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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의 총회가 멕시코시티에서 10월 4일부터 8일까

지 온·오프라인 믹스 방식으로 열린다. 이를 위해 GSEF, GSEF2021 조직위원회는 멕시코 정부(복지부 산하 사회적경제진흥원), 멕시코시

티 정부(경제개발국, 노동고용진흥국, 국제부)와 사회적경제 및 시민사회의 16개 기관과 협력해 GSEF2021을 준비했다.

서울(2013, 2014), 몬트리올(2016), 빌바오(2018)에 이어 진행되는 이번 제5차 국제사회적경제 포럼은 본래 2020년에 계획되어 있었

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021년에 진행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GSEF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새

로운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의 협력에 주목했다.

사회적경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과 회복력을 보여줬다.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다양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

면서 포용적이고 친환경적인 경제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 구조로서 사회·경제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핵심인 공동체, 인간

의 존엄성, 민주주의, 혁신을 되살려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회복시키고 있다. 지방정부도 지역사회와 함께 현재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

는 새로운 구조를 통해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동등한 기회의 보장, 환경

보호,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지원, 지역 제품의 접근성을 촉진했다.

5일간 진행되는 포럼은 5가지의 주제를 통해 코로나 19 상황을 되돌아보고 정부, 민간, 시민사회, 학계, 사회적경제가 함께 무엇을 참여하

고 활동할 것인가에 관해 논의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25명의 연사들이 그들의 비전과 희망을 제안한다. 

 

GSEF 멕시코시티 2021  

"지방정부와 사회적경제: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경제를 위한 공동 협력 방안" 

10월 4일(월) | 포용적인 공동체의 형성과 재구축  

10월 5일(화) | 사회적경제를 위한 교육, 학습 및 연구 

10월 6일(수) | 생태적 전환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기여 

10월 7일(목) |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금융 지원체계 

10월 8일(금) | 지역 및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편, 빌바오에서 진행된 지난 총회에 참가한 청년들은 이러한 국제 행사에 청년들의 발표와 참여 1/3 이상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년

선언을 발표했고, GSEF는 이러한 청년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바 있다.

그 일환으로 올해 8월 한국에서는 GSEF와 라이프인이 공동으로 8월 12일 '세계청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을 맞이해 청년들의

수다회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청년을 위한 OO'를 개최하기도 했다. 

GSEF 2021의 마지막 날에도 청년을 위한 세션이 운영된다.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신기후체제를 위해 활동하는 청년활동가들의 네트워크

인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청년위원회(SDSN Youth Korea)와 라이프인은 "지속가능한 임팩트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청년의 목소

리 - SDG 담화"라는 주제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이행주체자로서 청년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가 어떻게 정부, 기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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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력하여 사회혁신을 주도하는지 사례를 공유하고, 임팩트생태계 강화를 위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 청

년활동가들의 시각에서 조망할 예정이다.  

 

SDSN Youth Korea와 라이프인의 주관세션은 10월 8일 오후 3시 30분부터 GSEF 홈페이지와 GSEF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라이브로 공

유되며, 자세한 내용은 GSEF2021 홈페이지(https://gsef-net.org/ko)에서 확인할 수 있다.

▲ GSEF 2021 10월 8일 진행되는 SDSN Youth Korea와 라이프인의 주관세션  ⓒ라이프인  

관련기사

GSEF 2018 왜 빌바오에서 열리나

2018 빌바오 GSEF , '도시와 사회적경제'의 해답을 찾다

'GSEF2020' 멕시코시티 개최...서울시 협력 약속

GSEF 웨비나, 29일 마무리…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변화 논의한다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사회연대경제

[김창진 교수와 크리스 이사장 대담] 위기 때마다 주목받는 사회연대경제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개최

사회연대경제(SSE) 가치사슬(Value Chain) 대안 될 수 있나?

"한국 사회적경제, 더 강한 존재감을 뿜어라"

식량사슬의 전환 알고 싶어? 같이 책 읽으며 알아보자!

SDG 청년 아카데미, 지속가능 미래 위한 청년의 역할 알아보자

한국SDGs청년플랫폼, 24일 4기 발대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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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기사

청년혁신가들이 말하는 "청년을 위한 OO"

[Gsef-라이프인 수다회] 무기력이 가장 무서운 적, 청년은 노력 중

[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세대가 변화시키는 세상, 기후위기를 극복하라

韓 청년, '식량사슬의 전환과 혁신' 위해 모였다

[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이 말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면 생기는 일

[Gsef-라이프인 수다회] 청년은 OO중!

[Gsef-라이프인 수다회] 혐오와 증오의 사회에서 변화와 혁신의 단초

[Gsef-라이프인 수다회] 사회적 경제와 혁신, 청년이 주체가 된 그 현장 속에서

[Gsef-라이프인 수다회] 기후운동과 사회적경제의 연대를 위해

'지발'로 온 청년의 목소리, 임팩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GSEF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사회적 금융의 역할과 미래' 사회적 금융 세션 개최

GSEF2021, 지발로 걸어온 청년, 지발로 걸어가는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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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오름차순

댓글 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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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관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적가치를 담아내겠습니다.

 메일보내기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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