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

2018. 10. 1 ~ 3
에우스깔두나 컨퍼런스센터
빌바오, 스페인

※ `조직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9월30일부터 행사장 Euskalduna에서
입장패스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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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1. / 월요일

08:00-09:00

전시장 입구

등록

개회식

09:00-10:15

오디토리움

Ÿ
Ÿ
Ÿ
Ÿ
Ÿ
Ÿ
Ÿ
Ÿ
Ÿ

10:15-11:45

오디토리움

11:45-12:15

Hall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스페인 중앙정부 고용, 이주, 사회보장부 장관
스페인 바스크 지방 주정부
스페인 비스까야 자치주 정부
후안 마리 아부르또 빌바오시장
후안 안또니오 뻬드레뇨 유럽사회적경제연합 회장 겸 스페인
사회적기업연합회 회장
로사 라빈 Konfekoop회장 겸 바스크사회적경제연합회 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겸 GSEF 공동의장
송경용 GSEF 공동의장

시장단 포디움 Mayor's Podium
커피 브레이크
포스터 세션 및 네트워킹 Txoko-Lounge

전체세션 1
사회적경제를 위한 지원:
일시적 유행인가 진정한 의지의 표현인가
시장들과 사회적경제 단체 대표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도시에서의
사회와 경제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사회적경제를 정치적
의미에서 지원하는 것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12:1513:15

오디토리움

Ÿ
Ÿ
Ÿ
Ÿ
Ÿ
Ÿ

박원순 서울시장
마누엘라 까르메나 마드리드 시장
헤라르도 삐사레요 바르셀로나 제１부시장
후안 마리 아부르또 빌바오시장
끄리스또프 이띠에 프랑스 중앙정부 사회적경제 고등판무관
아리엘 구아르꼬 국제협동조합연맹 회장

좌장 : 마리-크리스틴 베르지앗, 유럽의회 사회적경제 그룹 간 공동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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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14:15

Hall

FAEDEI 2017 연차보고서 발표

13:15-14:15

Hall

CIRIEC 유럽사회적경제발전보고서 발표

13:15-14:15

Hall

점심

전체세션 2
도시 중심 시대에서의 사회적경제

14:15-15:00

오디토리움

GSEF의 주요목적이기도 한, 도시에서의 개발과 발전이 어떻게
사회적경제와의 연계되도록 할 수 있을 지를 주제로 논의합니다．
21세기는 도시 중심의 시대로 언급이 될 정도로 도시가 중요해졌으며,
도시로의 인구집중 문제 등 전 세계 도시들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션에서는 도시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기후변화
대응, 다양성, 기초자원의 활용 최적화, 불평등과 빈곤 등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는 데 유용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논의하게 됩니다.
Ÿ
Ÿ
Ÿ
Ÿ
Ÿ

끄리스띠아네 부샤르 릴부시장 겸 RTES회장
시멜 에심 국제노동기구 ILO 협동조합부장
루르데스 베네리아 코넬대학교 명예교수
마틴 반 덴 보레 CITIES 상임이사
에밀리아 사이쓰 UCLG 사무총장

좌장 : 루이지 마르티네띠, 유럽 사회적경제 도시 및 지방협의체 (REVES)
사무총장

워크샵 세션 1
1.1 민관협력전략
Ÿ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정책마련을 위한 사회적경제 주체와 정책입안자의
공동 노력
American Sustainable Business Council, 워싱턴, 미국

15:15-16:15
Room A1

Ÿ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와 환경의 혁신
Koopera, 바스크지방, 스페인

Ÿ

70년대 페루의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시도
리마시 아테지역, 페루

Ÿ

사회혁신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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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산적 일자리 및 재생산적 일자리
Ÿ

프라이아 시 계획
프라이아 시, 카보베르데

15:15-16:15

Room A2

Ÿ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바르셀로나 돌봄 분야의 민주화
바르셀로나 시, 스페인

Ÿ

여성과 지역의 기업가정신; 여성의 자립을 위한 쉐어버터 사업
RAGUSSI Association, 와가두구두, 부르키나파소

1.3 사회적경제 단체 간 협력 경험
Ÿ

카메룬에서의 사회연대경제의 통합을 위한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 the Key
카메룬 사회연대경제 의회 네트워크, 야운데, 카메룬

