경 #사회공헌 #청년창업 #착한기업 #소셜벤처
joo5685@naver.com https://www.facebook.com/adpower.D.2017/
진정한 나를 만나는 춤, 명상 느낌 춤
양남열ㅣ서울ㅣ명상느낌춤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따라 움직이며, 자유롭게 편안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명상 느낌 춤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혁신 #창조 #인간성회복 #춤 #명상 #몸 #공공예술 #치유공동체 #소통과연결 #다양성
naretian@naver.com 페이스북 @Contact Improvisation Seoul!
마을과 마을을 잇다
김경언ㅣ대전ㅣ유성구마을공동체네트워크
마을 안에서 주민과 함께 신뢰와 협력, 호혜적 연대의 가치를 공유하며 혁신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활동을
공유합니다.
#마을만들기 #지역재생 #사회적경제 #공익적라이프스타일 #교육 #다양성 #인권 #사회공헌
1342park@hanmail.net 유성구마을공동체밴드 https://band.us/band/69447767/post/2
유성구마을넷밴드 https://band.us/band/68181269/post/167
버려지는 것들의 새로운 이야기
김선문ㅣ서울ㅣ17717, 문화기획자
방치된 공간들을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기획자로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문화유산 #창의문화 #공공예술 #마을만들기 #공간재생 #문화공간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친환경
sunmoonceo@gmail.com facebook.com/project17717 facebook.com/soomdo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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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행복한 문화예술 콘텐츠로! 브랜드 콘텐츠 공연 <안전 연극>
신현진(신바람)ㅣ전국ㅣ가치디자이너, 크리에이티브디렉터
문화예술에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신바람 프로듀서의 브랜드 콘텐츠 공연 탄생기를 전합니다.
#안전연극 #문화마을만들기 #창의문화 #문화커넥터 #라이프스타일 #문화예술교육
cultureshin@daum.net https://youtu.be/olcm4kbf01k https://youtu.be/yfjYM9cFbAo
하나로트
안성민ㅣ서울ㅣ모금전문가, 자원봉사자
인구 고령화와 함께 노인 빈곤, 세대갈등, 홀몸노인 고독사 문제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존중받는 지역 구성원
으로서 노인을 바라보고 노인 문제를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해결해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농아인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노인빈곤
smahn78@naver.com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청소년혼디학교
윤재춘ㅣ제주ㅣ청소년혼디학교, 제주농협애덕봉사회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는 학업지원 공간, 청소년혼디학교를 소개
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전하는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학업중단 #청소년 #희망지원 #장애인인권
nhbank69@daum.net cafe.daum.net/school-with-us
지역재생과 예술의 역할
이용강ㅣ청주ㅣ무석도예 연구소
폐기된 예식장을 리모델링하여 미술관과 무석도예 연구소를 만들어 지역을 재생하고, 재생 공간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문화 교육을 진행합니다. 문화예술로 꽃피우는 지역재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지역재생 #공공예술 #공간재생 #시니어 #문화예술
mooseuk@naver.com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무석도예연구소
동행
안현욱ㅣ광주ㅣ건강 전도사
누구나 건강에 관심이 있지만 마음처럼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누구든 생활 속에서 쉽게 함께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 #운동 #라이프스타일 #사회공헌
asd3879@naver.com
Instagram @hu.ahn
본격! 육체노동 미디어, 봉봉심부름센터
오승진ㅣ부산, 전국ㅣ봉봉심부름센터, 문화활동가
‘봉봉심부름센터’에서는 우리의 일상 속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함께 체험하고 그 스토리를 기록합니다. 우리네 일상의
기록, 함께 들어보실까요?
#사람 #자존감 #마을 #일상 #문화 #예술 #디자인
genie119@naver.com www.bbmessengeroffice.com www.facebook.com/bbmessengeroffice
5cm의 턱, 당신이 없앨 수 있습니다
박주원ㅣ전국ㅣEnactus SNU(서울대 인액터스)
휠체어장애인도 ‘이동의 행복’을 맘껏 누릴 수 있는 장벽 없는 세상, 배리어 프리(barrier-free)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다양성 #휠체어장애인 #이동권 #사회공헌 #캐릭터비즈니스 #장애인식개선 #지도플랫폼
juwon2705@gmail.com www.bfzid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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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 카센터에서 재즈를 한다고?
윤서영ㅣ경기 가평ㅣ자라섬 재즈센터
잘 기획한 문화축제가 지역을 대표합니다. 이제는 하나의 브랜드가 된 자라섬 재즈페스티벌이 가평군민의 삶에
스며들기까지의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공공예술 #지역축제 #예술교육 #문화자본 #기회적평등 #공동체소통 #문화예술향유 #상생 #예술치유
lucy@jarasumjazz.com
허수연의 라이프 캘리그래피
허수연ㅣ서울ㅣ캘리그래피 작가, 캘리그래피 강사
사람의 개성을 담아 쓰는 글씨 디자인 캘리그래피. 삶의 위로부터 우리 사회의 메시지까지, 크고 작은 의미를
전하는 캘리그래피의 매력을 소개합니다.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사회공헌 #기업재생 #공공예술 #소셜벤처 #문화혁신 #한글디자인 #공공디자인
hshugraphy@naver.com
www.hshu.co.kr
Instagram @hshugraphy
다인 다색 청년정치를 키우다, 청치 펀딩
황수현ㅣ서울ㅣ재단법인 와글
집단지성을 꿈꿉니다. 시민참여가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정치 혁신을 꿈꾸는 다인 다색
청년
출마자와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갑니다.
#시민참여 #시민주권 #풀뿌리민주주의 #디지털민주주의 #정치혁신 #청년 #인권 #집단지성
soho@wagl.net Instagram @gold_danbeol
원전기술 융합 마스크 개발로 사회 공헌 벤처 모델 창출
방극진ㅣ대전ㅣ한국수력원자력
착한 기술은 세상을 살립니다. 원전기술을 융합한 마스크 개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환경 개선 및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술을 소개합니다.
#사회공헌 #사회적약자배려 #균형발전 #친환경기술 #기후변화대책 #적정기술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kjbhang@naver.com http://naver.me/x7hTSXLJ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과 방향
권영민ㅣ서울ㅣ㈜강동이으미
세계화 시대에 책임 있는 세계시민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과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창의교육 #청년창업 #혁신교육 #세계시민교육 #스타트업 #지역사회 #글로벌교육
gdnetworker@naver.com www.gdnetworker.com
www.facebook.com/networkergd
집과 밥을 보는 우리의 시선
이선희ㅣ서울ㅣ전국 집밥활동가학교
부엌은 인류의 생존기술이 구연되는 곳이자, 지구 환경을 고민할 수 있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건강한 부엌문화를
위한 집밥활동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농문화 #사회적경제 #녹색성장 #다양성 #착한기업 #6차산업 #농업기술 #지역기반 #인권 #gmo
wizhee@naver.com
이야기 아코디언: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역사
이지현ㅣ서울ㅣ에이치스토리컨설팅, 역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기획 개발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합니다. 역사 보드게임 제작 등 즐겁게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공공예술 #창의문화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다양성 #착한기업
dearjh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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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매의 글로벌 과학교육 나눔, 신나지 아니한가!
박은희, 박은주ㅣ부산ㅣ한국과학캠프 공동대표
과학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학교 사회복지사의 나눔 기술이 합쳐져 ‘글로벌 과학교육 나눔 교실’을 실천하는 부산
자매의 이야기. 세계적 과학자 및 리더들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한 과학체험과 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세계시민교육 #다문화 #다양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사회공헌
peh0080@nate.com https://www.facebook.com/eunhee.park.56232
https://www.facebook.com/KoreaScienceCamp/
너 기지개 어디까지 해봤니!
홍정아ㅣ서울ㅣdiva(dancers into the awakening)
평소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 기지개를 켭니다. 하지만 의식하면서 이완의 끝점까지 기지개를 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마틱스를 통해 부상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무용전공자들이 일반인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건강한
운동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마틱스 #모두가_하는_스트레칭 #만성통증안녕 #내몸사용법 #청년창업
movingfacilitator@gmail.com

