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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행사개요 장소

라운드테이블토론 ∙서울연대선언발표를위한주요인사중심으로원탁회의진행
신청사

(다목적홀)

개 막 식 ∙국내․외사회적경제민간협의체및도시간우정과환대의장마련
신청사

(다목적홀)

포 럼 세 션
∙ (주제1)사회적경제를 통한 도시혁신과 지역성장

∙ (주제2)민관거버넌스를 통한 위기의 극복과 발전

신청사

(다목적홀, 태평홀등)

전시, 이벤트 등

부 대 행 사

∙국내․외사회적경제조직전시․홍보․판매부스운영

∙해외 초청자 현장탐방 등
시민청

[별첨 3]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GSEF 2013) 

 행 사 개 요

❍ 행 사 명 : 2013 국제 사회적경제 포럼
    - 협동의 발견(New discovery collaboration) 

❍ 일 시 : 11.6(화) ~ 11. 7(목), 2일간

❍ 장 소 : 신청사 로비, 다목적홀, 시민청 등

❍ 참여인원 : 국내외 사회적경제조직, 일반기업, 시민등약 1,000명
❍ 주요 참여자

    - 사회적 경제 선진사례 지역인 7개 도시 지자체 및 8개 주요민간 기관 대표

    - 이탈리아 볼로냐시, 에밀리아로마냐주,  캐나다 퀘벡, 몬트리올, 일본 교토, 요코하마, 필리핀 퀘존

    - 레가코프(Lega coop) , 샹티에(Chantier), 칼 폴라니 연구소, SOS, 로컬리티(Locality), K2 인터네셔널, AVPN 

    √ 비르지니오 메롤라(볼로냐시장), 히로유키 후지타(교토부시장), 낸시 님탄(상티에 대표), 마거릿 

멘델(칼 폴라니 연구소), 줄리아노 폴레티(LegaCoop대표), 케빈 테오(AVPN 대표) 등

❍ 주요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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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지 자 체 도  시  소  개

1
이탈리아 볼로냐

Bologna City

인구 40만명. 연간 국민소득 4만달러. 농업, 소비자, 건설 등 각 분야 협동조
합이 발달된 도시. 대기업 중심이 아닌, 20명 내외의 중소기업 수백 곳이 경
제를 떠받치는 구조.

2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이탈리아에서 6번째로 큰지역으로 각분야의 협동조합이 발달되어 있음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볼로냐대학교가 있음

3
캐나다 퀘벡주

Quebec 

인구 900만명. 1900년대 초부터 협동조합 운동이 일어났고, 1970~80년대를 
거치며 캐나다 사회적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음. 주거, 돌봄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된 선도적 사례를 보유한 도시.

4
일본 교토시
Kyoto City

인구 146만명. 2003년 시민활동종합센터(NPO 지원센터)를 설립해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기 

5
일본, 요코하마시
Yokohama City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는 인구 340만명에 무역항구로써알려짐. 미나토미라
이 21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도시개발과 함께 2009년 APEC정상회의를 개최
한 도시로서,공공디자인, 구도심개발로 알려짐. 

6 필리핀, 퀘존시 인구 약 200만의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필리핀의 전 수도. 

7 몬트리올
북미 대륙에서 16번째로 큰 도시이자 프랑스어 사용 도시들 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역동적인 대도시, 태양의 서커스, 몬트리올 시립 
교향악단 등 수많은 예술가와 단체가 활동하는 창조적인 도시.

연번 기    관 지역 기  관  소  개

1
상티에

Chantier
캐나다
퀘백 

캐나다 퀘백 지역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정부와 민간의 협력 
창구로 활동. 1995년 설립

2
홍콩사회서비스연합회 

HKCSS
홍콩

현재 400개의 사회 서비스 제공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홍콩사회복지서비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3,000여개의 서비스를 제공. 서울시 MOU 체결

3
소셜 트레이더스
Social Traders

 호주
빅토리아주

호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비영리 조직. 빅토리아 주정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4
AVPN

(Asian Venture 
Philanthropy Network)

아시아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벤처기부 운동을 증진, 
발전시키고자 설립. ‘유럽 벤처 기부 연합(EVPA)’ 자매 
기관. 상호 학습을 통해 회원을 지원하고, 사모투자회사, 
재단, 정부관련 기관 등과 제휴

5 SOS
프랑스
(파리)

44개 사회적 기업이 모여 있는 사회적 기업 그룹. 병원, 미디어, 
사회투자, 재활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종합적인 
사회문제 해결 시도. 1985년 아쇼카 재단의 후원 받아 설립. 

6
시민활동종합센터
(NPO 지원센터)

일본
교토시

2003년 시민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교토시가 설립해 
NPO 법인에 위탁 운영. 시민의 자립성과 느슨한 연대를 
바탕으로 주체적 참여/기획이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함
시민사회에서 결정된 자발적 집합체나 조직을 기반으로 
사업 전개. NPO, 대학, 기업, 행정 등 각 센터를 연결하
는 네트워킹 연결고리 

7 레가코프
(LegaCoop)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협동조합 연합체

8 칼폴라니 연구소 퀘백 캐나다 퀘백 콩코르디아 대학 부설 칼폴라니 연구소 

▣ 참여도시

▣ 참여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