Ÿ

15:15-16:15

Room A3

사회연대경제 틀 안에서 사회적 보호를 위한 연합 노력
Wsm-RIPESS-Mostcha, 도미니카공화국

Ÿ

식량주권, 사회적 통합과 도시
Just Food New Yowk, 뉴욕, 미국

Ÿ

리버풀 도시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 투자
리버풀대학교, 리버풀, 영국

1.4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Ÿ

사회적경제를 통한 문화와 평화의 가치 교육
Platforme des Organization de Jeuness (POJeT), 뚤레뿌, 아이보리코스트

15:15-16:15

Room A4

Ÿ

지역장인과 광산 협동조합, 청년들을 위한 직업교육 지원
CENADEP-Red Proddes, 콜와지, 콩고민주공화국

Ÿ

고용과 사회통합 서비스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누벨아끼뗀 정부, 보르도, 프랑스

1.5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Ÿ

Ÿ
15:15-16:15

Room E
Ÿ

Ÿ

일자리에서의 임팩트; 알제리아 청년계층을 위한 창업과 기업가정신
함양 지원
Algerian Cener for Social Entreprenuership, 말지에, 알제리아
KOTO 모델과 적용; 통합적인 접근을 통한 장애청년계층의 교육 지원
Know One Teach One, 하노이, 베트남
대학교에서 팀을 이루어 창업하기: 20살이 밀레니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를 통합하는 회사를 창업하는 방법
Stay Bigel SLL, 빌바오, 스페인
지역공동체에서의 사회연대경제 활동의 시작과 지역 이해하기
Etp Plaine Commune, 셍드니, 프랑스

16:1516:30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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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세션 2
2.1 몬드라곤 이야기
16:30-17:30

Room A1

몬드라곤 그룹과 Lanki에서 준비한 세션으로 몬드라곤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

2.2 협력의 사회적경제와 시민권: 변화의 이항
Ÿ

Ÿ
16:30-17:30

Room A2
Ÿ

Ÿ

빈곤감소， 도시와 농촌지역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단쿠타 지역
채소시장
Town Development Fund, 카트만두, 네팔
고용의 미래를 위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연대경제의 변화하는
역할; 빌바오, 서울, 퀘벡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사회적경제센터, 서울, 대한민국
카메룬에서의 사회보호 네트워크를 확대해가기 위한 여성들의
이니셔티브 : “Estrella” 협회의 사례
National Network of EES, 야운데, 카메룬
마드리드 MARES 사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회복탄력성이 높은
도시 생태계
마드리드 시청, 마드리드, 스페인

2.3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창출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Ÿ
Ÿ
16:30-17:30

Room A3
Ÿ
Ÿ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진흥을 위한 연대기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서울, 대한민국
샹티에의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 장치와 투자
Fiduci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몬트리올, 캐나다
연대저축을 지역에서 대체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한 투자가클럽
Association of CIGALES of Brittany, 렌느, 프랑스
노동의 세계; 노동자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혁신적인 금융모델
The workng world, 뉴욕, 미국

2.4 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영어)

16:30-17:30

Room A4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도시는 어떻게 사회적
기업정신과 사회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가
Ÿ

www.gsef2018.org

OECD 주관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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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GSEF 전체 세션． 청년과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경제에서의 청년 참여
“사회연대경제에서의 청년층의 역할 - 청년 활동가들이 사회연대경제를
통하여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16:30-18:00

Room E

GSEF 주관 워크샵－좌장：Ms. Ariane Lim. PhilSEN/YSEN 필리핀
Ÿ Mr. Laurent Levesque-Aile
Jeunesse du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캐나다
Ÿ Mr. Baudouin Kola
Acteurs Pour une Économie Solidaire au Togo (APES Togo), 토고
Ÿ Mr. Alois Sajo
Young Social Enterprenuers Network (YSEN), 인도
Ÿ Ms. Ana Aguirre
Young European Cooperation Network (YECN), 스페인

