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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적 사용자 참여, 실생활 상황의 실험 등이 핵심요소인 리빙랩은 과학기술 혁신과 혁신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혁신이나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

에까지 활용되는 등 질적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리빙랩 접근에서는 동질성, 사용자 경

험, 갈등, 사업화, 확산 등의 측면에서 상이한 요구 간 긴장으로 인한 패러독스가 나타날 수 있

다. 리빙랩이 사회혁신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기 위해

서는 이러한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리빙랩은 특정 문제의 해결에는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다. 여전히 이론적 논거와 경험적 성과가 부족한 리빙

랩이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패러독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주제어 | 리빙랩, 혁신, 사회혁신, 패러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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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과학기술의 목표는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 강화였다. 하지만 과학기

술이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

부분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용자인 

일반 시민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박봉원・유영심, 2016: 1). 이로 인

해 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격차와 양극화, 환경적 위험, 안전 등 사회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의 사회적 기여가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면서 사회혁신의 새로운 수단으로 리빙랩(Living Lab)이 각광받고 있

다(임호, 2016).

리빙랩에 대한 높은 관심은 추격형 혁신에서 벗어나 스스로 문제를 정

의하고 새로운 기술궤적을 형성해야 하는 탈추격 상황에서 새로운 혁신 방법

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송위진・성지은, 2013: 104-105). 이에 따라 최근 리빙랩의 활용

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활용 내용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단순한 사회문제 해결이 아니라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리빙랩을 활용하

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리빙랩에 대한 관심과 함께 리빙랩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 리빙랩 연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리빙랩의 활용가능성과 

이점(장용석 외, 2015; 최인수・김건위, 2015; 황혜란, 2015; 박봉원・유영심, 2016; 

임호, 2016)이나 국내외 리빙랩의 활용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성지은・송위

진・박인용, 2013; 성지은・박인용, 2016; 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에 초점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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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 그런데 리빙랩 문헌을 보면 마치 리빙랩이 어떤 방법론이나 접근

법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 가능한 개념’처럼 이야기한다(Schuurmann, 

2015: 24). 이런 지적은 국내의 리빙랩에 대한 논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리빙

랩이 논리적 근거나 방법론으로서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많은 혁신 방

법론이 잠시 유행하다 사라지는 것처럼 리빙랩도 그런 운명을 맞을 수 있다. 

따라서 리빙랩이 유용한 혁신 방법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리빙랩의 가능성 

뿐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리빙랩이 과학기술 혁신의 유용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리빙

랩이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장점과 가능성 뿐 아니라 본질적 한계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리빙랩의 가능성이나 장점이 아니라 리빙랩을 사회혁신의 수단

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로서 리빙랩의 패러독스에 초점을 맞춘

다. 리빙랩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관리가 없다면 사회

혁신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가능성과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이런 목적에 따라 여기에서는 우선 리빙랩의 확산과 전이에 대해 살펴보

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장점과 성과가 무엇인

지 알아본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리빙랩에서 나타날 수 있는 패

러독스를 살펴봄으로써 리빙랩의 한계와 사회혁신의 수단으로서 리빙랩의 활

용과 관련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한다.

2.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

1) 리빙랩

문헌 분석에 따르면 리빙랩의 정의는 70여개에 달할 정도로 다양하다



45사회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과 패러독스

(Leminen, 2015: 15). 어떤 경우에는 사용자 관여와 사용자 혁신을 강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복수 행위자와 개방형 혁신을 강조한다. 이처럼 리빙랩에 대한 

이해가 다양하지만 리빙랩의 핵심요소는 다수 이해관계자, 사용자 참여, 실생

활 상황에서의 실험 등이며, 공동창조(co-creation), 탐사(exploration), 실험

(experimentation), 평가(evaluation) 등을 핵심활동으로 볼 수 있다(Westerlund 

& Leminen, 2011: 21). 

이론적으로 볼 때 리빙랩은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혁신의 소산이다

(Bodí et al., 2016: 12). 혁신 패러다임에서 볼 때 전통적 관점은 혁신을 수직적 

통합을 통한 폐쇄적 혁신과정으로 이해하는 반면, 리빙랩에서는 사용자 혁신

과 개방형 혁신이 공동창조를 매개로 연결되는 분산된 혁신과정(distributed 

innovation process)으로 본다(Schumann, 2015: 10). 여기서 공동창조(co-

creation)는 리빙랩의 핵심 가치로(Levén & Holmström, 2012) 개방형 혁신과 

사용자 혁신 관점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다(Schumann, 2015: 10).

리빙랩은 사용자 주도형 혁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리빙랩 개념은 

MIT의 William Mitchell이 처음 제시했지만 리빙랩의 발전과 확산은 EU의 

주도로 이루어졌다.1) EU는 ‘Europe 2020’의 디지털 의제 중 하나인 ‘연구 및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2.0’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이용자를 혁신 주체로 참여시키는 4중 나선 모형

(Quadruple Helix Model)(Curley & Salmelin, 2013)으로의 전환이며 그 대표적 

수단이 리빙랩이다(김희연, 2015). 

