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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EF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 온라인 웨비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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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EF 첫 번째 웨비나 포스터.

올해 10월 21일에서 23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5회 국제사회적경제포럼 (Global Social Economy Forum)이 현재 전세

계가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연기해 개최할 예정이다.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사무국에서는 2021년에 개최될 GSEF2021 포럼의 준비 일환으로 멕시코 GSEF2021 조직위원회와 함께 올 한해 사회적

경제와 만나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수 있는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서 웨비나(webinar, web+seminar)를 준비했다. 

언어권과 시차 등을 고려해 프랑스어(유럽과 프랑스어권 아프리카를 대상), 스페인어(스페인과 중남미를 대상), 영어(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밖에

모든 영어권을 대상) 등 3가지 언어로 매주 1회씩 9월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영어 세션에는 한국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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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시리즈의 첫번째 주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전략 모색'으로 우리의 삶에 이제 너무 가까이 다가온 코로나19

의 위기와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한다.

▲ GSEF웨비나 주제1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경제의 도전과 전략 모색' 

GSEF2020 포럼이 예정되어 있었던 10월 19~23일 주간에는 온라인 (예비)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관련 자세한 정보는 GSEF사무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뉴스레터 구독을 통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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