D조
상시 빌딩 전기 에너지 사용 절감 제어 장치
최상열ㅣ서울ㅣ인덕대학교
빌딩 거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며 전기 에너지 사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개발해, 빌딩의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데 기여합니다.
#전기요금절감 #전력에너지감소 #대체에너지
ppk99@induk.ac.kr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임재건ㅣ청주ㅣ가능하면 1일 1시
어제, 오늘, 내일이 당신께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적습니다.
#지역재생 #청년 #창의문화 #공공예술 #공익 #나눔 #다양성 #인정 #감정
ljg523@hanmail.net https://www.facebook.com/1day1poetry/ https://brunch.co.kr/@ljg523
에너지전환, 자립, 독립 및 에너지 나눔, 복지도시 프로젝트
김대은ㅣ강원도 속초, 충남 금산, 성남, 과천ㅣ환경 에너지 활동가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탈핵 등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 속에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지속 가능한 생존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대안 행동을 실천하는 이들의 선한 기부 프로젝트를 공유합니다.
#도시에너지전환 #자립 #독립_및_에너지나눔 #복지도시
gracekde@nate.com www.facebook.com/groups/seai3i www.facebook.com/gracekde
마을의 보물 같은 이야기와 사람들, 그리고 나와 너를 발견하는 ‘창신은대학’
곽나래ㅣ서울ㅣOO은대학연구소, 88한다리
오토바이보다 날쌔게, 미싱보다 날카롭게 봉제마을 창신동을 휘감는 ‘마을 문화기획자 배움터’를 소개하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다양성 #연결 #커뮤니티 #지역문화 #생활예술 #문화기획 #교육 #공유공간 #친환경 #페미니즘
wingwing@oouniv.org blog.naver.com/88handari facebook.com/88hand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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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착한 소비, 공정무역
이수빈ㅣ경기ㅣYG공정무역 연구회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을 진행 중인 ‘YG공정무역 연구회’는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착한 소비를 독려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사회적경제 #공익적라이프스타일 #친환경 #녹색성장 #인권 #청년창업 #사회공헌
dltnqls3502@naver.com https://ygfairtrade.modoo.at/

내가 몰랐던 대한민국
송혜경ㅣ전국 및 세계ㅣ한국의 정신과 문화 알리기회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유산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바르게 전하는 활동을 14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시민교육 #국민정신운동 #전통 #역사 #인문학
hks1586@hanmail.net www.kscpp.net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의 책 프로젝트
박범준ㅣ전국ㅣ주식회사 꿈틀
부모님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을 함께하며 가족 간의 따뜻한 유대를 만들어가는 ‘기억의 책’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사회적경제 #존중 #부모님 #가족 #자서전 #노인 #역사 #공동체 #기록 #교육
9017pac@memorialbook.kr www.memorialbook.kr www.forestofsouls.org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1인 기업가
홍성재ㅣ서울ㅣ㈜워크숍 대표이사, (사)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협회장
개인의 창작에 그치는 예술이 아닌 지역과 사회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사회참여적인 예술가이자 1인 기업가의
54개 프로젝트와 2,175명을 교육하며 경험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시문제해결을_위한_디자인 #사회적경제 #1인창조기업 #청년창업 #지역재생 #사회공헌 #기업가정신
ghlghk20@naver.com https://www.facebook.com/sungjae.hong.395

모두의 순간: 그곳엔 어떤 ‘사람’이 있나요?
강동희ㅣ전국ㅣ페미니즘 교육/실천 플랫폼 Be, Do, 성소수자 인권활동가, 페미니즘 교육활동가
혁신, 마을 그 시작은 사람입니다. 너와 나 모두의 오늘을 위해 인권과 다양성에서 그 처음을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풀뿌리정치 #평화통일 #다양성 #인권 #성소수자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반성폭력 #사회공헌 #다문화
kk.donghui@gmail.com facebook @rainbowmamapapa
‘식(食)을 디자인하다’ ㅣ서울ㅣ망원동 프로젝트, 식문화 커뮤니티 조리 공유 공간 운영(스터디, 클래스, 커뮤니티)
함께 먹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미래의 식문화를 선도할 조리학도들의 공공 지대, 망원동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식문화 #음식이슈 #청년활동 #지역활동 #공유사회 #공공지대 #더나은사회 #재능공유 #문화활동
greatwall15@naver.com http://www.facebook.com/projectmangwon
예술은 가난을 구할 수는 없어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양동준ㅣ광주, 전남, 서울, 국외(베트남)ㅣ허니펀치프로젝트
문화와 사람 사이를 이어주며 같이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전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청년문화 #문화다양성 #인권 #문화소외계층 #지역문화예술 #뉴미디어 #문화수출
yangpd2000@naver.com instagram @honeypunchproject
다름의 시작
정원일ㅣ제주, 서울, 전국, 일본, 미국, 중국ㅣ서귀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문화예술육성팀, 장애인 문화예술기획
다름은 독창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름에서 시작하는 예술이 바로 장애인 문화예술입니다.
#다름 #마을만들기 #장애인문화예술 #다양성 #자립생활 #PCP
jung48038@nate.com https://www.youtube.com/watch?v=JDI9ed9Mshk (컬처디자이너 정원일)
https://www.youtube.com/watch?v=U1K3Uiuj2Cg (페스티벌 나다 2018)
꿈 UP 고독 DOWN, 광양시를 나눔으로 혁신하다
박영식ㅣ전남 광양ㅣ㈜포렌봉사단
독거노인 비율 UP, 다문화가정 비율 UP, 제가 사는 광양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인구 15만 명 중에서 6만 명이 자원봉사자이니까요. 꿈 UP 고독 DOWN, 광양시를 돋보이게 하는 예쁜 나눔의 꽃을
소개합니다.
#나눔 #정부혁신 #독거노인 #결손가정어린이 #다문화 #소비자안전 #트래킹문화
anto6667@poren.co.kr https://www.facebook.com/mobileprotection?source=mobile_mirror_nux

마을이 마을을 돕습니다
김은경ㅣ대전ㅣ유성구마을넷 청소년활동가
참 좋은 마을을 만나 좋은 삶을 살아갑니다. 청소년 산모로서 소외되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나는 유성구 마을공동체의 청소년활동가입니다.
#누구도_소외되지_않는_마을_만들기 #마을활동가 #청소년 #공동체
siminhakgyo@hanmail.net
캔버스에서 춤추는 예술가의 사랑, 꿈, 도전 이야기
김형희ㅣ전국ㅣ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캔버스에서 춤추는 화가 김형희가 꿈, 사랑, 그리고 도전의 연속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창의문화 #다양성 #장애인 #다문화 #사회공헌 #장애여성 #장애문화예술 #창작뮤지컬
art70@hanmail.net https://blog.naver.com/hart70
The Real Maker Space, 라즈래빗
방용환ㅣ전국ㅣ라즈래빗
특별한 나를 만드는 사람들, 치열하게 세상의 행복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놀이문화 #메이커스페이스 #공간기획 #디자인 #창의문화 #공연예술 #IoT #덕후 #지역재생 #청년창업
yhlvyp@gmail.com https://www.facebook.com/rasprabbit/
지구를 지켜라!
우승주ㅣ전국ㅣ극단 날으는자동차
극단 날으는자동차는 연극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경뮤지컬 <지구를 지켜라>는 14편의
시리즈로 공연되고 있습니다. 극단 날으는자동차의 도전을 이야기합니다.
#환경뮤지컬 #문화예술교육 #민주시민교육 #소셜임팩트
runwoo@naver.com www.nalja.net www.facebook.com/nalja
Good Seeds Movement.
이상엽ㅣ서울, 대전, 부산ㅣGood Seeds, 청소년지도사 겸 법률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꿈과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돕는 멘토링 활동을 통해, 건강한 대한민국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직장인 #대학생 #청소년 #팀 #팀워크 #관계 #사람 #성장 #나눔 #희망
rockkyo@gmail.com Facebook @GoodSeedsSeoul

나눔으로 찾은 나의 행복
이철ㅣ전국ㅣ워크앤런
소외된 유기 동물을 위한 보조기를 무료 제작합니다.
#사회공헌 #반려동물나눔활동 #휠체어아저씨 #나눔 #강아지보조기 #유기동물구조 #동물복지 #동물권보호
lc27men@naver.com http://walknru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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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TRACK 2]

BETTER TOGETHER 챌린지 결선
파이널리스트 16명의 이야기

혁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나눔과 실천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파이널리스트 16명의 지역혁신활동가들이
결선 무대에 올랐습니다.
작은 용기로, 따뜻한 마음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쳐도
설령 그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다는 16명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빛이 났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고 격려와 환호로 가득했던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 큐알코드를 통해 각 파이널리스트들의 보다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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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매의 글로벌 과학교육 나눔, 신나지 아니한가!
박은희ㅣ부산ㅣ한국과학캠프

자전거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오영열ㅣ전국ㅣ약속의 자전거

하얀 가운을 입고 등장한 한국과학캠프의 박은희 활동가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부산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모두가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하게 되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자매의 글로벌 과학교육 나눔을 이야기합니다. 빈부격차가 곧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시대,

폐 자전거를 수거해 되살리는 자전거 리사이클링,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100KM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4차 산업과 융합과학의 시대, 즉 보고 느끼는

프로젝트 등으로 자전거와 사회적인 문제를 결합시키는 소셜 라이딩에 앞장서는 약속의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자전거 오영열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찾아가 ‘글로벌 과학

그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자유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페달을 밟을 자유도 누구에게나

교육 나눔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체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전거 리사이클링 작업을 통해 꿈과 도전정신을 키우는 아이들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아이들에게 다채로운

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커다란 에너지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

경험을 제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새터민과 다문화 가정 등 어려움 속에서 우울증을

다는 그의 이야기가 모두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전했습니다.

앓고 있는 많은 아이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만의 자전거는 무엇일까요? 세상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만의
“이 활동을 왜 하냐고요? 제가 행복해지고 싶어서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 아이들을

재능은 무엇입니까?”