리빙랩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이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협력한다. 대학 참여자는 참여자간 협상을 이끌어내

1)　2006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의해 만들어진 리빙랩은 이후 전 대륙에 걸친 

지역혁신생태계 네트워크로 발전했다(Curley & Salmelin, 20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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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촉진하는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중재자 역할을 한다(Higgins & Klein, 

2011: 32). 연구기관 대표자들도 중개자나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무엇보

다 선호, 실행의 적합성, 특정 영역의 기반지식 등 시장에 대한 지식 확보를 위

해 혁신 초기 단계부터 사용자 참여를 강조한다(Almirall, Lee, & Wareham, 

2012: 15). 복수 이해관계자 관여(multi-stakeholder involvement)라는 사용자 

참여에 의한 혁신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리빙랩이 개방형 혁신의 한 유형으로 인식(Westerlund & Leminen, 

2011: 20-21)되지만 기존의 개방형 혁신과 차이가 있다(Leminen, 2015: 15). 

개방형혁신이 기업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두는 반면 리빙랩은 기업-고객

(business-to-customer)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둔다 또 개방형 혁신이 비즈니

스 모델에 초점을 두는 반면 리빙랩은 비즈니스 모델의 요소(elements), 제품, 

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도 중요한 차이다(Bergvall-Kåreborn et al., 2009).

2) 혁신 공간과 네트워크로서 리빙랩

(1) 혁신공간으로서 리빙랩

리빙랩은 시스템 혁신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정의되기도 한다(송위진・성지은, 

2013: 114). 때로는 리빙랩의 제도적 측면을 강조하여 혁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실체로 보기도 한다(예: Fulgencio et al., 2012). 

Bodí 등(2016)은 리빙랩 프로젝트를 Jespersen(2008)가 제시한 혁신

성숙도2)를 활용하여 탐색, 실험, 평가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탐

색(exploration) 프로젝트는 혁신이 아이디어나 개념 단계에서 시작하여 아이

디어나 개념 단계에서 종료되는 프로젝트이다. 실험(experimental) 프로젝트

2)　Jepersen(2008)은 혁신 활동을 혁신 성숙도에 따라 아이디어, 개념, 프로토타입, 출시전, 

출시, 출시후 등 5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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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프로토 타입 단계까지 포함하는 프로젝트이다. 한편 평가(evaluation) 프로

젝트는 출시 전 단계나 이후 단계에서 시작되는 프로젝트를 지칭한다. 

리빙랩에서 이루어지는 혁신활동은 지식 활용에 따라 탐색과 활용

(exploitation)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탐색을 리빙

랩의 핵심 요소로 들기도 하지만(Westerlund & Leminen, 2011: 21) 리빙랩에

서는 기존 지식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활용 차원의 혁신 활동도 이루어진다. 

탐사와 활용은 조직학습과 관련된 개념으로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과 확실성

의 활용 사이의 관계 설명에 사용된다(March, 1991). 활용3)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사용하는(use of already known) 것이며, 탐사는 ‘새로운 지식의 추구

(pursuit of new knowledge)’라 할 수 있다(March, 1991). 

활용과 탐색을4) 개방형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탐색은 현재의 기술적 발

전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지식원을 포착하고 편익을 만들어내는 혁신활동이

며, 활용은 조직경계외부에 존재하는 지식이나 기술 역량을 활용하는 혁신 활

동으로 볼 수 있다(Schumann, 2015: 10). 

3)　대개 활용(exploitation)은 개선(refinement), 엄선(choice), 생산(production), 효율(efficiency), 

선발(selection), 실행(implementation), 집행(execution)을 묘사(describe)하는 것이며, 탐험

(exploration)은 탐색(search), 변이(variation), 위험감수(risk taking), 실험(experimentation), 플레이

(play), 유연성(flexibility), 발견(discovery), 혁신(innovation) 활동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March, 

1991).

4)　리빙랩의 활동 내용을 탐사, 개발과 함께 보유(retention)을 추가하여 세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서 보유는 조직 경계 외부의 지식을 장기적으로 유지, 축적,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지식을 재활용하는 능력과 지식의 축적과 재사용을 위해 외부 행위자들과 연결

하는 역량이 핵심적 조직 역량이 된다(Schumann, 2015: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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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혁신생태계로서 리빙랩

리빙랩은 특정 지역이나 공간에서 공공연구 부문, 민간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

해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용자 주도형’, ‘개방형’ 혁신생태계로 정의되기도 

한다(송위진・성지은, 2013: 113). 리빙랩은 다양한 참여자들이 참여하고 연계를 

형성하는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다(Leminen, 2015). 따라서 리빙랩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연계된 집합체로 생각할 수 있다. 리빙랩의 활동이 개별적 리

빙랩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개별 리빙랩이 연결될 때 집합체로서 리빙랩이 형

성될 수 있다. 