워크샵 세션 3
3.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Ÿ

17:30-18:30

Room A1

Ÿ
Ÿ
Ÿ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통한 빈곤감소: 사회적기업 정책을 위한
옹호/홍보 정책
Philippines Social Enterprise Network, 퀘존시, 필리핀
사회연대경제 지식전수센터 CITIES의 사례 공유
CITIES, 몬트리올, 캐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서울의 사회적경제 성장
서울시, 대한민국
공공정책에 있어서의 사회연대경제; 중앙정부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
Network of territorial collectivities for a solidary ecnomy-RTES, 릴,
프랑스

3.2 기업가정신과 사회혁신
Ÿ
Ÿ
17:30-18:30

Room A2

Ÿ

Ÿ
Ÿ

www.gsef2018.org

공동정책수립의 잠재력 이해: 공공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Dovetales General Enerprise Limited., 캄팔라, 우간다
Serenos Gijón: 노동자소유 기업의 사회혁신 프로젝트
Serenos Gijón, 히혼, 스페인
사회기업가정신, 사회혁신과 공동체
발전: 한국의 원주, 안성과 홍동의 사례 비교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원주, 한국
Coopolis.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 학교. 도시의 경제시스템 구축
Coopolis, Ateneo Cooperative, 바르셀로나, 스페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학교 네트워크
까딸루냐 주정부, 바르셀로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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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회적경제 이니셔티브 생성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Ÿ

17:30-18:30

Room A3

Ÿ
Ÿ
Ÿ

아비잔 시에서의 사회연대경제 발전 이야기: 진단 및 분석, 특이성 및
전망과 제안
RIPESS, 아비잔, 아이버리코스트
라보랄 쿠차와 유럽의 투자 펀드: 성공사례
Laboral Kutxa, 몬드라곤, 스페인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한 상호보증기업 모델
Elkargi-SGR, 산세바스티안, 스페인
퀘벡 주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３개 재단과
금융협동연대

3.4 일자리와 고용의 미래 (ILO)
ILO 전체 세션 “사회연대경제의 기여”
17:30-18:30

Room A4

19:00-22:00

시청

19:00-22:00

빌보록
Bilborock

Ÿ
Ÿ
Ÿ
Ÿ

좌장: Mr. Roberto di Meglio
Mr. Gianluca Savatori
Mr. Karim Toumi
ILO 남아프리카공화국 “사회적경제 정책 개발” 프로젝트

빌바오 시장 주최 VIP 리셉션

The Global Youth Social Changemakers' Festival
청년 페스티벌

2018. 10. 2. / 화요일
전체세션 3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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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위한 약속: 다양한 대륙 별 시도
사회적경제 개발을 위한 다양한 국제 정책방향을 제안하며,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이 연사로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09:00-10:15

오디토리움

Ÿ
Ÿ
Ÿ
Ÿ
Ÿ
Ÿ

마리아 헤수스 산 호세 바스크 주정부 고용정의부장관
이니고 우친 몬드라곤그룹 회장
슬라보미르 토카르스키 유럽집행위원회 GROW, 혁신과 제조산업의
선진화 부장*
폴린 에이베 에파. 프랑스-아프리카 공동개발 협력(PFAC) 사무국장
마노즈 쿠마르 테오티아 Chandigarth 농촌지역과 산업화 지역의
개발을 위한 연구소
레안드로 모라이스 라틴아메리카 고용과 사회적경제 연구소

좌장: Ms Nancy Neamtan. 샹티에 설립자

워크샵 세션 4
4.1 사회&노동 통합
Ÿ
Ÿ
10:30-11:30

Room A1

Ÿ

Ÿ

사회적경제와 일반경제의 연계 Group Maatwerk, 티넌, 벨기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통합과 고용통합
GSEF Japan Network Organizing Committee, 도쿄, 일본
바스크 지방에서의 고용통합을 위한 교육의 질 향상. 대학교와
Gizatea사회적기업의 협력을 통한 노력
Gizatea, 빌바오, 스페인
고용통합 프로그램.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자리
Civil Association El Abrojo, 몬떼비데오, 우루과이

