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사회적경제 실천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거나 실행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를 전세계에 전하고 싶으신가요?

제안서 접수

저희와 함께하세요!



개요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GSEF는 지방정부와 민간, 시민사회, 학회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인간을 중심에 두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협업과 협력을 통한 비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GSEF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제적인 
플랫폼입니다.

GSEF는 격년제로 모든 대륙에 걸쳐 전역의 회원 도시들과 국제포럼을 개최하는데, 국제기구와 지방 및 
중앙정부,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국제 
포럼 중 하나입니다.

제 5차 국제사회적경제 포럼은 본래 2020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GSEF2021은 사회적경제 활동을 통해 인간 중심의 가치가 
담긴 포용적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GSEF2021을 준비하면서, 5대륙의 전문가들과 참가자들이 참여한 일련의 회의, 웨비나 및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이 2020년에 개최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었던 GSEF 2020 온라인 포럼은 120개 이상의 국가에서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포럼 자료집 및 관련 보고서와 세션 자료, 그리고 세션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www.gsef2021.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SEF와 GSEF2021 조직위원회는 멕시코시티 정부(경제개발국, 노동고용진흥국, 그리고 국제부)와 
멕시코 정부(복지부 산하 사회적경제진흥원) 및 다른 16개 기관1 과 협력하여 GSEF2021이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GSEF2021은 온-오프라인 현장방식 모두를 택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은 중심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 Laboratory of Social and Economic Innovation; Universidad Iberoamericana Puebla; Sparkassenstiftung für internationale 
Kooperation;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ECOOS-School of Social Economy; Department of Social Economy of the 
Ajuntament de Barcelona;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Mondragón Mexico University; Coordinator of the Indigenous Organizations of the Amazon Basin; National Institute of 
Associativism and Social Economy in Argentina; Platform for Solidarity Economy in Guatemala (PECOSOL GT); Intercontinental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Social Solidarity Economy. Latin America and Caribbean Region (RIPESS LAC); Superior Council 
of Cooperativism; Youth Network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GSEF; National Mount of Mercy; Cooperativa Jardín Azuayo; 
Interdisciplinary Professional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Administrative Social Sciences of the National Polytechnic Institute 
in Mexico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방안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와 함께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보다 친환경적2 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를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는 동등한 
기회의 보장과 환경 보전,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 촉진, 사회적 기업가정신 지원, 그리고 지역 
제품과 기업의 경제적 근접성을 촉진하게끔 합니다.

마찬가지로, 민간, 시민사회 및 학술 부문도 이러한 목적을 위한 핵심적인 주체들입니다. 이들
모두의 참여와 활동을 통해 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를 강화하고, 포스트 코로나19 를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제 5차 GSEF국제사회적경제 포럼에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 있어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안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제안서는 아래 5가지 주제로 받고 있습니다:

포용적인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회 집단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공감 및 존중뿐 만 아니라 공정한 환경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적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는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어려움들에 대응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녹색경제를 향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모두를 위한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재정립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를 제한하는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장벽을 폐지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와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Bernarda Sarué Pereira

2 노동, 화석에너지, 그리고 자본과 같은 전통적인 요소와 더불어 저탄소 천연자원의 사용이 효율적인 경제를 뜻합니다.
친환경적인 경제는 자연자본에 가치를 두고 투자해 지속가능한발전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생산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개선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5개 주제

1. 포용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재구축



사회적경제는 지속적인 학습과 구축의 과정입니다. 가족, 사회 및 교육 기관을 

통한 지식의 이동과 개발이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회적경제 가치와 원칙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핵심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사회적경제를 위한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 사회적경제의 역동성과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학술적인 연구 제안은 무엇일까요?

2. 사회적경제를 위한 교육, 학습, 그리고 연구

“미래를 위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연대를 통해 사회 전반에 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육을 
시작해야만 한다”

Ana Karina Quintero

사회적경제 비전을 가진 획기적인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경제자원의 

재분배와 디지털 혁신과 전환 추구에 보다 가치를 두는 오늘날, 사회적금융은 

그 어느 때보다 금융분야에 인간중심 추구를 포함시켜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협력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적금융은 금융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글로벌 웰빙에 

기여하는 지역생산 계획에 실행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민주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회적금융은 기존 

이니셔티브의 규모확장과 권한강화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4.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포용적 금융은 신용거래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민간의 대중적인 
형태의 저축과 신용거래를 국가 금융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이다.”