Schumann(2015)은 분석수준에 따라 리빙랩을 거시, 중범위, 미시로 

구분하는 리빙랩 3계층 모델(three-layered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미시수준

(micro level)은 리빙랩 프로젝트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을 지칭한다. 대개 

사용자 주도의 통찰력을 개발과 암묵적인 영역별 지식이 표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리빙랩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여러 개의 연구 단계로 구성된 리

빙랩 방법론으로 사용자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 중범위 수준

(meso level)은 리빙랩 집합체내에서 수행되는 리빙랩 프로젝트들을 의미한

다. 거시와 미시의 두 수준이 공동창조를 통해 중범위 수준을 통해 연결된다

고 본다. 거시수준(macro level)은 민산관 협력에 참여하는 행위자 또는 인프

라(infrastructure)로 구성된 일단의 리빙랩 집합체(constellation)를 의미한다. 

리빙랩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화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

성되며, 리빙랩 연구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된 민산관 협력체

(Public-Private-People Partnership, PPPP)를 거시수준의 리빙랩으로 보고 있

다. 거시적 수준에서 리빙랩은 개방형 혁신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 가능하다고 

본다(Schumann, 2015: 184-185). 

거시적 수준에서 리빙랩에서는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이 이루어진다. 

개별적으로 볼 때 리빙랩은 대개 소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리빙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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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는 혁신적 실험과 혁신이 다른 리빙랩의 실험이나 혁신과 연결될 때 

리빙랩 간의 지식 이전과 전후 단계의 형성을 통해 거대한 혁신생태계나 혁신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3) 혁신의 사회적 적실성과 리빙랩

(1) 실용화와 리빙랩

과학기술혁신 결과의 실용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투

자에 비해 성과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연구에 대한 투자

는 끊임없이 늘었지만 성과는 이에 비례하지 않는 모순적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높다. 국가의 산업경쟁력 강화, 공공연구결과에 대한 불만, 공공연구기

관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개혁, 과학연구 비용의 지속증가와 예산압박, 인적 

자원과 자금에 대한 경쟁, 개방형 혁신의 등장으로 사업화에 대한 관심은 더

욱 높아지고 있다(OECD, 2013: 14-15). 이런 상황에서 EU는 유럽 패러독스의 

해결책으로 EU 차원에서 리빙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연구 정도

(exploration)는 높지만 시장에서의 성공은 낮은(exploitation)’ 유럽 패러독스

(Almirall & Wareham, 2011)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 정책 수준에서 시작된 여러 

계획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리빙랩이다(Schummann, 2015: 12). 사업화와 관

련해서 리빙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생활에 가까운 환경에서 최종 사용자가 개발과 시험에 참여하

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 혁신 방법에 비해 수요자의 실제 요구를 더 정확히 반

영할 수 있다. 리빙랩은 학계, 연구, 산업간 가교 역할을 통해 연구를 사업화하

는 직접적 경로 역할을 한다(Azzopardi & Balog, 2011: 36). 특히 여러 산업의 

혁신과정에서 사용자 참여가 핵심적 성공요인임이 밝혀졌듯(Edvardsson et al., 

2010) 사용자 참여는 실용화 성공의 중요한 요소다. 적극적 사용자 관여를 통

해 대학,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협력의 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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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빙랩은 제품/서비스의 활용성과 실제 수요를 파악하는데 유리

하므로 사업화의 성공 가능성을 제고한다. 리빙랩은 실험실 상황에서 통제된 

시험을 하는 테스트베드나 실생활 환경이지만 제한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험(field trial)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Westerlund & Leminen, 2011: 20). 

말 그래도 실생활환경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하기 때문

이다. 폐쇄된 환경에서는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 인위적으로 제약되기 때문

에 기술수용의 동적 측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개방적 실험 체계

가 필요하다(Higgins & Klein, 2011: 35). 실생활 상황에서 실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실생활환경에

서의 실험으로 수요자의 요구나 수요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실용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여준다(Ståhlbröst, 2013: 41). 

(2) 사회혁신과 리빙랩

리빙랩에 대한 관심은 현실을 반영하는 혁신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다

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리빙랩의 진정한 가치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좋은 수단이라는 점이다. 생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을 

통해 사용자에 맞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3: 10). 공공-민간-시민사회의 협력

을 통해 창출한 리빙랩의 혁신성과와 이익은 공공성을 지니며, 민간기업 혁

신과 달리 혁신 성과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돌아간다(황혜란 외, 2015: 3). 