4.2 기업가정신과 사회 혁신
Ÿ
Ÿ
Room A2
Ÿ

Ÿ

www.gsef2018.org

민주적 참여를 통한 사회적기업과 조합
Terre Group, 리에쥐, 벨기에
연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Collective of Popular financing (Kofip), 뽀르또프랭스, 아이티
청년 고용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창조산업과 책임관광에서의 사회
혁신과 기업가정신
Phare Performing Social Enterprise, 시엠립, 캄보디아
농산품-식품의 생태적 전환
Beak Group, 로메, 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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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사회적가치의 경제적 가치화(화폐화)
Ÿ

사회적경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측정과 평가
TIESS, 몬트리올, 캐나다

Ÿ

사회적경제 단체에서의 사회적가치의 경제적가치(화폐)화: 나바라
자치주의 사례

Room A3

Geaccouning, 빌바오, 스페인
Ÿ

사회 균형 2.0. 혁신 프로젝트와 회계정산에 있어서의 사회적 책임
Fiare Banca Ética, 바스크지방, 스페인

Ÿ

바스크지방의 연대경제 단체에 대한 사회적 감사(audit)
REAS, 빌바오, 스페인

4.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２０３０ 아젠다와 사회적 경제
Room A4

Ÿ

IIlcheoung Yi

Ÿ

Joannah Caborn Wengler

Ÿ

Sergio Sandoval

4.5 GSEF 전체 세션：양질의 일자리와 사회 통합적 이니셔티브
“사회통합과 고용통합을 위한 비즈니스와 양질의 일자리-아프리카 특별
세션”
Ÿ
Ÿ

Ÿ
10:30-12:00

Room E
Ÿ

Ÿ

www.gsef2018.org

좌장: GSEF 사무국장

청년 해외 이주를 막기 위한 도시의 역할: 사회적 기업의 덕목
바마코시 & RIPESS아프리카, 말리
지역•국가적 차원에서의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도시화의 도전 과제와 그 시각에 대하여
캄팔라시 나카와구, 우간다
프라이아 시의 관점에서 본 사회적 가치 발생과 사회적 경제 발전을
통한 사회 통합: 프라이아 시의 SSE 연구 소개
CITI-HABITAT 프라이아, 카보 베르데
청년 여성 문제에 집중하여 본 아이보리코스트 공화국의 기업가 정신
:빈곤•사회적 배제를 해결하고 취약 계층의 사회•노동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SSE의 도전 과제와 전략
Platforme des Organization de Jeuness (POJeT), 뚤레뿌,
아이보리코스트
모로코의 사회혁신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노력, 여성과 청년층 지원
프로젝트 포함
EMESSE, 모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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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12:00

휴식

워크샵 세션 5
5.1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 경험
Ÿ

12:00-13:00

Room A1

Ÿ
Ÿ
Ÿ

브리타니지역과 Loire 지방의 핸디마켓.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를
늘리기
Association Bsb-Laboss, 렌느, 프랑스
발전을 위한 도전과제에 대한 통합적인 대안으로서의 상호협력
ODEMA 부에노스 아이레스, 아르헨티나
사회변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와 시민참여 이니셔티브
Sareen Sarea Bilbao, 바스크정부, 스페인
사회적경제와 발전: Malagasy 사회적경제포럼
AFAKA Association, 안타나나리보, 마다가스카르

5.2 사회적경제를 통한 비즈니스 변화
Ÿ

12:00-13:00

Room A2

Ÿ
Ÿ
Ÿ

Socem Hub: 실버경제에 있어서의 협동적인 기업가정신: 사회적 돌봄
서비스 & 기업가정신 허브
SSI Group, 빌바오, 스페인
여성 일자리의 전문화와 고수준화를 통한 사회 변환의 성공
Ausolan S. Coop., 몬드라곤, 스페인
노동 사회를 위한 혁신, 환경과 사회적 약속
Kimu Bat. 아즈페이티아, 스페인
협동경제를 위한 협동조합의 기여
CECOP European Confederation of Industrial and Service
Cooperatives, 브뤼셀, 벨기에

5.3 공공구매와 사회적조항
Ÿ

12:00-13:00

Room A3

Ÿ
Ÿ
Ÿ

포용적 경제를 위한 만남: 공공구매시장과의 연계
Conquito Development Agency, 끼또, 에쿠아도르
SIAE (경제활동에의 노동통합)과 공공구매 접근성간의 협력 관계
GIE Green Bignay, 프랑스
경제적 회복탄력성을 위한 지역화하기
Locality, 런던, 영국
사회적으로 책임있고 지속가능한 구매와 계약을 위한 전략
비토리아 시의회, 바스크지방, 스페인

