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5일 (목) (장소: 서울시NPO지원센터및사회적경제현장)

7월 6일 (금) (장소: 서울시청신관 3층대, 소회의실)

14:00 – 15:00 현장방문 오리엔테이션 및 이동 (장소: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1)) 

15:00 – 17:00

현장방문 및 소규모 간담회 (방문 장소: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및 참여동) * 영한 순차통역 제공

주제1. 
서울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 2.0 및
문재인 정부 정책 계승 현황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주제2. 
한국의 임팩트 투자
한국사회투자

17:30 – 18:30 GSEF 회원 기관 미팅 (장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18:30 – 20:30 환영 리셉션 (장소: NPO지원센터 1층 품다)

09:00 – 09:15 환영사, 축사 및 행사 소개

09:30 – 10:30
개막 라운드 테이블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한국의 경우”
좌장: 김정열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사장
한국 연사, 서울의 사회투자기금 및 SIB 운용 현황 및 과제
한국 연사, 한국의 임팩트 금융 현황 및 현 정부 사회적 금융 정책과제

10:30 – 12:00 Ignite Session “아시아 국가별 사회적 금융 현황 및 과제“ (참가 10개국 발표)

13:30 – 15:00 

지역별 대화

“ 아시아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금융제도
및 도전과제“

* 영어로만 진행

Group 1. 
동북아시아 Ⅰ
(한국, 일본, 중국) 

좌장: 로렌스 곽 (GSEF 사무국장) 
한국 (Mr.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대표)
일본 (Mr. 노부토 호사카 세타가야 시장) 
중국 (Ms. 제시카 첸 NPI 마케팅 및 펀드레이징 매니저 )

Group 2. 
동북아시아 Ⅱ 
(타이완, 홍콩, 베트남) 

좌장: 팟시안 로 (AVPN 아시아정책포럼 디렉터) 
타이완 (Mr. 마이클 첸 SE Insight 창립자)
홍콩 (Mr. 안토니 왕 HKCSS 사업국장) 
베트남 (MS. 팜 키우 오안 CSIP 창립자)

Group 3. 
동남아시아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좌장: 벤자민 퀴노네스 주니어 (ASEC 전 회장)
싱가포르 (Mr. 알피 오트만 RaiSE 센터장)
말레이시아 (Mr. 마잘란 카미스 IDR 원장)
필리핀 (Mr. 고머 파동 PhilSEN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Mr. 판카 드위나지카 젠 BCCF) 

15:15 – 16:45

주제별 대화

“ 사회적 경제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극대화할
사회적 금융 정책“ 

* 영어로만 진행

Group 1. 
사회적 경제 진흥을 위한
공공 기금 조성 및 운영

좌장: 안토니 왕 (HKCSS 사업국장)
Ms. 후에이츠 첸 (타이완 타이페이시 노동국 부국장)
Ms. 뉴옌 민 타오 (베트남 CIEM 비즈니스 환경, 경쟁력과 과장)
Mr. 안와 말랑 (필리핀 민다나오 자치구 무역 및 산업부 지역사무국장)

Group 2. 
시민 기금 (협동조합 기금, 
자조은행, 크라우드 펀딩
등)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정
책적 지원

좌장: 고머 파동 (PhilSEN 사무국장)
Mr. 모하마드 유솝 카심 (말레이시아 MKM 협동조합 대학 이사장)
Mr. 후루무라 노부히로 (일본 JWCU 이사장)
한국 연사

Group 3. 
임팩트 투자 및 재단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좌장: 미정
Mr. 마사타카 우오 (일본 NAB Japan) 
Mr. 문철우 (한국 NAB Korea, 교수)
한국 연사

17:00 – 17:30 지역별 대화 및 주제별 대화 논의 내용 공유 (영한 동시통역) 

17:30 – 18:30
폐막 라운드테이블
및 폐회
(영한 동시통역) 

“지역별 사회적 금융 생태계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좌장: 한국 연사
Ms. 로렌스 곽 (GSEF 사무국장)
Mr. 벤자민 퀴노네스 주니어 (ASEC 전 회장)
Ms. 팟시안 로 (AVPN 아시아정책포럼 디렉터)

18:30 – 18:40 폐회사

SPEAKERS

아시아정책대화는 아시아 내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의 플랫폼으로 정책담당자, 사회적 경제 실천가들이 함께 모여

아시아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가치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올해로 4번째를

맞이한 2018 아시아정책대화는 GSEF2018의 사전논의로서 본 포럼의 주제인 “사회적경제와 도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을 위한 가치와 경쟁력”을 아시아 맥락에서 사회적 금융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등록 마감: 2018년 6월 26일 (화) 18:00 까지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접수해 주십시오. 
(토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인원만 참석 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070-4693-3534 ㅣ jhk0427@gsef-net.org

PROGRAM

후에이츠 첸
타이페이시, 타이완

알피 오트만
raiSE, 싱가포르

노부토 호사카
세타가야시, 일본

고머 파동
PhilSEN, 필리핀

벤자민 퀴노네스 주니어
RIPESS, 필리핀

후루무라 노부히로
JWCU, 일본

팟시안 로
AVPN, 싱가포르

뉴엔 민 타오
CIEM, 베트남

안토니 왕
HKCSS, 홍콩

마사타카 우오
NAP Japan, 일본

팜 키우 오안
CSIP, 베트남

제시카 첸
NPI, 중국

안와 말랑
DTI-ARMM, 필리핀

모하마드 유솝 카심
MKM, 말레이시아

마이클 첸
SE Insight, 타이완

마잘란 카미스
IDR, 말레이시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