돕고, 저는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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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비ㅣ서울ㅣ아이디어 디렉터

다인 다색 청년정치를 키우다, 청치펀딩
황수현ㅣ서울ㅣ(재)와글

‘아이디어 디렉터’라는 타이틀을 스스로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안다비 활동가는 엉뚱한 질문을

청치펀딩 황수현 활동가는 세계 청년 정치인들의 사례를 보여주며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의

객석에 던집니다.

저조한 정치 참여와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청년 사회의 혁신을 위한

“왜 죽은 후에만 장례식을 할 수 있나요? 살아있을 때 반가운 사람들과 인사하고 싶어요.”

청년 정치인 만들기. 그녀는 ‘청치 펀딩’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때로는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군 생활에서의

“정치혁신을 꿈꾸는데 도전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경로가 없었을 뿐이었

“왜?”는 소통을 이끌어내기도 한다고 말입니다. ‘와이아트(WHY?아트)’를 통해 사람들과

죠.” 청치 펀딩은 정치 혁신에 뜻이 있는 청년 출마자와 시민을 연결하는 비영리 플랫폼으로,

호기심으로 소통하는 그녀는 전시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엉뚱섬을 만들어 사람들이

청년 출마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를 뛰어넘어 시민과

자신의 엉뚱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도 합니다.

정치인의 간극을 줄이고, 시민의 정치혐오를 완화시키는데 힘쓰고 싶다는 야심찬 포부를
전하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작은 호기심에 용기라는 새싹을 달았더니 꽃이 되었어요. 그 향기는 누군가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또 다른 용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치인의 시민 주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은 정치 혐오를 완화할 수 있는 정치 시스
그녀는 작은 호기심 하나가 때로는 믿을 수 없이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며, 우리 마음속에 깃든

템의 혁신을 꾀하고 싶습니다.”

호기심을 꼭 수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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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서 춤추는 예술가의 사랑, 꿈, 도전 이야기
김형희ㅣ전국ㅣ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상생, 새로운 길을 걷다
표정만ㅣ서울ㅣ도시재생청년네트워크 벽의 민족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의 김형희 활동가는 과거 무용수로 활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목이

소통형 ‘벽화 배달’의 개념을 도입한 봉사 단체, 도시재생청년 네트워크 벽의 민족 대표로

부러지며 전신마비 장애를 가지게 된 후, 지금까지의 삶의 과정을 담담히 공유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표정만 활동가는 상생의 가치를 청년들과 함께 이루고 싶다고 말합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망이 오히려 자신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희망의

신길동에서 오래 살아온 어르신들의 추억과 가치를 담은 ‘신길동 벽화 대장정 프로젝트’를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과 주민 협의단체가 모였고 다수 기업의

붕대로 손에 붓을 묶어 무용수를 그리고,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임상미술치료

후원들이 이루어지며,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들을 하나 둘 이뤄나간 시간이었다고 회상

활동을 통해 세계 최초로 척수손상 환자 대상의 논문을 발표하기까지, 꿈과 사랑, 도전이라는

했습니다.

단어가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노라 이야기합니다.
“청년단체 벽의 민족은 상생의 문화를 지역사회에 퍼트리고 싶습니다. 가진 것은 없지만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작은 희망은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정신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어 다양한 예술 장르를 통해 우리 삶을 표현하고 있는 그녀, 절망을
희망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72

73

74

75

76

사람은 꿈을 닮는다
김태진ㅣ광주ㅣ동네줌인

村 (촌)스럽게 살자: 도시인의 고군분투 귀촌 이야기
엄수정ㅣ충주, 전국ㅣ스페이스SEON:[仙]

광주에서 청년들의 열린 공간인 동네줌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태진 활동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살고 싶은 여섯 명의 귀촌인이 모인 곳, 사람(人)과 자연(山)이

살아가는 평범한 학생에서 대기업을 거쳐,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지금의 활동을 하기까지의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 ‘스페이스 SEON:[仙]’은 그렇게 탄생한 생태공간이자 사회적기업

과정을 전했습니다.

입니다.

그는 사회적인 성공의 기준을 버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행복했다 말합니다. 자신의

스페이스 SEON:[仙] 의 엄수정 활동가는 귀촌 후, 자연과 동물을 보며 느끼는 미안함과 반성

행복을 찾는 성장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편하게 쉬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속에서 지구의 다른 목소리를 듣기로 결심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내 최초 모듈형

‘동네줌인’을 만들기에 이르렀다고 말입니다. 그 밖에도 커피 트럭, 어르신 장수사진 프로젝트,

빗물저장탱크, 대소변 분리기 등을 개발, 개발도상국에 전달하는 활동을 하며, 수많은

책 출간 등 끊임없이 꿈꾸고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을 나누며, 모두에게 격려를 건넸

어려움과 주변의 걱정, 질타를 견뎌냈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재미있고 행복하다고

습니다.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꿈을 만들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주변의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저희는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들이 모여 더 나은

꿈을 찾는 일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변화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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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는 글: 시각장애인도 함께 읽을 수 있는 글
김민관ㅣ서울ㅣ라이터스

이야기 아코디언: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역사
이지현ㅣ서울ㅣ에이치스토리컨설팅

일상 속 공간을 활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라이터스의 김민관

㈜에이치스토리컨설팅의 역사 스토리텔러 이지현 활동가는 누군가가 웃으면 그 웃음이

활동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전파된다며, 청중에게 유쾌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역사 해설 전문가 양성, 청소년 역사

'글소리부스'는 일상생활 속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독서의 기회를

전문가 양성, 재능 기부를 통한 역사 교육 나눔, 평화 프로젝트 등의 다양한 콘텐츠 활동에

제공하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앞장서고 있는 그녀는 역사야말로 사람들이 겪어낸 시간의 집합체라 말합니다.

회상했습니다. 현실과 행정적인 이유로 고착상태에 빠졌을 때, 이 ‘글소리 부스’를 함께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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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 지역의 활동으로 다시 용기를 얻었지만, 아직도 극복해야 할 많은 숙제가 남았다며 많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경쟁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이들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말했습니다.

바로 명품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이죠.”

“말로는 핀잔을 줬지만,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아버지의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됐습니다.

현장에서 즉석으로 다른 혁신활동가와의 협업을 제안하는 그녀의 추진력과 열정에 모두가

무대 위에서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응원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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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읽는 혜안의 산물
조용천ㅣ전국ㅣ(사)한국교사연극협회

버려지는 것들의 새로운 이야기
김선문ㅣ서울ㅣ17717

사단법인 한국교사연극협회는 1985년 청소년 연극에 뜻을 함께하는 80여 명의 교사들이

“저는 공간을 만들어 제 콘텐츠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쇠를

모여 시작됐습니다. 대표로 무대에 오른 조용천 활동가는 연극 교육 및 학술활동, 연극 공연을

쥐여줍니다.” 방치된 공간을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기획자 김선문 활동가가

통한 역량 강화, 한국청소년 연극축제 실시, 연극 영화과 진학 및 진로 안내 등의 사업을 진행

10년 전, 고민으로 방황하던 청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았습

하며 느낀 학생과의 동행에 대한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니다. 좋아하던 책을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시작한 작은 수집이 성북동을 상징하는 문화공간
17717로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계기와 경험들을 관객과 공유했습니다.

“교사와 제자 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사제동행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 참여하셨던 어르신이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자신의 삶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연극교육이 활성화되어, 33년 만의 활동이 조금씩 빛을 보고

너무 규제하지 말아라. 청년들이 한 번 사는 삶을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있다고 말하는 그의 눈빛에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제자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것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닌, 공간이 필요한 또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
았다는 그는 혁신 활동이 또 다른 혁신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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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훈ㅣ대전ㅣ㈜주민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1인 기업가
홍성재ㅣ서울ㅣ㈜워크숍, 한국업사이클디자인 협회

"소외는 少外(소외)가 아닌 疏外(소외)입니다. 하지만 저는 少外(소외)가 더 끌립니다."

“지역의 균형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라면,

㈜주민의 대표인 주승훈 활동가의 힘 있는 말로 발표가 시작됩니다. 소통이 단절된 시대에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少外 (*소외): 대안적 교육을 고민하다

맞서 소통을 이끌고 소외된 사람들에 주목하는 그는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문제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그는 대안학교 관계자와 대중이 함께 소통하는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서울대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카이스트에서 MBA 과정을 마친 후,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회장이자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1인 기업 ㈜워크숍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성재 활동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생산 네크워크와 생활 네트워크를 잇는 일이 본인 활동의 핵심이라고

“대안학교를 나온 사람이 대안학교를 나왔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의 관심

말하는 그는 ‘비즈니스 레시피’를 만들어 실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하며 실행에

에서 시작됩니다.”

옮기고 있습니다. 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서 압축된 도시에 맞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창조적 1인 기업을 키우는데 앞장서고 싶다는 그에게 청중들은 아낌없는 격려를

대안학교와 공교육 학생들의 조화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그의 발표에 관객

보냈습니다.