5.4 사회적경제와 분야별 정책 간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 실제 사례중심
12:00-14:00

Room A4
European Commission 전체 세션
EU내 다양한 정책 분야의 담당자를 초청하여 패널토의로 진행됨.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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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UCLG 사회적경제 분과 회의(참가제한)
12:00-13:00

Room E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사회연대경제 분과회의로 초청 도시
담당자로 참가를 제한함
5.6 공정무역과 사회적 경제:연결고리 만들기

13:00-14:00

Room E

13:00-14:00

Hall

Fair Trade Advocacy와 World Fair Trade Organization 전체 세션
좌장：마리아 페레르（까리타스）
１．까르멘 레볼로 산체스
２．마리아 영신 임
３．에리힌 자한
점심

워크샵 세션 6
6.1 사회 & 노동 통합
Ÿ
Ÿ
14:00-15:00

Room A1
Ÿ
Ÿ

Peñascal의 경험과 통합기업 이야기
Peñascal S.Coop., 빌바오, 스페인
로사리오 시의 사회와 생산 그물망을 강화시키려는 노력, 사회적경제
프레임 안에서 가족경제와 사회노동 통합을 활성화기
로사리오 사회적경제 담당관, 로사리오, 아르헨티나
AERESS-FAEDEI 협력 프로젝트, 노동통합을 위한 기술자 양성
AERESS-FADEI, 마드리드, 스페인
고용의 기회에 미치는 산업화 자동화의 영향과 장애인을 위한 사업
운영
Gureak, 산세바스티안, 스페인

6.2 바스크 지방 사회적경제 단체의 거버넌스 모델 경험
Ÿ
Ÿ
14:00-15:00

Room A2
Ÿ

Ÿ

www.gsef2018.org

협동조합 거버넌스: 진단과 액션플랜
HUHEZI-University of Mondragon, 에스코리아차, 스페인
Goiener 프로젝트의 거버넌스 경험
Goiener S.Coop., 오르디지아, 스페인
참여적인 경영과 향상된 거버넌스를 위한 노동자소유기업에서 다른
단체로의 경험 전수
ASLE, 빌바오, 스페인
공공정책에서의 좋은 사례 모음: 인간을 단체의 중심축에 두기
GEZKI-University of Basque Country, 산세바스티안,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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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회혁신의 생태계
Ÿ
Ÿ
14:00-15:00

Room A3
Ÿ

Ÿ

퀘벡 사례: 이해관계자 협력을 통한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 몬트리올, 캐나다
커먼 플랫폼: 커먼에 기반한 플랫폼을 조직하고 운영하기
Paris Dauphine University, 파리, 프랑스
Cigondewah 패션 빌리지 랩: 패션산업분야에서 선순환하는
창의적인 경제생태계를 만드는 파일럿 프로젝트
Bandung Creative City Forum, 반둥, 인도네시아
고용을 위한 사회혁신 전략 수립
세비야시청, 세비야 스페인

6.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 경제 (RIPESS)

14:00-15:00

Room A4

RIPESS 전체 세션 “퀘벡, 쿠알라룸푸르, 바마코, 파리 사례”
Ÿ Mr. Yvon Poirer 퀘벡
Ÿ Mr. Denison Jayasooria 쿠알라룸푸르
Ÿ Mr. Madani Coumare 바마코
Ÿ Mr. Carlos de Freitas 파리

6.5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협력 및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14:00-15:30

Room E

www.gsef2018.org

GSEF 사무국 전체 세션 “사회적경제를 통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대륙간 협력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Ÿ 좌장: Mr. Paul Ortega, 바스크주정부 국제개발협력국장
Ÿ KT 방글라데시
Ÿ Credit Cooperatif 프랑스
Ÿ 캄팔라시 나카와구 우간다
Ÿ 리마시 아테구 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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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세션 7
7.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Ÿ
Ÿ
15:00-16:00

