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사회적경제 포럼 아시아 정책 대화   

- 아시아 사회적경제 섹터간 협력 모델을 찾아서 - 

  

 

초청합니다.  

아시아 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 주요한 방법론으로 주목 받으면서 아시아 각국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구조화되기 전부터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어져오고, 최근 사회적경제의 

맹아로 주목 받고 있는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의 사회적경제 지원의 경험을 학습하고, 이를 

지역화하는 방식으로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독특한 

사회적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의 특성상 섹터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여겨지나, 

실제 성공적인 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발전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역동성과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의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섹터간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유럽, 북미와는 다른 모델을 고민할 단계에 놓여있습니다. 

 

2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정책대화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 정책의 흐름과 모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섹터간 협력의 아시아 모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하는 아시아 내 다른 도시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개요  

• 주제: 아시아 사회적경제 섹터간 협력 모델을 찾아서  
(Multi- cross sectoral Collaboration in Social Economy Policy: What is Asian Model?) 

• 주최: 글로벌 사회적경제포럼(GSEF) 

• 주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씨닷  

• 후원: 서울특별시  

• 협력 파트너: 아시아 벤처 필란트로피 네트워크,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일시: 2015년 11월 4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 장소: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참가자: 100명(초청, 비공개) 

• 통역: 한-영 동시통역 제공  

 



 

 

3. 프로그램  

시간 세션명 발표자 

8:30 - 9:30 등록 ― 

9:30 - 9:40 인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AVPN 

9:40 -10:00 프로그램 및 참석자 소개 ― 

10:00-11:30 세션 1: 아시아 사회적경제 정책: 섹터간 협력 모델 

사례 

* 아시아 내 섹터간 협력 모델을 공유하고 사례를 

위한 정책적 학습에 대해 논의 

(1) 홍콩: 사회혁신 및 사회적기업가정신 

펀드(에피션시 유닛)와 기업과 공공의 자원 

공유 및 구매 시장 조성 (HKCSS) 

(2) 한국: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 

조달(서울시), 사회적경제특구 

사업(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3) 태국: 언리미티드 모델(체인지퓨전)과 

사회자본시장 조성(태국사회적기업청) 

(4) 반둥: 창조도시 모델과 사회적경제(반둥 

창조도시포럼) 

 

홍콩 

패트리샤 라우(에피션시 유닛, 

미정) 

안소니 웡(HKCSS) 

 

태국 

누타퐁 

자루완나퐁(태국사회적기업청) 

수닛 슈레스타(체인지퓨전) 

 

인도네시아 

피키 사타리(반둥 

창조도시포럼) 

11:30-1:30 점심 식사 ― 

1:30 - 1:40 2016 GSEF 몬트리올 소개발표 GSEF 의장 혹은 사무국 

1:40 - 2:00 세션 2: 사회적경제 내 새로운 섹터간 협력의 모델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 ＊ 

안젤라 친, 크레딧스위스 

2:00 - 2:30 그룹 토론 및 공유 

: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정책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퍼실리테이터: AVPN 

2:30- 3:00 향후 협력 방안 및 2016 아시아 정책대화 의제 

논의 

― 

3:00- 3:10 마무리 및 폐회  

 

 



 

 

콜렉티브 임팩트(Collective Impact)란?  

 

 
[출처: http://collectiveimpactagenda.wordpress.com] 

콜렉티브 임팩트는 큰 규모의 사회적 변화를 협력적 방식으로 성취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아시아에서 최근 새로운 협력의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다른 섹터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말레이시아, 홍콩 

등에서 콜렉티브 임팩트를 도입하여 교육, 청소년 문제, 지역재생 등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4. 함께 하는 해외 전문가  

도시의 영향력 있는 정책입안자와 해당 도시의 대표적 사회적경제 조직(중간지원조직)을 함께 초청 

No 국가 성명 소속 직위 

1 홍콩 
패트리샤 라우(미정) 

Patricia Lau 

사회혁신펀드, 에피션시 유닛 

Social Innovation Fund, 

Efficiency Unit 

부국장 

Deputy Head 

2 홍콩 
안소니 웡 

Anthony Wong 

홍콩 사회서비스위원회 

HKCSS(Hong Kong Council 

of Social Service) 

비즈니스 디렉터 

Business Director, Policy 

Research and Advocacy 

3 싱가포르 
나이나 수버왈 

Naina Subberwal 

아시아 벤처필란트로피 

네트워크 

AVPN 

대표 

CEO 

4 싱가포르 
스페이시 초이 

Stacey Choi 

아시아 벤처필란트로피 

네트워크 

AVPN 

멤버십 서비스 디렉터 

Membership Service 

Director 

5 태국 

누타퐁 자루완나퐁 

Nuttaphong 

Jaruwannaphong 

태국사회적기업청 

TSEO 

디렉터 

Director 

6 태국 
수닛 슈레스타 

Sunit Shrestha 

체인지퓨전 

Change Fusion 

대표 

CEO 

7 대만 
하오 젱밍 

Hao Jeng Ming 

타이페이시 

Taipei City 
주무관 



 

 

Manager 

8 대만 
써니 리 

Sunny Lee 

소셜엔터프라이스 인사이트 

Social enterprise Insight 

대표 

CEO 

9 일본 확정 중 
노동협동조합 

Labor Cooperative 
확정 중 

10 일본 
히데키 모리하라 

Hideki Morihara 

도쿄 세타가야 

Setagaya District, Tokyo 

비서관 

Secretary of Mayor 

11 베트남 
히우 판 덕 

Hieu Phan Duc 

시엠 

CIEM 

국장 

Division Head, 

Central Institute for 

Economic Management 

12 말레이시아 
에혼 찬 

Ehon Chan 

매직 

MAGIC 

사무국장 

Executive Director, Social 

Entrepreneurship 

13 중국 
야니 펭 

Yanni Peng 

나라다 재단 

Narada Foundation 

부사무국장 

Vice General Secretary 

14 인도네시아 
피키 사타리 

Fiki Satari 

반둥 창조도시포럼 

BCCF 

대표 

Chairman 

15 인도네시아 
티타 라라사티 

Tita Larasati 

반둥 창조도시포럼 

BCCF 

사무국장 

General Secretary 

16 싱가포르 
안젤라 친 

Angela Chin 

크레딧스위스 

Credit Suisse 

총괄, 기업시민부서 

Head of Corporate 

Citizenship 

 

 

5. 관련 문의 

한선경 / 씨닷(C.) 대표 / c.sunkyunghan@gmail.com 

박아영/  씨닷(C.) 대표 / c.ahyoungpar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