Geovanni Cardoso

오늘날 환경 위기(기후변화, 환경오염, 삼림 파괴 등)는 인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동시에 우리를 새로운 발전을 향한 또 다른 차원의 생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지구에 대한 생태학적 책임을 지닌 생산, 분배, 그리고 소비에 

대한 고찰입니다. 우리 사회와 경제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자연의 보존과 

공평하고 정의로운 발전을 위한 연대 및 협력과 같은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 

실천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사회적경제 모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류의 삶의 질 사이에서 생태적 균형을 이루는 경제체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 우리는 협력하고 함께 
일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지구의 
자원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Greta Thunberg

3.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WWW.GSEF2021.ORG

대안적 경제모델로서의 사회적경제의 통합은 실천에 대한 우수사례를 

교환하고, 모든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과 강화, 그리고 이러한 경험으로부터의 이익확대를 목적으로 

이니셔티브의 자금조달을 위한 연대와 네트워크 구축의 과정을 거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과 도시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더 나은 삶과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지역간 국가간 그리고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파트너십과 사회적경제 행위자 및 
중간 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로도 
해석될 수 있는 지속적인 대화는 
사회적경제를 지속가능하게 하며 
현실화 할 것이다"

Cherry Sung

5. 지역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제안서 접수하기
2021년 3월 2일부터 5월15일까지 (멕시코시간 밤 23:59)

GSEF2021은 2020년에 이루어진 다양한 활동에서 공유된 대화와 제안된 아이디어에 지속성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에 바탕을 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과 더 나은 삶의 경험 공유

협력 네트워크와 기타 형태의 사회적경제에 의해 통합된 지역적 또는 대안적 해결방안 확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SDGs))와 사회적경제의 성과에 따른 공공정책 프로젝트나 이니셔티브 가시화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 및 사회 위기에 대비해 사회적경제에 기반한 방안 모색 및 공유

1. GSEF2021 공식 웹사이트 www.gsef2021.org, 방문하셔서 스페인어, 불어 또는 영어 중 하나의 
언어를 고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고자 하는 카테고리와 주제를 선택합니다.

3. 양식을 작성하셔서 2021년 5월 15일 23:59 (GMT-6, 한국시간 기준 5월 15일 13:59)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절차



상기 주제의 제안서에 대한 관심을 가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은 10월 4일부터 8일까지 포럼에서 
주제별 워크샵 참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는 약 1시간 30분동안 주제별 워크샵과 관련한 논제를 평가하고 그룹화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국가 또는 부문에서 3 ~ 5개의 제안서가 하나의 공통주제 아래 하나의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카테고리:

개별발제-워크샵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는 직접 주관하는 세션을 구성하여 제목, 진행자, 토론자 및 
발제자 등 모든 내용을 제안해 주시고 자체 세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세션은 관련 주제에 따라 GSEF2021 포럼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유관기관 주관 세션

지원자의 경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최대 한 페이지의 약력을 공식 웹사이트*에서 이용 가능한 
형식에 따라 제출

 개별발표 또는 유관기관 주관 세션에 참여하려면 스페인어, 프랑스어 또는 영어로 된 발표 
제안서를 공식 웹 사이트*를 통해 제출

권리양도서류양식은, 서식에 따라 제안서에 적용된 정보와 더불어 GSEF2021의 배포 활동과 
등록을 위한 참가자의 이미지의 사용에 관한 것임

(선택사항) 카테고리와 선정된 주제에 관한 제안서를 발표하는 최대 2분 분량의 유튜브 영상

참가자 개요 및 제출필수사항

GSEF2021에서 사람들은 사회적경제 조직, 모든 단위의 정부, 국제기구, 사회적 기업이나 기타 관심이 있는 
이해당사자의 일원으로서 개별 혹은 단체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직이나 단체 프로젝트의 경우 한 명의 
대표자가 제안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들은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용량은 3MB를 초과해서는 안 됨



선정된 제안서 혜택 및 고려사항

GSEF 회원

다음 내용을 다루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정부, 시민단체, 사회적경제 기업의 공동협력에 기반한 정책 및 사업

혁신적인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성과에 따른 공공정책 제안서

중요사항: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에 한해서만 평가에 반영됩니다. 
www.gsef2021.org.

선정된 참가자는 주최자가 지시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프라인 세션에 참가할 경우 이민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출생지에 따라 멕시코에 입국할 수 있는 건강평가를 진행할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조직위원회는 그 절차를 따르기 위해 관련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선정된 프로젝트 및 이니셔티브의 대표자는 온-오프라인 포럼 기간 동안에 제안서를 발표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선정위원회와 평가기준

일정

두 가지 카테고리의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는 본 포럼을 위해 구성된 GSEF2021 조직위원회에서 선정할 

것입니다. 성별 균형과 지리적 다양성을 포함해 이번 포럼에서는 청년, 여성, 원주민 커뮤니티 등 다양한 참여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입니다.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정위원회에 의해서 평가 방법과 기준이 제시될 것이며, 최종결정은 위원회에 의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제출기간 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참가자 수를 지정할 권리가 있는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의결됩니다.

지금 참가하세요!

www.gsef2021.org
gsefvinculacion@inaes.gob.mx

추가적인 정보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GSEF2021 제안서 제출 시작

제출 마감기한

국제사회경제포럼GSEF2021 개최

결과발표 및 선정된 제안서 전달

2021년 3월 2일

2021년 5월 15일 23:59 
(GMT-6, 한국시간 기준 5월 15일 13:59)

2021년 10월 4일~8일

2021년 5월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