Room A1
Ÿ
Ÿ

사회적경제 주체와의 관계 정립을 통한 공공정책의 투명화
마드리드시청, 마드리드, 스페인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통합의 방법의 하나로 지원을 받는 고용
ELHABE, 비또리아, 스페인
몬트리올시의 2018-2021년 사회혁신 전략
몬트리올시청, 몬트리올, 캐나다
MUMBUCA 사회적 화폐
마리까시청, 마리, 브라질

7.2 사회적경제의 미래를 보장하는 교육과 청년
Ÿ

15:00-16:00

Room A2

Ÿ
Ÿ
Ÿ

농촌탈출과 청년층의 도시 이주 문제에 있어서 도시의 역할:
사회적기업가가 되기 위한 방법
RENAPESS 바마코, 말리
지적장애인 청년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제공
Lantegi Batuak Bilbao, 빌바오, 스페인
직업교육에 사회적경제 개념 도입
Economists without borders, 빌바오, 스페인
친환경 사회적기업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undation, 칸치푸람, 인도

7.3 분쟁 후 회복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 기여
Ÿ

평화구축을 위한 사회혁신과 사회적기업: 평화만들기 과정에서의
전세계적 사례 공유
Smartmore College, 스와트모어, 미국

Ÿ

분쟁 후 극복을 위한 전략으로서의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밤바리 사례

15:00-16:00

Room A3

인도적지원과 국가회복부, 밤바리, 중앙아프리카공화국
Ÿ

칸찬푸르 지역에서의 싱글 여성과 갈등피해 여성을 위한
생계지원과 권익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Conflict Victim and Single Women Development Center
(Cvswdc), 칸찬푸르, 네팔

Ÿ

콜롬비아 평화정착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
콜로비아정부-EU-LKS, 보고타, 콜롬비아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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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 경제 (UCLG)
15:00-16:00

Room A4

UCLG 전체세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하는 단체들과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참여적 러닝
세션으로 진행

16:00-16:30

Hall

휴식

워크샵 세션 8
8.1 공공정책에서의 사회적경제
Ÿ

공공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윤리적 금융
바르셀로나시의회, 바르셀로나, 스페인

16:30-17:30

Room A1

Ÿ

시민사회와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아래로부터의 접근 방식
외레브로 지방, 스웨덴

Ÿ

지방 공공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REAS, 빌바오, 스페인

Ÿ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공정책의 평가 매커니즘
Platforme des acteurs non etatiques, 다카, 세네갈

8.2 사회적 책임 지역
Ÿ

“리옹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유럽에서 유일한 브랜드로
책임있는 소비를 활성화하고 있는 곳
리옹시의회, 리옹, 프랑스

Ÿ
16:30-17:30

사회적으로 책임을 지는 지역: 도시와 지방정부에서 순환경제
모델을 위하여 재활용과 재사용을 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Room A2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사례
Rreuse 브뤼셀, 벨기에
Ÿ

GSD(Gregor San Diego)의 역할: 마드리드자치주 내 Sierra del
Rincón Biosphere Reserve지역에서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함
GSD cooperative, 마드리드, 스페인

Ÿ

Garden Rome Green 프로젝트 - 시민참여 공동체
La Cuadra, 메시코시티, 멕시코

www.gsef20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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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의제와 사회적 경제
Ÿ

기후변화와 식량 주권
Plataforma de Economia Solidaria, 산안드레스, 과테말라

Ÿ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인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회연대를 촉진하는
포용적인 개발

16:30-17:30

Association of Professional Social Workers and Development

Room A3

Practitioners, 챤드리가, 인도
Ÿ

식량공급과 지속가능발전: 에로스키 사례
Eroski, 엘로리오, 스페인

Ÿ

통화가 미치는 영향;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에 윤리적 금융이
미치는 영향
Oikocredit, 아머스포르트, 네덜란드

8.4 사회적경제이니셔티브 생성과 지속성을 위한 자금모금과 다양한 방법
INAISE 전체 세션 “사회연대경제 자금조달: 현재의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자금지원 체계가 실제 사회연대경제가 당면한 문제점과 어려
16:30-17:30