리빙랩은 도서지역 주민 서비스 개발을 위한 핀란드의 Tarku 리빙랩이

나 지역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브라질의 Habitat처럼 기술 검증과 실증을 넘

어 공익적 기술개발을 통한 사회가치 실현 도구로도 사용된다(안준모, 2016: 

129-130). 나아가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

적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창의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는(임호, 



51사회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과 패러독스

2016: 2) 사회혁신의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최인수・김건위, 2015; 황혜란 외, 

2015; 박봉원・유영심, 2016; 임호, 2016).

최근 중요 정책의제로 등장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은 사회적 맥

락에 대한 이해 없이 성공할 수 없다. 또 사회문제는 단순한 경우보다 복합적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과 이해를 반영하는 창의적 

해결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존의 제도・절차・기술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

에 보다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임호, 2016: 2). 이런 상황에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생활현장에서 수요자 주도의 PPPP에 기초해 새로운 정책, 제도, 기

술을 개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인 리빙랩(최인수・김건위, 

2015)이 사회혁신을 위한 도구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3. 리빙랩의 확산과 전이

1) 리빙랩의 양적 확산

리빙랩은 2006년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시작된 후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355개의 리빙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80%가 

유럽에 있다. EU는 적극적 사용자 참여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강조하는 리빙

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등 개별 국가차

원에서 뿐 아니라 ELLIOT 프로젝트처럼 범유럽 차원에서도 운영되고 있다. 

European Network of Living Labs(ENoLL)은 2006년 설립된 리빙랩 

공동체로 지식 공유와 공통의 방법론 및 툴 개발 촉진을 위한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NoLL은 처음 19개 리빙랩으로 시작했지만 2010년

에만 93개 리빙랩이 ENoLL에 참여하는 등 가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을 기점으로 가입과정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가입 수가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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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5)(Schumann, 2015: 156) 333개의 리빙랩이 참여하고 있다. 리빙랩이 유

럽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지만6) 최근에는 브라질7) 등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대

만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8) 남아프리카에서

는 Siyakhula 리빙랩, Limpopo 리빙랩, Reconstructed 리빙랩(RLabs), 

NMMU-Emmanuel Haven 리빙랩 등이 수년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5)　2010년을 기점으로 신규참여 리빙랩 수가 줄어든 것은 2010년부터 가입 기준과 검토 과정

이 엄격해진 것이 한 원인으로는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Schumann, 2015: 156).

6)　국가별로는 스페인(60개)과 프랑스(51개) 가장 많고, 이탈리아(28개), 영국(18개), 포르투

갈(17개), 핀란드(16개), 독일(13)개, 브라질(12개), 스웨덴(10개) 순으로 ENoLL에 가입하고 있

다(Schumann, 2015: 160).

7)　대표적으로 이스피리투 산투(Espirito Santo) 주의 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Habitat Living Lab을 들 수 있다.

8)　아프리카에서는 기존 ODA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리빙랩에 주목하

고 있다(성지은・한규영・박인용, 2016: 6).

<그림 1> ENoLL 가입 추세

출처:	Schumann(2015: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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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리빙랩의 역사는 길지 않으며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가 리빙랩을 주도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리빙

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

(2016)’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구사업」이 있다.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사업’은 리빙랩을 통해 이미 개발됐

으나 보급되지 못한 10개 에너지기술의 보급률 향상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

다. 둘째,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서울, 대전, 문경 등에서 리빙랩이 운영되고 있

고 리빙랩 활용을 계획하거나 도입을 고려하는 지역도 많다(황혜란 외, 2015; 

박봉원・유영심, 2016). 서울시는 지역문제 해결에 리빙랩을 활용하는 ‘내가 바

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와 

대전발전연구원을 중심으로 리빙랩을 추진하고 있다. IoT로 지역 문제를 해결

하는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  대전 유성구 갑천 물고기다리의 하천범람 문제 

해결을 위한 ‘건너유 프로젝트’, 적정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문제 해결책을 

찾는 ‘성대골 리빙랩’ 등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리빙랩이다.

2) 리빙랩의 질적 전이: 사회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

리빙랩을 지역 문제해결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추동하는 새로운 지역혁신 모

델로 보기도 한다(황혜란 외, 2015). 최근에는 ICT 기반의 응용 기술・서비스 개

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

으로 활용되면서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수단 등으로 리빙랩의 의

미가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대증적 정책대안을 넘

어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구현 수단으로 파악하는 ‘전환랩’ 사업이 진행되

고 있다(Schliwa, 2013. 성지은・박인용, 2016에서 재인용). 여기서 리빙랩은 궁극

적으로 시스템 내의 행위자와 상호작용이 재구성되는 시스템 전환을 지향한

다. 전환 과정에서 리빙랩은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을 구성하고 실험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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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arena) 역할을 한다(성지은・박인용, 2016: 5). 농업・농촌 시스템 전환을 위한 

C@R(Collaboration at Rural), 에너지 전환을 위한 SusLab NWE(Sustainable 

Labs North West Europe)9)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회혁신을 위한 수단으로 리빙랩의 의미와 용도가 확장되는 현상은 

질적 전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리빙랩의 질적 전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는 리빙랩이 기존의 접근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과 시민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을 강조하는 사회혁신에 매우 잘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부나 시장이 해결

할 수 없는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가 늘어날수록 시민의 창조적 발상과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데 시민의 주도적 참여와 개방적 실험을 강조하는 리빙

랩은 이런 요구에 매우 잘 들어맞는다. 