들은 박수로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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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ㅣ대전ㅣ유성구마을넷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의 책 만들기
박범준ㅣ전국ㅣ기억의 책

이번 지역혁신활동가 대회의 최연소 발표자, 유성구 마을넷의 김은경 청소년 활동가는 무대에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고 있나요?” 라이프 스토리텔링 전문 기업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놓았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의 소외자, 비행 청소년,

꿈틀의 편집장, 박범준 활동가가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좀 더 의미 있게

청소년 산모, 말이 서툰 지적 장애, 16살에 찾아온 무기력함과 큰 좌절 속에서 그녀가 만난 건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

따뜻한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에서 ‘기억의 책’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말합니다.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는 모토 아래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책으로

시설에서 시설을 옮겨 다니는 것보다, 삶의 가치와 공동체 정신을 배울 수 있는 마을 공동체가

펴내는 기억의 책 프로젝트,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로 3년 동안 200여권의 기억의

방황하는 청소년의 가치관과 미래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그녀. 자신처럼 많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가족을 기억하려는 것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인류 보편적인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성장의 기회를 주고 싶다 말하는 그녀에게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

가치라고 말합니다. 꿈틀은 순직 소방관의 일생, 독립 유공자 아내로서의 삶, 제주 4.3 사건

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등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하며, 현재 대만 등지로 활동
지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의 많은 청소년과 마을을 이어주는 선한 연결고리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는 책을 만들고 있지만 문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평범한 어르신들의
삶이 모이면 그것이 한 시대의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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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이틀간의 BETTER TOGETHER 챌린지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중평가단에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두 명의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공감상,
전문 심사위원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혁신 점수를 얻은 세 명의 활동가에게 수여되는 혁신상,
그리고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특전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습니다.

[TRACK 2]

BETTER TOGETHER 챌린지 시상식

아울러 16명의 결선 진출자 모두를 축하하는 감사장 수여 및 균형발전위원회 선정의
분야별 지역혁신활동가를 시상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모든 지역혁신활동가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나의 활동을 발표하고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가는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시간, 그리고 이어진 시상식에서는 서로의 향한 응원과
격려의 박수만이 가득했습니다.

서로 힘들고 지칠 때 옆에서 같이 뛰어주며, 완주를 향해 오늘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달리기. BETTER TOGETHER 챌린지는 그런 우리 모두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세요. 함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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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꿈을 닮는다'
동네줌인 김태진

'모든 삶은 기록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억의 책 만들기'
꿈틀 박범준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1인 기업가'
㈜워크숍,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 홍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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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버스에서 춤추는 예술가의 사랑, 꿈, 도전의 이야기'
한국장애인표현예술연대 김형희

'마을이 마을을 돕습니다'
유성구마을넷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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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심사위원단
고도원 (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김관수 (월드컬처오픈 전문위원)
김덕철 ((사)한국유스호스텔연맹 팀장)
김미진 (성심당 이사)
김석홍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위원)
김종현 (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청년 특전] -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 참가 특전*
'자전거로 세상에 기여하는 방법'
약속의 자전거 오영열

김헌식 (충북대학교 의학대학 교수)
류한호 (광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주임 (월드컬처오픈 연구기획단 기획실장)
송승철 (강원도립대 총장)
양일모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오옥만 (대통령직속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윤혜정 (대덕넷 이사)
이경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이선철 (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이영용 (바라칸 대표)
정달호 (월드컬처오픈 대외협력단장)

96

* 결선 발표자 16명 중 청년 인재를 별도 선발하여 월드컬처오픈의 글로벌 파트너인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

최 진 (서울시 청년허브 커먼즈랩 팀장)

미나 주최의 '청년혁신가 포럼(Young Cultural Innovators Forum)’에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특전

하효선 (ACC프로젝트협동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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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을 바꾸어내는 세계의 혁신가들

[TRACK 3]

생생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BETTER TOGETHER 글로벌 토크콘서트가

글로벌 토크콘서트

토크콘서트. 이번 BETTER TOGETHER 글로벌 토크콘서트에는 4명의 연사들이 공공선을

창의적인 방법으로 고정관념을 깨고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세계의 혁신가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역을 바꾸는 세계의 혁신가, 글로벌 컬처디자이너의
열렸습니다. 같은 듯 다르지만, 결코 다르지 않은 고민과 고찰,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글로벌
추구하는 지혜와 아이디어를 관객과 공유하며, ‘지역’과 ‘혁신’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지역을 바꾸는 세계의 창의적 혁신가들

* 큐알코드를 통해 해당 연사의 혁신적 무대를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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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정 혁신가인가?
Are we really innovators?

벽에서 춤을 추다 – 반달루프, 고정관념을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공공예술가들

유 나카무라 YU NAKAMURA ㅣ일본·Japan

Dance-On-Wall – BANDALOOP, a human vehicle of perspective-changing public art

40 Creations 창립자 & 셰프
'할머니의 행복 레시피' 수집가 & 저자
로컬 수제와인 온라인 커머스 Taste Hunters 공동창립자
월드이코노믹포럼 Global Shapers 멤버

토머스 캐버너 THOMAS CAVANAGHㅣ미국·USA
국제적 버티컬 댄스 무용단 Bandaloop 사무총장
화석연료에서 클린에너지로, Oil Change International 이사회 의장
아마존 환경&원주민 보호단체 Amazon Watch 전략 자문가

“우리는 과연 혁신적인가요?”
건강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나누는 ‘Yu Box’ 프로젝트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꿈꾸며 건강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예술, 예술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세계 최고의 *버티컬 댄스

로컬 식재료와 조리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프로젝트 ’40 Creations’의 창립자

그룹, 반달루프의 대표 토마스 캐버너는 ‘고정관념을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예술가들’이라는

유 나카무라가 질문을 던집니다.

주제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반달루프는 오클랜드에서 시작해 25년 넘게 27개국에서 공연한 버티컬 댄스의 선구자로

그녀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국경과 세대를 넘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것은

초고층 빌딩, 자연 유적지, 고산 절벽 등에서 버티컬 댄스라는 혁신적 예술 형태를 통해 누구도

바로 음식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고, 전 세계 35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음식을 매개로 교류하며

시도해보지 못했던 대담한 작품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나라만의 독창적인 가정 요리를 배웠습니다. 80세 이상 할머니들을 찾아다니며 그들만의
레시피를 배워 공유하기 시작했고, 저렴하면서도 즐거움을 전파하는 이 레시피들이야말로

그는 공공예술이 사회 문제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임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침내 사회 전체가 소통하고 행동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사회 문제를 공공예술이
라는 매개체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 그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하는 공공예술은 사회 구성원

“아주 작고 하찮은 것도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 문화를

모두가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루고, 변화를 만들고, 세상의 다양성을 창조합니다.”

“세대 간 서로가 관심을 가질 때 균형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예술은 그러한 세대 간

최근에는 로컬 수제 와인과 전통주를 발굴, 판매하는 온라인 커머스 회사를 공동으로 창업해

관심과 의식이 생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운영하고 있는 그녀는 나의 직업을 규정짓고 정의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말하며,
여기 있는 그 누구나 혁신가가 될 수 있다 강조합니다. 사람들의 삶 속 작은 어떤 것에서 영감을

* 버티컬 댄스: 절벽, 고층 빌딩 등에서 중력의 법칙을 잊은 듯 줄에 매달려 수직으로 춤추는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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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고 그것을 성장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가 생각하는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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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와 문화가 가진 연결의 힘 –
보다 온전한 지역 발전을 위한 예술, 문화 그리고 커뮤니티 디자인
Creativity and Culture Connects! Integrating arts, culture, and community engaged design into
comprehensive community development

세계 최초의 분(分)당 요금제 카페에서 마을 만들기에 이르기까지
How I created the world’s first pay per minute cafe and now build a village

레베카 코르데스 챈 REBECCA CORDES CHAN ㅣ미국·USA
미국 전역에 지역주도 발전을 지원하는 LISC(Local Initiatives Support Corporation)의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적 지역재생 프로그램 책임자

2014년 <볼티모어 선>지에서 눈여겨볼 30대 이하 10대 인재로 뽑힌 레베카 코르데스 챈이
‘창의와 문화가 가진 연결의 힘’라는 주제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임팩트 투자, 대출,
보조금 및 자원과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주도형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LISC에서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인 지역 만들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LISC는 미국에서 주로 흑인들이 살고 있는 빈곤층 거주 지역에만 대출이나 보험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한했던 ‘레드라이닝(Red lining)’이라는 불공정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생겨났습
니다. LISC는 지역공동체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모든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술가나 디자이너, 문화인들을 리더로 참여시켜 지역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반 미틴 IVAN MITIN ㅣ러시아·RUSSIA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앙트레프레너(Entrepreneur)
전 세계 16개 도시에 프랜차이즈 된 anti-cafe 브랜드 Ziferblat 창립자
자연 속의 호텔 Bolotov Dacha 설립 및 운영

전 세계 16개 도시에 체인점을 가진 anti-cafe 브랜드 ‘Ziferblat’의 창립자 이반 미틴은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불확실한 미래와 진로로 방황하던 시절,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관객과 공유했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만든 트리 하우스라는
공간,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간 운영 비용으로 분(分)당 1루블(약 17원)을
받던 곳이 한 시간 넘게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핫플레이스가 되기까지, 그는 그 원천이
함께하는 가치와 진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 마세요. 바보 같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도해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됩니다.”

