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이음터를 소개합니다.
Q. 「협업이음터」가 뭔가요?
A. 「협업이음터」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될 때, 필요한 역량(자원)과
뜻을 가진 협업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쉽게 말해, 함께할 ‘협업 짝꿍’을
폭넓게 찾아 이어주는 ‘열린 협업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광화문1번가 > 정책제안 > 협업이음터(협업 매칭 플랫폼)’(www.gwanghwamoon1st.go.kr)

Q. 누가 이용하나요?
A. 중
 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단체·협회·기업
등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언제 이용하나요?
A. 함
 께 협업할 기관을 찾고 싶을 때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경우보단,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역량과 자원을 주고받는 경우에 ‘협업 이음 성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협업이음터」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업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사업
- 협업 상대방에 대한 특성(예: 인접 지자체, 직원교육을 희망하는 민간기관)은 정해졌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협업할 의사와 역량을 가졌는지 정보가 부족한 경우
- 개별적으로 기관을 탐색하여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잠재적
협업 상대방까지 폭넓게 탐색하고자 하는 경우

■

신규 사업 시범 시행, 기존 사업 확산 대상 탐색
-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를 가진 공공·민간기관을 찾고자 하는 경우
- 기존에 진행해오던 사업을 확산하거나(예: 사업 대상 지역 확대), 우수사례를 전파·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경우

Q. ‘협업 이음’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크
 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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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온·오프라인
협의

4
④	협업 이음
성사

①먼
 저,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기관(협업 수요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필요로 하는 협업
상대방(협업 참여기관)의 역량(자원)을 등록하면,
②이
 를 확인한 공공 또는 민간의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업 의사를 밝히는 ‘협업 이음
참여 답글’을 남깁니다.
③ 답글을 토대로 협업 수요기관과 협업 참여기관 간 온·오프라인 협의를 거친 후에
④ 협업 이음이 성사되고, 함께 협업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Q. 「협업이음터」을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뭔가요?
A. 협
 업 상대방을 폭넓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공공·민간이 모두 접속하는 ‘열린 공간’인 만큼,
필요한 역량(자원)과 협업할 의지를 가진 다양한 기관들이 게시글을 확인하고 ‘협업 이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잠재적 협업 상대방까지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Q. 「협업이음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없나요?
A. 「 협업이음터」에 등록된 협업 이음 수요 과제를 주제별·대상별로 묶어 주기적으로 ‘협업
이음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협업하고자 하는 기관에게
직접 협업과제의 내용과 협업의 필요성을 알리며, 협업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협업이음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기관에는 평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
공할 예정입니다.

Q. 「협업이음터」에서 협업 이음을 성사했는데, 어떻게 알리죠?
A. 행
 정안전부 협업정책과(collaboration@korea.kr)로 협업 이음에 성사한 과제의 주요
내용과 진행상황을 간략히 보내주시면, 이미지 파일로 디자인하여 '협업이음터' 팝업창을
활용해 적극 홍보해드립니다. 아울러, 협업 이음에 성사한 과제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함께
협업하는 기관 모두에게 부서 간식을 제공하는 등 깜짝 이벤트도 실시하고 있으니, 이음
성사 사실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