최근 사회 통합을 위해 과학기술혁신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야 한

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심화되는 사회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건

전한 사회 발전이 저해되고 과학기술 활동의 사회적 정당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혁신정책(societal innovation policy)의 필요성도 여기

에서 찾을 수 있다(송위진・성지은, 2013: 60). 사회적 혁신은 보건복지・의료・교

육・위생・환경・안전 등에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구현하는 활동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혁신과 달리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 등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9)　SusLab NWE(Sustainable Labs North West Europe)은 ‘지속가능한 주거공간(sustainable home)’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유럽 서북지역의 리빙랩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이다. SusLab NWE 

프로젝트는 개발된 프로토타입을 일상 생활공간에서 테스트하고 실증하며, 사용자와 이해당사

자가 개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 방식을 활용하였다. 리빙랩 체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공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개발 및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와 이해 당사자

의 참여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론을 개발・적용하였다(성지은・박인용, 201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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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이다10)(Mulgan, Tucker and Wilkie, 2006; Mulgan et al., 2007. 송위진・성지

은, 2013: 61에서 재인용). 

리빙랩이 사회혁신에 활용될 여지는 매우 크다. 사회혁신의 특징으로

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혁신은 대개 기존 요소들의 조합 또는 혼

합의 결과이며 그 자체로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혁신의 현실

화작업은 조직・부문・학제간 경계를 넘어서 관련된다. 셋째, 사회혁신은 분리

되어 있던 개인과 집단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력히 유도한다. 지

속적으로 역동성을 불어넣어 개별 혁신이 더 많은 혁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여준다(Mulgan, 2011). 이처럼 사회혁신은 기존 요소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조합하기 위해 경계를 넘어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와 긴밀한 협력을 요구

한다. 혁신의 현실화과정에서 부문간 경계를 넘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관여하

며, 개인과 집단이 리빙랩이라는 공간을 통해 긴밀한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리빙랩은 사회혁신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혁신과 전환 수단으로서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중앙정부 부처는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와 실증사업으로 리빙랩을 이미 도입했다. 

나아가 리빙랩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지역혁신모델로서 가능성까지 인정받

10)　사회적 혁신은 기존의 아이디어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나

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목적.요구를 달성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변화를 

이끄는 일련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요구를 충족에 목적을 둔 혁신적 활동으로 이

윤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혁신과 대비되는 개념이다(장용석 외, 2015: 50-51). 기업의 혁

신활동이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을 이끄는 반면 사회적 혁신은 사회서비스 영

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이끌어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강화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함으로써 달성되기도 하지

만 종종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는 점에서 종래의 기술혁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장용석 외, 20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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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황혜란 외, 2015: 3-4). 서울시나 대구시 등이 사회혁신실험 사업으로 

리빙랩 사업을 공모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리빙랩 활용이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 친환경 도시 설계와 도시재생사업(임호, 2016: 4)을 중심으로 더

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리빙랩 개념을 도입한 미래창조과학부의 「시민연구

사업」은 사회혁신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리빙랩의 개념과 용도의 확장을 잘 보

여주는 것이다. 서울시의 ‘사회혁신실험 리빙랩’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리빙랩 활용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빙랩의 질적 전이를 보여준다.11) 

4. 리빙랩 패러독스

리빙랩은 혁신 활동의 장이 연구실에서 실생활로 바뀐 것으로(Mirijamdotter et 

al., 2006)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매우 유용한 혁신 수단이다. 그런데 개

방형 혁신과 폐쇄형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거나 하나의 혁신유형에서 다른 혁

신유형으로 전환을 시도하는 조직은 긴장(tension)의 증가나 딜레마 또는 패러

독스를 겪기도 한다(Smith & Lewis, 2011; Nyström et al., 2014; Leminen, 

DeFillippi, & Westerlund, 2015). 패러독스는 상호 배타적 요소들이 동시에 존

재하는 것이다(Quinn & Cameron, 1988). 조직에서 나타나는 긴장(Smith & 

Lewis, 2011)에 비춰 볼 때 리빙랩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긴장이 나타날 수 있

다12)(Leminen, et al., 2015). 이러한 긴장은 해결이 곤란한 패러독스를 초래한다. 