“창의적인 지역 만들기란, 경제적으로도 더욱 공평하고 다양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어느 곳이나 인간이 가진 고민과 삶의 방식이 비슷함을 느꼈다며,
이 메시지가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건넸습니다. 새로운 것에

그녀는 단순한 물리적인 개발에 치중하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자부심을

도전하는 용기를 가진 앙트레프레너로서의 그의 철학과 따뜻한 조언이 많은 이에게 귀감을

발전시켜나갈 때,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진정한 균형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던져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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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혁신활동가들의 도전,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TRACK 4]

BETTER TOGETHER 페어&스쿨
만지고 만들고 느끼며 배우는 시간

112

소통을 통한 열린 배움으로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다
BETTER TOGETHER 페어&스쿨은 컬처디자이너에게는 자신의 활동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공유하는 장(場)이자, 대중에겐 우리 사회 곳곳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가들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체험해보는 배움의 장입니다.
이번 BETTER TOGETHER 페어&스쿨에서는 네 가지 키워드 '에듀테인먼트', '워라밸',
'퍼네이션', '에코디자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워크숍이 마련되어 친구, 가족과 함께 참여한
참가자들이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활동가들의 공익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직접 보고, 듣고, 만들고, 체험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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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할 때 효과는 ‘곱빼기’
에듀테인먼트
교육(Education)과 오락(Entertainment)이 결합된
신조어로 교육에 오락성을 가미하여 즐겁게 교육하는 방식

학부모를 위한 놀이교육, 디자인 씽킹
소통과 공감의 놀이교육법 체험
프로그램
미래형 교육법으로 주목받는 디자인 씽킹에 대해 배우고, 룹킨이
자체 개발한 디자인 씽킹 놀이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는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는 놀이와 접목된 재미있는 교육법을 체험해봄으로써 ‘에듀
테인먼트’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룹킨(Loopkin)
룹킨은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을 기반으로 한 놀이교육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합니다. 디자인 씽킹은 소통과 공감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학습하는 교육법으로써 글로벌 미래교육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룹킨은 다양한 연령에 적용 가능한 디자인 씽킹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며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교육 방향에 대해
고민합니다.

극단 날으는자동차의 연극놀이
일상을 예술로, 예술로 일상을 바꾸는 연극놀이
프로그램
신체의 움직임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것을 스토리텔링
(Storytelling)하여 하나의 이야기로 만드는 연극놀이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는 신체 접촉, 표현, 연극 만들기 과정을 통해 팀워크와 창의
성을 경험하며 ‘에듀테인먼트’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극단 날으는자동차
극단 날으는자동차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입니다. 익숙한 것들을 다른 감각으로
접해봄으로써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따분한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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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바로 역사 게임 왕
보드게임으로 역사의 새 판을 짜다
프로그램
재미있는 역사 강연을 통해 역사를 쉽게 배우고, 강의 내용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보드게임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는 역사 전문 해설사 ‘史단원’의 재미있는 역사해설과 함께
보드게임을 만들어보며 역사에 대한 지식과 통합적 창의력을 키우는 ‘에듀테인먼트’를 직접 체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에이치스토리 컨설팅

에이치스토리는 ‘역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모토로 다양한 역사교육 콘텐츠를 기획.개발하는 단체
입니다. RPG 여행이라는 새로운 체험여행 장르를 개척해 탄탄한 스토리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며,
역사 보드게임 제작 등 역사를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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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전통무예 카포에이라(Capoeira)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움직임

내 삶에 여유 ‘더하기’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의미인 ‘Work-life balance’의 준말로
업무와 여가시간의 균형을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힐링 예술 젠탱글
나를 깨우는 명상 드로잉
프로그램
젠탱글은 Zen(선)과 Tangle(꼬임, 얽힘)의 합성어로 특정한 패턴으로
아름다운 이미지를 창조하는 일종의 명상 드로잉입니다. 참여자는
구조화된 패턴을 그리면서 집중력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젠탱글을
체험하며 '워라밸'을 경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한국 ZIA연구소
한국 ZIA연구소는 나만의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ZIA(Zen Inspired
Art)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삶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힐링예술연구소입니다. 한국 ZIA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젠탱글을 가르치고 홍보해온 교육기관으로서, 마음의
휴식과 창의력을 높여주는 ZIA의 철학과 방법을 바르게 알리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
카포에이라(Capoeira)는 음악, 춤, 아크로바틱이 어우러져 상대방의
호흡을 읽으며 움직이는 화려하고 부드러운 브라질 전통 무예입
니다. 500여 년 전 브라질 흑인 노예들의 호신 무술에서 출발한
카포에이라는 몸의 움직임을 극대화해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기에
신체 운동에도 효과적이며, 강렬한 움직임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무네어 심슨
무네어 심슨은 ‘다문화인’ 그 자체입니다. 자메이카 출신으로 미국
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브라질 무술 카포에이라를 가르치며
삽니다. 2004년 출장 차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의 다이내믹한
에너지가 카포에이라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 국내 최초 카포에
이라 동아리를 창설, 현재는 100명이 넘는 제자를 양성한 프로
페서 줌비로 살아갑니다. 자신만의 움직임으로 그룹과 조화를
이루며 합을 맞춰가는 카포에이라의 매력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
고자 합니다.

Love my pets, 레진 공예
반려동물 털로 만드는 액세서리
프로그램
반려동물의 털이나 보호소 유기 동물의 털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워크숍입니다. 동물의 털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액세서리를 만드는
레진 공예를 체험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창작의 즐거움을
느껴봅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라이펙트센터
라이펙트센터(Lifect Center)는 유기 동물 보호소의 재정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며
유기 동물의 털을 빗겨주고 나온 털들을 세척· 가공하여 액세서리로
만들어 판매, 수익 일부를 보호소로 환원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
보호소의 재정난 해결을 위한 굿즈(Goods) 사업 외에도 생명존중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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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기로 함께하는 세상
퍼네이션(Funation)
재미(Fun)와 기부(Donation)가 결합된 신조어로
재미를 느끼며 기부에 참여하는 활동

내 땀방울, 그대의 쌀 한 톨
한 끼의 나눔을 실천하는 기부 주머니 만들기

네모의 꿈, 면 생리대
핸드메이드 생리대 만들기

프로그램
체육과 창작활동을 통한 즐거운 기부를 체험합니다. 제한된 시간 내
만보기를 차고 움직인 만큼 쌀을 기부하는 재미있는 게임과 더불어,
나만의 기부 쌀알 주머니를 꾸며보는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는 직접
만든 쌀 주머니에 자신이 가져온 쌀을 담아 이를 필요한 이웃에게
기부함으로써 ‘퍼네이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가족, 친구와 함께 손바느질로 면 생리대를 만드는 워크숍입니다.
완성된 면 생리대를 필요한 곳에 기부함으로써 참여자들은 직접
‘퍼네이션’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내살네쌀
내살네쌀은 따뜻한 현대인과 국내 결식아동을 이어 ‘풍요의 재분배’를
이루는 소셜벤처입니다. 모두가 널리 이롭고 풍요로운 사회에 살 수
있도록 재미있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폐지에 담는 마음
페이퍼 캔버스 만들기
프로그램
노인이 수거한 폐지를 재활용해 캔버스를 만드는 워크숍입니다.
참여자는 자신이 만든 페이퍼 캔버스를 미술작가(재능 나눔자)에게
기부하고, 이는 예술작품으로 탄생합니다. 작품 수익금은 다시
빈곤 노인층에 기부되는 순환구조에 함께하며 참여자는 퍼네이션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러블리페이퍼
러블리페이퍼는 폐지 수집 노인을 돕는 페이퍼 캔버스 아트 예비
사회적 기업입니다. 페이퍼 캔버스란, 폐지 줍는 어르신들께 시중
가의 20배를 주고 구입한 폐박스로 제작한 캔버스입니다. 캔버스와
예술인의 재능기부가 만나 ‘페이퍼 캔버스 아트’로 탄생한 작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기금
으로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점점
심각해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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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컬처디자이너_ 네모의 꿈
네모의 꿈은 지구와 여성의 몸이 더 건강할 수 있는 면 생리대
제작 및 제작 교육을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자연과 여성 건강에
무해한 면 생리대를 더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도록 기부 활동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톡투미의 모니카 인형 만들기
다름이 개성으로, 이해가 평등으로: 다문화 인형
프로그램
다양한 피부색의 모니카 인형을 만들며 다문화에 대해 배우는
워크숍입니다. ‘모니카’는 다양한 피부색과 생김새의 인종을 표현한
캐릭터 인형으로, ‘먼 곳에서 온 사람’이란 뜻인 우리말 ‘머니까’에서
따온 것입니다. 참여자들은 세계 다양한 인종을 모티브로 한 모니카
인형을 만들어 이를 다문화 캠페인 교육자료로 기부함으로써 직접
‘퍼네이션’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톡투미
톡투미는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들이 결성한 자조 단체입
니다. 톡투미는 서로가 가진 문화적 재능을 통해 이주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나갑니다. 또한, 이주민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소외계층과도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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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부담 ‘줄이기’
에코디자인(Eco design)
화학 성분 없는 노케미컬(No-chemical), 버려진 것을 재활용하는
리사이클(Re-cycle) 등 자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 디자인

