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금융기관 종사자를 위한  

“퀘벡 사회적 금융 기관의 사회적 경제 조직 분석 및 지원 노하우”  

• 대상: 사회적 금융기관 관리자 및 실무자,  

           기타 퀘벡 사회적 금융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일반인 

※ 워크숍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인원은 20 명으로 제한, 신청자가 많을 경우 관련 기관 종사자 우대 

• 일시: 2018 년 4 월 17 (화)  -18 일 (수) 오전 10 시 -오후 4 시  

• 참가비용: 참가비 없음, 영문 교재 제공 

• 교재: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을 위한 분석 가이드 ‘Guide to Analysis of Social Economy Enterprises’ (영문) 

• 장소: 추후 공지  

• 신청기간 및 방법: 4 월 12 일까지 info@cities-ess.org 로 신청  

• 프로그램  

일차 프로그램 

1 일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석 (6 시간) 

- 활동내용,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 비즈니스 모델 분석 

- 금융 분석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공 지원을 위한 위험 및 금융분석 활용 

경제성부터 사회성과까지, 총제적 접근방법  

2 일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석 (계속) (3 시간) 

- 참가 기관을 위한 1:1 면담 및 소그룹 활동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금융 조달 기법 (3 시간) 

- Community Bonds, 크라우드 펀딩, 펀드 (기금) 설립 사례 등  

 

• 프로그램 진행자  

 

베르나르 은두르- 사회적 경제 전략 및 협동조합 기업 투자/금융 전문가. 사회적 경제 컨설팅 회사인 MCE 

Conseils 컨설턴트. 데자르당 사회적 경제 투자 신협 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 RISQ, FTQ 노조 연대 기금 등 사회적 금융 기관에서 투자와 금융 업무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석 가이드’ 초판 공저자.   

 

 

피에르 샤렛- MBA, 1995 년부터 협동조합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다수의 협동조합 설립과정에 이사회 

이사, 경영 및 재무 컨설턴트로 참가하였으며 2012 년부터 RISQ 의 선임 금융 애널리스트로 활동중. 

UQAM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금융 분석을 강의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석 가이드’ 2판 공저자. 

 

필립 갸랑뜨- 퀘벡사회투자네트워크 RISQ 대표이사. 지난 26 년간 퀘벡 각지에서 경영 자문을 비롯, 

경제개발 관련 활동. 2006 년부터 RISQ 에서 금융 애널리스트로 활동하였고 2010 년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퀘벡의 사회적 금융 협회인 CAP Finance 의 이사회 의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진행언어: 불-한 및 영-한 통역 제공  

 

 

mailto:info@cities-ess.org


• 프로그램 상세 소개 

사회적 금융 실무자를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 분석 가이드’ 워크샵 - 이론에서 실습까지  

퀘벡의 연대 금융 전문가들이 개발한 사회적 경제 조직 분석 실무 교육 프로그램 

 

[워크샵 개요] 

 

• 퀘벡 연대금융 기관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분석을 위한 가이드북”을 기반으로 한 

본 워크샵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분석하는 데 있어 필요한 여러가지 요소들에 관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실감 있는 실습 과제들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석에 관한 이론을 습득하고 

실무에 연결하여 기업 분석을 통해 투자와 이후 실행에 관련된 역량을 계발할 수 있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참석 대상] 

 

• 사회적경제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에서 금융 분석, 코칭, 관리자, 운영담당, 투자 등 금융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실무자/관리자/고위 의사결정 단위 

 

[상세 내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석 이론 및 실습에 9 시간 (1.5 일) 및 퀘벡 사회적 경제 섹터의 자금 조달 사례 관련 발표 

및 질의응답이 3 시간이 배정되어 있음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회적, 금융적, 운영상, 그리고 경제적 특징을 망라하는 내용 

 

• 퀘벡의 사회적경제 소개: 환경, 개념 발전, 특징 및 비즈니스 모델, 주요 투자자 

•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석: 결사체 관점 (미션, 사회적 가치, 거버넌스, 지역 연계성 및 섹터 연계성)   

• 금융 분석 및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자금 조달: 회계적인 특성, 금융 상품, 시장 예측, 분석 기법 및 

인적자원, 지속 가능 개발 관련 요소 등  

• 금융 의사 결정: 프로젝트 평가, 분석보고서 작성, 제안 및 금융 조달 관련 조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