11)　서울시는 북촌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 조성하여 서울을 하나의 거대 리

빙랩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2)　조직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긴장(identity tension)은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나타나는 긴장이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선정이나 집행 방법에 대한 우선순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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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참여 대상과 범위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동질성 패러독스’를 들 

수 있다. 리빙랩은 참여없이 작동할 수 없을 만큼 개방적 참여가 필수적 조건

이다. 리빙랩에서는 사용자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다면적 차원에서 혁신에 도움을 준다(Ståhlbröst, 2013: 41). 특히 

리빙랩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그런데 이질성

이 높은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문제인 경우 다양한 지역에

서 다양한 유형의 사용자가 리빙랩에 참여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리빙랩은 대부분 국지적 수요와 상황에 초점

을 두고 있다. 북촌 리빙랩 프로젝트, 건너유 프로젝트, 성대골 리빙랩 등은 모

두 특정 지역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해결하려는 문제가 사용자가 다

양하고 이질성이 높을 경우 리빙랩 참여자와 참여 지역 수를 늘려야 한다

(Leminen, et al., 2015: 8). 하지만 다수의 이질적 사용자가 참여할 경우 해결책 

도출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해결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반

대로 다양한 사용자와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임에도 소

수의 동질적 사용자만 참여할 경우 문제 이해와 해결책의 적실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제한될 경우 리빙랩은 사회혁신이나 전

환과 관련된 대규모의 문제 해결에는 활용할 수 없고 지엽적이고 제한된 범위

의 문제 해결에만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게 된다.

결정 등에서 프로젝트에서 수행하는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창조적 자율성을 가진 개인적 자

아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프로젝트 선택과 집행 방법에 대한 조직의 우선 순위간 긴장을 들 

수 있다(DeFillippi, 2009; Leminen, et al., 2015: 3에서 재인용). 이해관계자 긴장은 서로 다른 이

해관계를 가진 내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상이하거나 갈등하는 요구 사이에서 발생한다

(Donaldson & Preston, 1995; DeFillippi, 2009; Leminen, et al., 2015: 3에서 재인용). 목표 긴장은 

협력과 경쟁간의 갈등, 지시와 통제, 권한부여와 자율성, 탐사와 활용 간 갈등 등을 포함한다

(Leminen, et al., 20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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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리빙랩에 참여하는 사용자의 선발과 대표성에 관련된 문제로 ‘경

험 패러독스’를 들 수 있다. 리빙랩에서 사용자는 정보 제공자인 동시에 공동

창조자이다(Kusiak, 2007: 869-870; Weserlund & Leminen, 2011: 19). 따라서 

어떤 사용자가 참여하는지가 프로젝트의 방향, 내용,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

다. 문제를 잘 알고 있는 사용자는 문제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사용경험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험이 풍

부할수록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

다. 사용경험이 없는 새로운 사용자가 제품 개발을 오히려 촉진할 수도 있다

(Leminen, et al., 2015: 8-9).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사용자의 선발과정에서 경험을 과도하게 고려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경

우 과다대표나 과소대표와 같은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참여가 혁

신을 촉진하지만 잘못된 참여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시나 혁신적 대안의 발

견을 저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공동창조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나 관점의 

출동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 패러독스’다. 리빙랩은 다수의 협력을 통한 발견

과 혁신 촉진을 위해 실생활 맥락에서 실험을 추진한다. 리빙랩 실험이 성공

하려면 공공과 민간, 시민과 지역사회 등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실험 설계부터 

해법 도출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협력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

빙랩은 다수가 참여하며 사용자의 역할도 관찰대상이 아니라 공동창조자이기 

때문에 갈등하는 요구와 상반된 관점 간에 충돌을 촉진하는 시스템이다

(Lewis, 2000). 역할과 행동 방식이 서로 다른 다수 행위자가 참여하면 긴장과 

패러독스가 발생할 수 있다(Leminen, et al., 2015: 2). 이러한 긴장과 패러독스

는 협력이 아닌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런데 협력에만 초점을 둘 

경우 집단적 의사결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는 의견 

대립이 발생할 때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 조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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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견을 주도할 경우 잘못된 해결책이 선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이 항상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혁신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이 새로운 단계

의 제품이나 시스템을 만드는 투입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Leminen, et 

al., 2015: 2). 따라서 협력과 갈등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

는지 여부는 리빙랩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리빙랩 활동에 필요한 자원 확보와 성과에 관련된 문제로 ‘사업화 

패러독스’를 들 수 있다. 리빙랩에서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은 시장 출시 전후

에 이루어지는 평가 외에 탐색, 실험도 있다(Bodí, et al., 2016). 따라서 모든 리

빙랩 프로젝트가 사업성이나 실용성을 갖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 리

빙랩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아이디어, 개념, 프로토타입 단계에서 종결되기 때