나만의 천연 화장품 만들기
Enjoy, 노케미컬 라이프
프로그램
천연 제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연 유래 재료를 활용한 천연 아로마
스킨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입니다.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며, 자연에서 온 재료로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봄으로써 참여
자는 직접 ‘에코디자인’의 의미를 체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스페이스SEON:[仙]
스페이스SEON:[仙]은 사람(人)과 자연(山)이 함께하는 선(仙)의
모습처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단체입니다.
스페이스SEON:[仙]은 지구에 해를 끼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페이퍼 팝의 종이 가구 만들기
종이로 만드는 일상의 물건
프로그램
종이로 일상의 가구를 만들어보는 워크숍입니다. 가볍고 튼튼할 뿐
아니라,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종이 가구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가구 쓰레기 줄이기에도 동참함으로써, ‘에코디자인’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페이퍼 팝(PAPER POP)
페이퍼 팝(PAPER POP)은 합리적 가격으로 생산 가능하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종이’를 소재로 만들어진 착한 일상의 물건들을 만드는
단체입니다. 플라스틱이나 MDF 합판 같은 소재가 보급되기 전
우리 조상들이 찻상, 표주박, 안경집, 심지어 갑옷까지 종이로
가볍고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착안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폐품 업사이클 팬시 만들기
생활 속 폐품으로 만드는 장난감
프로그램
폐품을 이용한 팬시 소품을 만들어보는 워크숍입니다. 재활용품을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며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폐품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 봄으로써 참여자들은 직접 ‘에코
디자인’의 의미를 경험합니다.
진행 컬처디자이너_ 재활용공예진흥원
재활용공예진흥원은 넘쳐나는 폐품들을 유익하게 재활용하는 방
법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엄청난 양의 폐품과 일회용
품이 배출되는 시대에 업사이클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다양한 활용
모델을 제안하고 교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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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Special thanks to
제 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은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인 다양한 문화예술인, 자원봉사자, 지역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 큐알코드를 통해 보다 생생한 감동의 무대를 함께하세요.

송성진_ Balance & Hang on 라이브 사진 전시
사람들의 '삶'에 주목하는 시각예술 작가입니다. 송성진작가는 독일 체류 중 보트에 매달려
힘겹게 삶을 이어가는 난민들의 모습을 촬영하며 영감을 얻어 ‘Posture: Hang on’이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철봉에 있는 힘껏 매달려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럽고 물리적인
자세를 포착하는 작업입니다.
특별히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대회 기간 동안에는 균형/Balance라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다양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또 버티는 시간만큼 우리
사회는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아 박람회장을 찾은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라이브 사진 전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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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신_ Act more than words
대전 FCD 무용단의 예술감독이자
몸짓 언어로 소통하는 현대무용가
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
들이 '같은 궁금증'을 가질 때 새로운
창작물이 탄생하고, 예술이 지역
특유의 인프라와 연계되면 세계가
주목하는 창작물이 만들어질 것이
라는 기대감으로, 대덕연구단지에서
과학자와 예술가들이 함께 춤을 통해
교류하며 창작하는 융합의 장을 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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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께떼_ Crossover: Flamenco Χ Gukak

박세인_ Knock-Out

소리께떼(Soriquete)는 플라멩코 기타리스트 박석준, 소리꾼 정애선, 플라멩코 무용수 최유미,
집시 바이올리니스트 사이먼이 제주에서 만나 탄생한 플라멩코 X 국악 크로스오버 공연팀

녹아웃(Knock-Out)은 ‘Mindynamics’라는 새로운 장르로 명상과 운동을 결합하여 설계된
운동입니다. 운동 플랫폼인 녹아웃을 기획 . 개발한 박세인 대표는 현재 다이어트에만 초점이

입니다. 팀명 소리께떼는 국악의 ‘소리’와 플라멩코에서 장단 놀음을 하며 자유롭게 노래를

맞춰진 우리나라 피트니스 시스템에서 탈피해, 진정한 몸과 마음의 웰빙과 행복을 추구하는

부르거나 춤추는 것을 뜻하는 ‘소니께떼(Soniquete)’를 합친 단어로 국악과 플라멩코의 만남을

건강한 운동 장르를 개척하고자 녹아웃이라는 웰니스 콘텐츠 스타트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미합니다. 그리고 ‘te(떼)’는 스페인어로 ‘당신’이라는 뜻으로 ‘당신에게 우리의 소리를 들려

운동 전문가로서, 단순히 살을 빼는 운동이 아닌 삶을 가꿀 수 있는 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

준다’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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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MCs
김영광_ MC for BETTER TOGETHER CHALLENGE
김영광 컬처디자이너는 어썸스쿨이라는 교육 소셜벤처를 통해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을
모토로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교육다운 교육을 만들어 가기위해 노력하는
활동가입니다. 방과 후 수업인 히어로스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교육의 길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라진희_ MC for 글로벌 토크콘서트
사라진희 컬처디자이너는 다양성에 대한 열린 시선을 역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독립영화 감독입니다. 특히, 다문화와 다양성의 주제를 직간접적으로
담은 스토리를 구성, 개발, 창작, 제작하여 인류가 서로 이해하게 돕는 사회의식을 도모하는
영화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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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_ 스페셜 토크 '나의 도시, 나의 성심당'
성심당은 대전을 대표하는 62년 전통의 빵집으로, 단순한 빵집을 넘어 지역사회 공헌과
기업으로서의 옳은 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대전 지역의 대표 기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살겠다는 ‘성심(誠心)’의 의미를 담은 기업명에 담긴 의미를 실현하며,
자신의 도시 안에서 이웃과 함께 지역의 가치 있는 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한결같이 지켜가고 있습니다.

Supporters
차별 없는 세상, 나누는 삶,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다양한 나이, 직업, 배경의 사람들이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의 서포터즈로 함께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땀 흘린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의 숨은 영웅, 서포터즈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성길/ 강수진/ 권희진/ 김기환/ 김남태/ 김다운/ 김민욱/ 김상아/ 김선주/ 김예진/ 김재현
김주영/ 김준호/ 김지예/ 김하영/ 김혜빈/ 노하린/ 박민지/ 박봄들/ 박선영/ 박소정/ 박수림
박시영/ 박재연/ 박지연/ 봉승후/ 신원주/ 신태규/ 심나영/ 양은서/ 양현종/ 오다슬/ 우현기
유신재/ 윤아정/ 이경민/ 이경범/ 이상현/ 이새해/ 이성수/ 이수현/ 이영수/ 이윤미/ 이윤선
이재은/ 이정민/ 이정서/ 이한샘/ 이현승/ 임하린/ 장기열/ 장휘영/ 정다희 / 정서림/ 정서현
정지수/ 조우빈/ 조혜리/ 최다은/ 최원영/ 최은영/ 최주혁/ 하지은/ 한주연/ 홍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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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이
남긴 메시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부단히 길을 만들어가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지치지 마세요.
함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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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한 사람들의 목소리

오늘 톨스토이 소설이나 헤밍웨이의 소설보다 위대한 스토리들을 들었다.
문화는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부터 시작되고 그게 자라나면
신화와 전설이 되고 그것이 공적으로 바뀔 때 역사가 된다.
오늘 여기서 미래의 신화를 발견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혁신을 넘어서 우리 사회를 완전히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내는 작은 불씨를
봤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어떻게 하면 느슨하지만 강력한, 조직화되어 있지
않지만 조직보다 강한 혁신활동가들의 마음의 연대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안고 간다. 우리 사회에, 이런 공간에서, 이런 행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월드컬처오픈에 감사드린다.
(고도원/아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

BETTER TOGETHER 챌린지에 와서 발표를 들으면서 혁신활동가들이 여기에 다 모였다고 느꼈다.
그리고 크게 배우는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개가 있다. 바로 융합과 혁신. 오늘
발표한 분들을 보니 여기서 많은 융합과 혁신이 일어날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계속되었
으면 좋겠다. (양일모/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각자의 개성만큼이나 다양한 이야기, 고생스러우나 가치 있고 유쾌한 삶을 읽는다. 대전 구도심을
살려내고 ‘모든 이에게 이로운 경제’를 꿈꾸는 성심당 빵집 이야기도 정말 감동이었다. 모든 활동가들,
결과에 관계없이 소중한 이야기, 그들의 삶과 도전을 뜨겁게 응원한다.
(오옥만/대통령직속 세종-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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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를 가꾸고 이루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다. 월드컬처오픈 지역혁신

시민의 자발적 사회혁신 활동과 그것을 인정하고 응원하는 긍정적인 정부의 태도가 정말 놀라웠다.

활동가대회에서 전국의 훌륭한 컬처디자이너들의 클래스가 다른 수준 높은 발표와 글로벌 친구들의

(이영애/대전)

흥미진진 스토리는 심사를 떠나 감동을 주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
많은 사람들 앞에 나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주변의 도움과 응원이

(이선철/감자꽃스튜디오 대표)

용기가 되었고, 그것은 도전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졌다. (김형희/서울)
직접 보고,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마음껏 공감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한 시간이었다.

