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이후 포용적인 사회적경제의 형성 및 구축 

10월 4일, 월요일 10월 5일, 화요일

종료

스페인어 

gsef2021.org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기간 :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전세계 50개가 넘는 국가가 
총 3개의 언어로 진행되는 

51개의 세션에 참가하게 

보다 포용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폐회식

GSEF 총회

2:00  -  3:30

1:30  -  2:00

3:30  -  4:00

4:00  -  5:30

5:30  -  5:45

5:45  -  6:15

 서울시간

6:15  -  7:30

7:30  -  8:00

8:00  -  9:00

9:00  -  11:00

11:00  -  11:30

11:30  -  13:00

13:00  -  14:30

14:30  -  16:30

16:30  -  18:00

18:00  -  19:00

 

16:00  -  17:30

15:30  -  16:00      

17:30  -  18:00

18:00  -  19:30

19:30  -  19:45

19:45  -  20:00

20:00  -  21:30

21:30  - 22:00

22:00  -  23:00

23:00  -  1:00

1:00  -  1:30

3:00  -  4:30

1:30  -  3:00

4:30  -  6:30

6:30  -  8:00

8:00  -  9:00

포용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구축 사회적경제를 교육, 학습 및 연구  위한 

10월 6일, 수요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10월 7일, 목요일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10월 5일, 수요일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됩니다.

시작 종료

휴식 휴식

휴식

 아프리카  사회연대경제  공동   정책
수립의  

 
  생태계  구축  : 아프리카
 

      
사회적경제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

 
   

민관협력을 통해 기본적인        
수요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포용적인 사회 재구축

불평등 해소와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경제

카메룬 공동체 내의 포용적인 지역
사회와 사회연대경제의 활성화

개회식

 

전체세션 1. 포용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구축

사회적 경제와 돌봄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일과  사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단체 만들기   

휴식

휴식

사회연대경제로부터의 포용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

사회적경제의 포용성 모델

점심식사

사회적 기업가정신, 사회혁신,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

포스트 코로나 19 맥락 속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전략으로서 
사회연대경제 촉진을 위한 RIPESS의 

국제 자문활동 가속화

사회 혁신과 전환을 위한 학습

휴식

전체세션 2. 사회적경제를 위한 
교육, 학습 및 연구

휴식

사회적경제  교육과  학슴을  위한 방법 

MatchImpulsa, 사회연대경제 디지털화 및               
플랫폼화를 위한 비즈니스 프로모션 프로그램 

점심식사

사회적경제 교육과 모니터링     

유럽의 경제발전과 산업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 의  역할

휴식

사회연대경제가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역사회에      
기여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경제문화를 바꿔라 : 사회연대경제, 
관습의 변화를 위한 가속장치

사회연대경제,                            
인간개발계획의 지렛대

휴식

DarESS,                               
국제 협력네트워크의 중심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수립 :         7개 

 
도시       

사례연구와  가이드라인 보고서

전체세션 3.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휴식

사회적연대경제로부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정부 네트워크

국가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의 형성 :                       
인간중심적이고 환경에 민감한 경제로서의 사회연대경제

점심식사

Luz-es, 지속가능한 에너지 협동조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회적금융의 전환적 역할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            

다양한 경험과 사례

SILK - 사회연대경제               
국제 학습 및 지식 공동체

휴식

휴식

사회연대경제 기업의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 사회적경제 금융네트워크 중심   

전체세션 4.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휴식

지방정부의 연대금융체계

사회적전환을 위한 화폐 :        
이베로아메리카 상호신용제도의 

새로운 출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통계 -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으며     

어딜향해 가고 있는가?

지역사회기금과 신용을 통한 사회연대발전 

점심식사

멕시코 시간

시작

청년과 사회적경제   :  지속가능한 생      태계
 

구축을
 

위한
 

미래세대의
 

역할
 

휴식

휴식

새로운  경제를   위한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주체들 간            

협력과         
 

네트워크

코로나 19 이후 아프리카 
사회연대경제 단체의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위한  지역에서의 혁신적인  파트너십

휴식

GSEF2021  선언문 낭독 및 GSEF2023 개최지 발표

     
 

휴식

지방 협력네트워크의    
성공적인 사례

푸른 연대경제,              
지중해 연안의 구원자인가?

점심식사

GSEF2021
 

           
조직위원회            
특별세션

몬테비데오(우루과이), 마리카(브라질), 그리고 산마르틴(아르헨티나)의  
사회연대경제 정책 : 경영과 행동연구 간의 성찰적 담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영어

스페인어 - 영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 프랑스어

스페인어 - 포르투갈어

영어 - 한국어

스페인어 - 영어 - 프랑스어 - 한국어 

시장단 패널 
전체세션 5. 지역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