문에 실용화를 위해서는 추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리

빙랩 운영이나 혁신활동에 대한 자원의 지속적 충당을 위해서는 재정적 성과

가 필요하다. 사업화를 통해 지속적 이익을 만들어낼 경우 리빙랩에 대한 자

금 투자의 정당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리빙랩의 사업화 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해서는 시장 수익 확보까지 견디기 위한 재정 능력의 확보를 위해 기

업행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 리빙랩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민관협력을 활

용하며, 복잡한 환경에 진입할 때 존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 

등을 참여 시킨다13)(Almirall, et al., 2012: 16). 이때 리빙랩 참여 기업에게 사업

화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업 입장에서 리빙랩은 개발과정 단축, 제

품 개선, 혁신과정과 사용자 관여에 대한 이해와 학습 강화 뿐 아니라 시장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한다(Ståhlbröst, 2013). 하지만 사

13)　사업화를 위해서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 재정 조건,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

능케 하는 신생기업설립 등의 조건이 필요하다(Corallo,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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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화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이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

의 참여 의지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리빙랩 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은 리빙랩

에 필요한 자원 확보에 중요한 조건이지만, 사업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리빙

랩의 잠재적 가치와 공적 기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리빙랩 프로젝트나 

참여자의 목표가 아이디어나 개념 탐색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리빙랩의 연구 

활동 결과가 반드시 시장출시로 이어져야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업화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경우 신속한 성공이 가능한 소수의 프로젝트에만 집중하

게 됨으로써 리빙랩이 아닌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자(supplier)로 전락할 수밖

에 없다(Katzy, 2012) 사업화를 전제하는 경우 리빙랩은 사업화의 보조적 수단

의 하나로 전락할 수도 있다. 

다섯째, ‘확산 패러독스’이다. 새로운 제도나 관리기법이 확산될 때 이

를 받아들이는 동기는 효율성과 정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규용・손동원, 

2001: 2; Pfeffer & Salancik, 1988: 193-197; Scott, 1995). 효율성 동기는 새로운 

제도나 기법 도입으로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인 반면 정당성 동기는 성과

가 아닌 정당성 강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나 기법의 도입하려고 한

다. 최근 리빙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활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ICT 

기반의 응용 기술・서비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실험 공간(성지은・박인용, 2016)이나 사회혁신의 수단으로 운용되는 질적 

전이까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리빙랩이 모든 경우에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다양한 관점이나 참여자가 있는 시장기반 지식의 획득이나 새로운 해결책에 

대한 사용자 선호 예측이 목표라면 실생활 환경이 더 유리하지만, 사용자 참

여를 통해 영역 기반 지식(domain-based knowledge)을 획득하는 것이 목표라

면 선택된 사용자로 구성된 폐쇄적 집단이 더 유용하다(Almirall, et al., 2012: 

18). 리빙랩 확산이 효율성이 아니라 정당성의 동기에 따라 이루어질 경우 부

적절한 문제 상황에 리빙랩을 활용하거나, 리빙랩의 본질에서 벗어난 모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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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형화에 따라 무분별하게 운용될 경우 리빙랩의 효용성과 가치뿐 아니라 정

당성이 오히려 훼손될 수도 있다. 

5. 맺는 말

리빙랩은 기존 연구개발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기술・ICT 수요와 사

회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나아가 사회혁

신의 차원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테스트 등을 위한 연계 활용 등 지역문제 해결에

도 적극적으로 논의, 활용되고 있다(황혜란 외, 2015; 박봉원・유영심, 2016: 

9-11; 임호, 2016). 하지만 리빙랩은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주는 만병통치

약이 아니다. 리빙랩의 양적 확산과 질적 전이로 열풍은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도 있다. 리빙랩이 다양한 용도로 논의되는 이유는 여전히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장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확장 가능성만큼 해

결해야할 문제도 많이 남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순적 요구 간에 형성

된 긴장은 리빙랩의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 리빙랩의 경우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참여는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이 증가하면 모순적 요소가 나

타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패러독스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함으로써 적

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리빙랩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리빙

랩이 실생활환경에서의 실험이듯 리빙랩에 내재된 패러독스를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현실 반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러독스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리빙랩에서도 패러

독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패러독스의 영향이 부정적

인지 긍정적인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은 없다. 하지만 패러독스를 어떻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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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가에 따라 그 결과는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다(Czarniawska, 

1997). Poole & Van de Ven(1989)은 패러독스 해결 전략으로 패러독스를 받

아들이고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대립(opposition), 패러독스 요소를 상이한 분

석 수준에 두는 공간적 분리(spatial separation), 패러독스 요소를 순차적으로 

다루는 시간적 분리(temporal separation), 패러독스를 조화시키는 새로운 개

념을 도입하는 통합(synthesis)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따라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해결 전략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도적 혁신 주체로 참여할 사용자의 선발은 리빙랩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이한 요소를 가진 대표성있는 사용자를 선