16:30-18:30

Room A4

Room E

움을 해결하는데 적합한가”
Ÿ

Mr. Milder Villegas INAISE

Ÿ

Mr. Pedro Sasia FEBEA

Ÿ

Mr. Héctor Farro FORTALECER

GSEF 회원 총회

워크샵 세션 9
9.1 민관협력전략
Ÿ
Ÿ
17:30-18:30

Room A1

Ÿ
Ÿ

Ÿ

www.gsef2018.org

사회적 조항과 공공구매시장: 사회통합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에서의 협력
Cda La Rochelle, 라로셀, 프랑스
LANDALAB 프로젝트
Agintzari Bilbao, 빌바오, 스페인
링크 프로그램: 사회혁신과 협력 센터
Intendencia de Montevideo, 몬떼비데오, 우루과이
연대경제. 도시와 농촌지역의 조화로운 협력 관계를 통하여
도시에서의 삶과 식량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Consumidores por el desarrollo 리마, 아야츄초, 페루
사회통합고용을 위한 정책 지원
까딸루냐 자치주정부, 바르셀로나,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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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기업가 정신과 사회혁신
Ÿ

Ÿ
17:30-18:30

Room A2
Ÿ
Ÿ

협력적인 사회 기업가정신: 무엇을 위해， 왜 시작하였는가?
KOOPFarika 사례
Lanki Eskoriatza, 바스크지방, 스페인
대학교와 시청: 혁신에 초점을 맞춘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협력 관계
Instituto de diseño e innovación tecnológica de la Uniiversidad
Iberoamericana Puebla, 뿌에블라, 멕시코
함께 만들어가는 기업가정신
Tangent Cooperative Group, 마드리드, 스페인
프랑스 쏘 지방 Sceux Valley,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혁신 생태계
쏘 시의회, 쏘(Sceaux), 프랑스

9.3 사회혁신의 생태계
Ÿ

Ÿ
17:30-18:30

Room A3
Ÿ

Ÿ

한국 iCOOP 아이쿱과 정부기관과의 협력 : 사회적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경험
아이쿱, 서울, 한국
에밀리아 로마냐의 사회혁신생태계: 사회혁신 기관의 중요한 역할
Aster, 볼로냐, 이탈리아
노동통합과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의 BSH&AERESS 협력. 국제규모의
단체와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의 협력 사례
Aeress, 마드리드, 스페인
탄자니아 사례: 이민자 그룹과 이민자를 수용하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생계지원사업과 평화 옹호 지원 사업
굿네이버스, 다르에살람, 탄자니아

9.4 사회적경제와 지역 (European Commission)
18:15-20:00

Room A4

www.gsef2018.org

European Commission 전체 세션으로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참
여를 통한 세션으로 진행
Ÿ “2018 유럽 사회적경제 지역” 파일럿 프로젝트 결과 및 성공사례
공유
Ÿ EU와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적인 사업 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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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3. / 수요일
전체세션 4
도시와 협력
각 도시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성공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09:00-10:00

Room A1

Ÿ

필 톰슨 뉴욕시 부시장

Ÿ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센터장

Ÿ

제이슨 나르디 RIPESS 유럽

Ÿ

린 콜린스 공정 사회정의 자문위원회， 리버

Ÿ

띠에리 장떼 SSE International Forum 회장

좌장: 지안루카 살바토리 유럽협동조합과사회적기업연구소(EURICSE) 사무총장

전체세션 5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위하여
마지막 전체 세션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지역 개발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노력과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10:00-11:00

Room A1

Ÿ

쵸민 가르시아 라보랄 쿠차 사장 겸 UNACC 부회장

Ÿ

폴 라드 UNRISD 국장

Ÿ

마르쿠 마르쿨라 EU 지역위원회 부회장

Ÿ

마가렛 멘델

Ÿ

프란츠 볼프마이르 EASPD 유럽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공급자 연합회

Concordia 대학교 교수

전회장
Ÿ

막심 뻬드노-죠뱅 가띠노 시장

좌장: 로렌스 곽 GSEF 사무국장
11:00-11:30

Hall

휴식

11:00-11:30

Hall

성평등과 사회적경제: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포괄적인 모델을 위한 선언

폐회식
11:3012:45

Room A1

www.gsef2018.org

Ÿ

빌바오 선언문

Ÿ

GSEF 2020 차기 개최도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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