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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와 GSEF2021 멕시코 지역 조직위원회(LOC)는 2020년 10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큰 도전, 더 큰 연대: 변화의 통로로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힘’
주제로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포럼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는 5 개의 전체세션 

– 청소년, 여성,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연구자 및 토착사회에 관한 주제별 세션 

– GSEF 회원과 협력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 및 운영하는 세션 

– UNRISD와 UNTFSSE에서 주관하는 특별 세션 

– 사회연대경제(SSE)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개별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워크샵 세션

지금 등록하세요! 
– 참가방법: www.gsef2021.org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등록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가능)

 

※ 공고 보기 : https://www.gsef-net.org/ko/gsef-global-virtual-forum

 

[첨부파일]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프로그램

[GSEF Global Virtual Forum] Program

http://www.gsef2021.org/
https://www.gsef-net.org/ko/gsef-global-virtual-forum
http://sehub.net/wp-content/uploads/2020/10/GSEF-%EA%B5%AD%EC%A0%9C%EC%82%AC%ED%9A%8C%EC%A0%81%EA%B2%BD%EC%A0%9C-%EC%98%A8%EB%9D%BC%EC%9D%B8-%ED%8F%AC%EB%9F%BC-%ED%94%84%EB%A1%9C%EA%B7%B8%EB%9E%A8.pdf
http://sehub.net/wp-content/uploads/2020/10/GSEF-Global-Virtual-Forum-Progra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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