택할 수 있도록 선택 과정과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패러독스를 초래

하는 대립적 요소를 받아들여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리빙랩의 핵심 

요소는 개방적 참여와 공동창조라는 점에서 누가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하

는 선택 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여자의 동질성이나 경

험에서 나타나는 패러독스를 관리하지 못할 경우 리빙랩은 특정한 상황에

만 적용 가능한 결과만 양산해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나 이해관계자

의 선택에 매우 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동질성이나 경험 패러독스

는 다양한 대표성을 가진 사용자를 선택할 수 있을 때 완화될 수 있기 때문

이다. 모든 리빙랩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 선

발과 타당성 검토를 리빙랩 기획에서 중요한 과정과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셋째, 리빙랩에는 사용자 외에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완화하고 협력적 공동창조가 이루어지도록 혁

신 공동체의 유지와 관리가 필요하다. 리빙랩에서 만든 실험 상황은 비판적 

태도와 창의적 해결책 탐색을 촉진하며, 실생활 실험에 정부기관, 기업 등 다

양한 집단을 참여시킴으로써 이미 형성된 태도나 장애를 극복하는데 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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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iggins & Klein, 2011: 33). 하지만 과도한 갈등은 리빙랩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 범위 내에서 갈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혁신공동체의 유지와 관리에서 갈등의 관리를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 상이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는 갈등표출과 합의를 도

출하는 협력 단계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리된 단계로 둠으로써 공통의 이해

를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하나의 리빙랩에서 아이디어 형성, 프로토타입 개발, 출시 등을 

한꺼번에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따라서 상이한 목표를 가진 

복수의 리빙랩을 상호 연계하는 리빙랩 집합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실용

화 패러독스는 리빙랩이 최종 산물로 당장 활용 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내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 그런데 모든 리빙랩의 목표가 시장출시

는 아니며 탐색이나 아이디어형성에 목표를 둔 경우도 많다. 실용화나 즉각

적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만 리빙랩의 대상을 한정하면 리빙랩의 활용가치가 

일정한 범위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이한 단계의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복수의 리빙랩을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네트워크로 연결되

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탐색 프로젝트와 실험 프로젝트, 제품화 프로젝

트 등이 독립적으로 수행되더라도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리빙랩을 설계하

는 것이다. 하나의 리빙랩에서의 성과가 다른 리빙랩의 투입이 될 경우 리빙

랩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다섯째, 리빙랩이 단기적 유행이 아니라 사회혁신의 유용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리빙랩의 활용 조건과 범위, 대상 등을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의 확산이 유행으로 인식될 경우 연구개발에 필요

한 사업 자금을 획득하는 또 다른 통로로만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실용적 측

면에서 리빙랩이 충분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또 패러독스를 극복하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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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14). 이에 따라 충분히 주목할 만한 성

과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많은 리빙랩 계획이 수립, 실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Schumann, 2015). 리빙랩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전능한 방

법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리빙랩은 에너지, 주거, 교통, 교육, 건강 등 시민과 

지역사회에 밀접한 분야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3: 

16). 리빙랩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용 범위와 분야는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이지만 리빙랩이 다룰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밝히는 작

업도 필요하다.

14)　리빙랩에 대한 관심과 설립 시도는 계속 늘고 있지만 리빙랩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사례

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별 리빙랩이 아닌 리빙랩의 전반적 성과에 대한 논의

는 거의 찾기 어렵다. 그런데 Schumann(2015)는 FLELLAP, LeYLab, Mediatuin, iMinds Living 

Labs 등 4개의 플랑드르 리빙랩 집단이 수행한 21개 리빙랩 프로젝트, 107개 연구 단계를 분석

하고 성과를 비교했다. 성공 측면에서 보면 각 리빙랩 집단에서 절반 이상의 행위자들이 당초 

목표로 삼았던 탐색(exploration)과 개발(exploitation)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

(exploration)을 목적으로 리빙랩에 참여한 행위자의 73%가 목표 달성에 성공한 반면 개발

(exploitation)을 목표로 참여한 행위자의 성공률은 61%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Schuman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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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oxes of Living Lab as a Social Innovation Arena

Jung, Byung Kul

ABSTRACT

The Living Lab, key elements are user involvement and experimentation in real 

life environment, is attracting public and academic attention as a crucial 

mean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and societal innovation. In recent 

years, there has also been a qualitative change, such as being utilized for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system transition. However, in the Living Lab 

approach, the paradox due to the tension between the different demands can 

appear in terms of homogeneity, user experience, conflict, commercialization, 

and diffusion of innovation. We need to understand and solve these paradoxes 

of Living Labs in order not only to solve social problems but also to be a good 

means of social innovation and sustainable system transition. Living labs are 

very useful instruments for solving certain types of problems, but they are not 

panacea. Living Labs, which still lack theoretical rationale and empirical 

results, need to accept and manage paradoxes to achieve results as a good 

means of social innovation.

Key terms | Living Lab, innovation, social innovation, parado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