나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겠어?라는
자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깨달았다.

(김영광/ 전국)

(강사빈/서울)

BETTER TOGETHER CHALLENGE에서 발표한 분들은 모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어려움과
외로움을 잘 참아가면서 가고 있는 분들이다. 특히 혼자만 행복하려는 게 아니라 함께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이라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멋진 행사를 만들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드리고 싶다. 내년에 또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더 성공했고

국경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 사는 이야기는 다 비슷하고 이들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하고 있다는 동질감을
느꼈다.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노력하려는 열정
적인 모습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이반 미틴/러시아)

어떤 성과를 이뤘는지를 넘어 얼마나 더 행복해졌는지도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영용/바라칸 대표)

다년간 청년을 지원하는 현장에 있어보니 혁신의 사례는 어떤 한 사람의 개인기로 만들어지는 것

다양한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다. 이 대회를 통해 나의 활동을

같지 않다. 힙합이 레이블이나 크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과 활동을 지지

되돌아보고 수정해나갈 수 있어 정말 뜻깊다. (김한상/인천)

하는 사람들 혹은 응원하는 움직임이나 메시지가 모여서 혁신의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된다. BETTER TOGETHER CHALLENGE와 같은 자리가 그러한 촉진을 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세상에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내년에도 열릴 BETTER TOGETHER CHALLENGE

좋겠다. (최진/서울시 청년허브 커먼즈랩 팀장)

2019에 응원과 기대를 보낸다. (장기열/대구)

멋진 대회, 멋진 사람들, 새로운 인연, 챌린지가 진행된 1박2일간 무척 행복했다. 이곳에서 만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곳에서 크고 작은 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모든 분께 존경을
표한다. 전국의 수많은 활동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할 수 있었던,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함께 함의 가치를 알고 더 많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았다. (박은희/부산)

사람들과 함께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 (김태진/광주)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고, 도전하는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더 열심히 뛰며 공익 활동을
실천해나가겠다 다짐했다. (박은주/부산)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있을 활동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지역 활동가들의 현재 모습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의 지금을 엿볼 수 있었다. (김선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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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충분해서, 혹은 상황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누구보다 뜨거운 호기심이 있었다.
작은 호기심이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지금 나의 호기심, 당신의 호기심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안다비/서울)

진정성이 가장 큰 힘이라 말해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전국에서 활동
하는 혁신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행복했고, 우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었다. (주승훈/대전)

각자의 위치에서 더 좋은 지역, 더 나은 사회,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각자의 방법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다. 작은 실천들이 모이면 변화가 일어난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였다. (김유진/서울)

예선과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방향성이 점차 뚜렸해졌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전과는 또 다른 강해진 나를 만나게 되었다. (홍성재/서울)

그야말로 순수하고 진지한 열정의 장이었다. (사은영/서울)

BETTER TOGETHER CHALLENGE 대회를 통해 많은 감동과 배움을 얻었다. 무엇보다 대전 지역의
숨은 많은 혁신적인 분들의 활동이 멋지게 소개될 수 있어서 기쁘고 뿌듯한 자리였다.
(이경미/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위원, (재)충북지역사업평가단장)

무엇을 혁신해야 할까? 왜 이 활동을 해야 할까?
그에 대한 답을 찾았다. 내가 어떻게 ‘혁신’을
정의하느냐에 따라 ‘혁신’의 의미는 달라지며,
‘나’의 진정한 행복과 삶을 찾아 활동하는 모든 것이
‘사회 혁신’이 된다. 틀 안에 갇혀 정해진 길에
지친 모든 이들에게. 이 대회를 통해 일깨운
‘사회 혁신’이 새로운 등불이 되길 바란다.
(장은영/수도권)

참 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창업 후 힘들었던 시간과 이겨낸 순간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룩해왔을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 배워간다. (오영열/서울)
참신하고 진정성 있는 혁신가들의 모습에서 나는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김영순/서울)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은 무언가 열심히 지역을 바꿔보고 지역만의 가치를
만들어보고 싶은 일들을 제대로 된 일로 바라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대기업에
다니고 본부장이 되는 것만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역 혁신은 매우 외로운

아직까지 서툰 어린 친구들도 다른 활동가와 마찬가지로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활동을 소개할 때,
뭐라 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 나이나 성별, 사회적인 위치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자리. 좋은
취지의 활동을 해나가는 모두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동료 의식을 심어주는 자리. 나 역시
그런 분들에게 받은 바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오승진/부산)

일이다. 남과 다른 일을 창조하고 남과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모인 혁신가들은 어찌 보면 매우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지만 또한
외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오늘 1회로 우리가 모였다는 건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연대의 의미로 힘을 모아서 더 많은 혁신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 1회가 1회로 끝나지 않고 2회, 3회로 이어져 우리와 그리고 더 많은 다른
혁신가들이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다.

때로는 고독하고 지칠 수 있는 외로운 여정이 바로
혁신가들의 숙명이다. 이 대회에 참가한 지인인 청년
활동가가 이 대회를 계기로 위로받을 수 있어 참 다행이다.

(김종현/사회적기업 ‘섬이다’ 대표)

(전영원/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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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마음을 찡하게 울렸다. (장성주/서울)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며 지속성에 대한 고찰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다.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모든 이를 응원하며, 나 역시 예술을 매개로 공익적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로 무럭무럭 성장
하고 싶다. (최정선/서울)
창의적인 혁신마당과 열정적인 활동가들의 이야기, 여느 뻔한 박람회장이 아니었다. 여기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유 나카무라/일본)

평소 크고 작은 강연 기회가 많은 나에게 발표는
익숙하다. 그럼에도 다른 이들의 사례를 들으며
다른 활동가들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색다른 도전이었다.
(임민택/서울)

전국의 혁신가들과 서로의 활동을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을 나눈 시간은 그 자체로 큰 힘이 되었다.
(곽나래/서울)

이 자리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에너지가 있었다. 그 에너지로 마음까지 치유받는 느낌이었다.
(박혜림/대전)

나만의 이기심이나 자만을 위해서가 아닌,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박주희/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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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를 함께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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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국가균형발전위원회
at a glance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Goals and Strategies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지표의 개발·관리하며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합니다.

•지역인재 -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 - 관광
•기본적 삶의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매력있게 되살아나는 농촌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Vision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Mission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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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감소지역으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혁신도시 시즌2
•지역산업 3대혁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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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13
11월 2013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부산, BEXCO)

2003

09월 지역발전위원회 내 6개 전문위원회 구성

0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출범, 위원회 사무기구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 출범

07월 지역발전정책 방향과 실천과제(HOPE 프로젝트) 발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17957호)에 따른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

07월 5대 이원종 위원장 취임

04월 초대 성경륭 위원장 취임
2004
0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법률 제7061호)

2014
12월 2014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11월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
03월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 대통령 2차보고 -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행 / 지역발전정책의 제도적 기반 정비

2005
05월 부설 한국지역혁신교육원 설립, 정책협의기구 지역혁신클러스터정책협의회 설치

2015

01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시행

09월 2015년 지역희망박람회 개최(인천, 송도컨벤션센터)
03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사업대상지 발표

2007
10월 2대 이민원 위원장 취임
07월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종합계획(안) 심의 및 의결
07월 제2기 신활력지역 선정(안) 심의 및 의결
2008

03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발표
2016
09월 2016 지역희망박람회개최(경기도, 일산 킨텍스)
06월 6대 허남식 위원장 취임
02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발표

09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발표

2017

07월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 발표

12월 일본 창생본부와 업무협약 체결

07월 3대 최상철 위원장 취임

11월 2017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부산, BEXCO)
10월 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18명)

2009

08월 송재호 위원장 취임

09월 기초생활권 발전을 위한 종합 실천방안 발표
0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시행
2011
03월 4대 홍철 위원장 취임

2018
10월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CGET)와 업무협약 체결
10월 시도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09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09월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 개최
05월 중국 개혁발전연구원(CIRD)과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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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3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05월 지역상생포럼 창립총회 개최

0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

01월 2012년 지역발전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01월 2018 지방분권균형발전 비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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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LOGUE

WORLD CULTURE OPEN
at a glance

월드컬처오픈
월드컬처오픈(World Culture Open•WCO)은
더불어 함께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다양한 공익적 시도를 펼쳐가는
공익활동가들의 네트워크이자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탱크로,
민관의 창의적인 협업을 적극적으로 연결, 기획하는
열린문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Vision
“함께 잘사는 조화로운 세상”
A Better World Together
지구촌이 한 가족이라는 공감 속에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나눔과 협업을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창의적인 시민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지구공동체를 꿈꿉니다.

Mission
“전세계적으로 열린문화운동을 펼쳐 나갑니다”
자신만의 다양한 개성과 재능, 전문성과 열정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공감과 평화의 문화’를 디자인하는
지구촌 곳곳의 컬처디자이너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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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als
1.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린 생각들이 교류되는 온오프라인의
장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How We Work
월드컬처오픈은 열린문화운동의 취지와 목적에 공감하는
다방면의 독립적 활동가들이 협업하는 수평적 네트워크형 구조를 지향합니다.
크고 작은 목표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모여

2. 더 나은 사회를 디자인하는 문화활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찾아 세상에 알립니다.

함께 공익적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운동인 만큼,
각 프로젝트의 목적에 공감하는 전문가나 활동가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모여서 협력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해산하는 유연한 운영방식을 추구해왔습니다.

3. 지구촌 곳곳의 열린 공간들을 연결하며 활동가들이
상호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프로젝트 수행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한 전문성과 관심영역을 가진 독립적 활동가들로
프리랜서, 문화기획자, 청년단체, 행사운영전문가, 학생,
대학 교수나 연구자, 기업가, 작가, 일반인 등 다양하며,
영리, 비영리, 자원봉사 여러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업무를 위한 인력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보다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교류하고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코워킹 공간과 문화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더 널리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자연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체들이 서로를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섯은 버섯으로서의 소중한 색깔을 지키며 버섯으로 성장하지,
하늘 높이 솟아나는 나무처럼 성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양치식물과 버섯과 나무는 굉장히 잘 짜여진 복합적 협업 시스템에 의해
영양분과 수분과 그늘을 나누어 씁니다.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며
최고로 멋있는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역할합니다.”
프레데릭 라루 <조직의 재창조: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 조직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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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2008 ~ 2011

동아시아 지역에 운동의 씨앗을 퍼뜨리다

WCO 아시아미래전략포럼, 2008, 북경
1999 ~ 2001 운동의 시작

C!here Expo, 2008, 뉴욕

WCO 뉴 밀레니엄 문화 프로젝트 출범, 1999

공간나눔운동 C!here 론칭, 2008, 북경

문화 .예술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론칭, 2000

Beijing WCO Friends Forum, 2009, 북경

공간나눔운동 C!here (당시 Open Center) 론칭, 메릴랜드, 뉴욕, 2001

WCO Gala Concert, 2009, 북경
동아시아 문화교류 콘서트 (한국-중국-일본-몽고), 2009~2014, 북경, 도쿄

2002 ~ 2004 세계를 향한 인사
World Culture Open Day 지정, 워싱턴 D.C., 2003
WCO Global Festival 의 사전 대회, 워싱턴 D.C., 서울, 2003
산학협력 지원, 2004, International Center for Transcultural Educ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enter for the

젊은 예술가 발굴 기획공연 시리즈, 2010, 서울
문화나눔 캠페인 콘서트 시리즈 론칭, 2010, 서울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돕기 후원공연, 2011, 이와테현 어린이 문화지원

Study of Global Issues, University of Georgia

2012~2016

공간나눔운동 C!here 론칭, 서울, 2003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음악전문학교 후원, 2012, 페르가나

새천년의 꿈 콘서트, 2004, 뉴욕 카네기홀

지혜나눔 문화토크콘서트 프로젝트 C!talk Beijing 론칭, 2012~, 북경

WCO Fair, 2004, 뉴욕

C!talk Seoul 론칭, 2013~, 서울

World Culture Open Day 지정, 뉴욕, 2004

WCO ‘21세기 대안문명을 찾아서’ 연구 프로젝트 발족, 2013

WCO Fair in Beijing, 2004, 북경 인민대회당

Beijing Design Week WCO디자이너전시 및 디자인워크숍 개최, 2013, 북경

WCO Awards 제정, 2004, Jose Antonio Abreu 박사 및 El Sistema 지원

영상미디어교육을 통한 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 Tigwerizane지원, 2013, 솔로본, 잠비아

WCO Youth Seminar, 2004, 서울, UNESCO 공동개최

‘오픈컬처랩’ 열린문화실험실 론칭 및 컬처디자인 운동 발족, 2013~

국제 문화장관 회의, 2004, 뉴욕
제1회 WCO Global Festival, 2004, 뉴욕, 서울

2005 ~ 2007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다
세계합창대회, 2005, 뉴욕 링컨센터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향한 Culture! Everyday, Everywhere

동아시아 문화교류 콘서트 (한국-중국-일본), 프로젝트 사이, 2014, 북경
아프리카 기니 고아 학교 문화지원, 2014, 카포로, 마토토, 기니
‘지역과의 대화’ 포럼 및 워크숍 시리즈, 2014~, 서울
한국 대표 석학들의 ‘열린연단’ 강연 시리즈, 2014~2017, 네이버문화재단 협력 개최, 서울
한국-모로코 우호 포럼 개최, 2014, 서울
C!here 캠페인 프로젝트 Art Crawl, 2014, 북경

UNFAO(세계식량기구) 지원, 2005, 세계식량기구 기아퇴치운동 캠페인 후원

컬처디자이너 발굴 및 공익문화 프로젝트 지원사업, 2013~, 서울 (공익적 문화활동가 ‘벌처디자이너’ 발굴, 육성,

Indonesia Aceh Project, 2005, 쓰나미 재해 지역 인도네시아 아체 문화재건 프로그램 지원

교육 시스템, co-working 인프라 및 협업 시스템 제공. 프로젝트 발굴 및 후원)

UN DPI/NGO Conference, 2005, "A New Paradigm for Security” 포럼 개최, 뉴욕

컬처디자인 페어 개최, 2014, 서울, with 네이버문화재단

르완다 HIV 고아를 위한 문화지원 프로젝트, 2006

하버드 리더십 포럼 공동개최, 2015, 서울

WCO International Creative Economy Conference for Development, 2006, 키갈리, UNDP/South-South Coop-

2015 제주포럼 문화세션 개최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문화비전 공동선언, 2015, 제주

eration 공동개최

대사관 협력 문화프로젝트 Hello, World! 개최, 2014~ 서울, 북경 (주한 모로코, 칠레,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

아프리카 문화장관 회의, 2006, 키갈리

도르, 니카라과 대사관, 주중 프랑스, 그리스, 아제르바이젠 대사관, 한-아랍소사이어티, 외교부 등 협력 개최)

WCO-FESPAD, 2006, 르완다 문화부와 개최협력, 범아프리카 댄스 축제, 키갈리

C!here 캠페인 프로젝트 Art Crawl II, 2015, 북경

UN Global Youth Summit, 2006, UNOSDP와 개최협력, 뉴욕
Youth United Against Malaria Concert, 2006,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 말라리아퇴치 캠페인 콘서트,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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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스테이지 문화인큐베이팅 공간지원활동, 2010~, 서울

World Music Shanghai 협력 파트너십, 2015~
제주4.3 평화포럼 ‘4.3 문화로 소통하다’ 라운드테이블, 2015, 제주
ART&ASIA JEJU 2015 동아시아 예술비전 컨퍼런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최, 2015,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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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디자인하는 컬처디자이너 발굴캠페인, 2016~
문화체육관광부-월드컬처오픈 업무협약체결, 2016
2016 한미여성리더십세미나, 2016,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공동주최)
제주포럼 문화세션 Young Leaders Culture Summit 개최, 2016, 제주
컬처디자이너 페어 개최, 2016, 제주
라운드 테이블 디스커션 시리즈 ‘오픈보이스’, 2016~, 서울, 제주, 북경, 모스코바, 싱가포르
2016제주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사업 진행, 2016, 제주
서울특별시-월드컬처오픈 업무협약체결, 2016
2016 코리아 컬처디자이너 어워즈, 2016, 서울
#beOPEN 캠페인, 2016
2017~2018

공감과 협업의 문화를 확산해가다 “BETTER TOGETHER”

W스테이지_제주 오픈, 2017, 제주
#BETTER TOGETHER 온라인 캠페인, 2017
Healing Fair 2017 Culture Partner, 2017
Better Together 강연 시리즈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개최, 2017, 서울
Better Together 어반캠프 ‘Beyond Textbooks’ 개최, 2017, 서울
Better Together 워크숍 세계시민의식 시리즈 개최, 2017, 서울
Better Together 외국인커뮤너티를 위한 포트락 시리즈, 2017, 서울
Global Bubble Parade 파트너십 및 Bubble Parade 개최, 2017, 서울, 북경
C!here 캠페인 프로젝트 Art Crawl III, 2017, 북경, 상해
놀이터디자이너 Günter Beltzig와 편해문의 <놀이터에서 만나자> 전시, 2017, 서울
Hello Uzbekistan! 개최, 2017, 북경
Hello Cameroon! 개최, 2017, 서울
세계문화대회 Better Together 2017 개최, 2017, 청주
Better Together 워크숍 ‘예멘 키친’ 개최, 2018, 서울
Open Day of Art 글로벌 캠페인 협력 개최, 2018, 서울
Hello, Afghanistan! 개최, 2018 서울, 2018
Peace Power 콘서트 with 월드뮤직그룹 Gulaza, 서울, 2018
청소년들을 위한 Better Together 워크숍 시리즈, 서울, 2018
컬처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Better Together 워크숍 시리즈, 2018, 서울
Hello, Ecuador! : Inti Raymi, 주한 에콰도르 대사관 협력 개최, 2018 서울
Better Together 워크숍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예술’ 개최, 2018, 서울
Me-We Discovery Workshop 개최, 2018, 토론토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활동가 대회 Better Together Challenge 2018 개최, 2018,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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