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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폴 래드  Paul Ladd

UN사회개발연구소 소장 Director of UNRISD

학 력

워릭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 경제학 학사

워릭대학교 계량개발경제학 석사

워릭대학교 명예법학박사

경 력

2015. 10 - 현재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소장

UNRISD 소장을 맡기 전에는 10년간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의제 2030’ 협의 

및 기술자문 지원팀을 이끌었고, 2008~2009년에는 유엔사무총장에게 금융/

경제위기의 영향 및 G20에 관한 자문을 제공했다. 영국 재무부 정책자문위원, 

크리스쳔에이드(Christian Aid) 수석경제학자 및 정책국장 권한대행, 영국 국제개발부 

남아프리카담당 경제자문위원, 가이아나(Guyana) 중앙은행 금융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기조연사	 Keynote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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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Received�BSc�in�Economics�and�his�MSc�in�Quantitative�Development�Economics�from�the�University�

of�Warwick.�In�2016,�awarded�an�honorary�Doctorate�in�Law�(LLD),�also�by�the�University�of�Warwick.

CAREER

Director�of� the�UN�Research� Institute� for�Social�Development� (UNRISD)�since�October�2015.�

Before�joining�UNRISD,�spent�10�years�at�UNDP�most�recently�as�Director�of�the�team�supporting�

consultations�and�technical� inputs�for�the�2030�Agenda.�From�2008-2009,�provided�support�to�the�

Office�of�the�UN�Secretary-General�on�the�impacts�of�the�financial�and�economic�crisis�and�the�G20.

�

Previously,�policy�adviser�for�the�UK�Treasury,�Chief�Economist�and�acting�Head�of�Policy�with�Christian�

Aid,�the�UK�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s�economic�adviser�for�the�southern�Africa�

region,�and�a�financial�adviser�in�the�Central�Bank�of�Guyana.

KEYNOTE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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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내외 귀빈 여러분,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서울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서울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올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자리에 저를 연사로 초청해주신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UNRISD)라는 유엔 산하기관의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로 개발 관련 문제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 학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관한 연구도 점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용과 배제

오늘 저는 세계적 맥락에서 본 사회적경제와 포용성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성장은 상당부분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경제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성장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작지만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남반구 여러 국가들은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이로 인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별이 낡은 것으로 보일 만큼 생활수준의 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분명 중요한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소득 측면에서도 그렇고, 보건서비스, 

교육, 식수와 위생시설, 양질의 주거에 대한 접근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층이동을 통해 중산층에 진입하면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국내투자, 교육여건 개선, 생산적 노동력의 존재, 그리고 1980년대 이후 

무역규모가 8배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국제협력 등이 그 예입니다. 

그러나 성장이 정체된 부국이든 급격히 성장하는 빈국이든 상대적 승자와 패자의 패턴이 변해왔다는 점은 대부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이사와 주주에게 돌아가는 이윤은 더욱 커졌고, 복잡한 기업소유구조 하에서 조세회피처로 돈이 

몰리며 부유층은 이익을 누렸습니다. 국가재정은 긴축기조 속에서 커다란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은 감소했습니다. 최근 성장하는 긱 경제(gig economy)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권 

후퇴와 연금 삭감이 이루어졌고, 많은 이들은 불안정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성장과 어떤 식으로든 연결된 사람의 

수는 늘었지만, 극단적 경쟁 속에 이러한 연결은 상당 부분 가치를 잃게 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소득수준에 걸쳐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소득 불평등은 1980년 이후 북미/아시아에서 급격히 심화되었고, 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심화되었으며, 중동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브라질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소득 상위 0.1%는 하위 50%와 같은 수준의 

국제적 맥락에서 본 사회적경제와 포용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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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

이익을 성장으로부터 가져갔습니다.1

포용성 부재의 핵심에 자리잡은 소득 및 자산 불평등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 선진국의 새로운 세대는 부모 세대만큼 부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많은 국가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었고, 일부에서는 기대수명도 감소했습니다.

-   사회의 모든 계층이 낸 세금으로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20세기의 사회협약(social compact)이 무너지고 정치적 - 

균열이 심화되었습니다.

- 정치인, 기존의 제도/기관,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불평등 심화 추세는 포용성장 및 친빈곤층 성장(pro-poor growth)에 대한 학계의 일반적 

개념과 상충합니다. 

학계와 여러 기관에서 사용하는 친빈곤층 성장의 개념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진보적 관점을 취할수록 불평등 해소를 

중시합니다. 극빈층의 소득이 부유층보다 빠르게 증가해야 하며, 부유층의 부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가운데 빈곤층을 

절대빈곤에서 겨우 벗어나게 하는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포용성장은 취약계층과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며, 민족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리적 제약을 고려합니다. 궁극적으로 포용성장은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와 

같은 학문적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세계 대부분 국가의 성장은 친빈곤층 성장도, 포용성장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처럼 세계의 안정을 해치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한편 지구에 부담을 주고, 지구 시스템에 존재하는 

한계를 파괴해왔습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부를 쌓기 위해 재생 불가능한 화석연료와 희귀금속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는 소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개 크기의 폐기물 매립지가 생겨났고, 바다는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으며, 대기와 식품시스템에는 유독성 미세입자와 화학물질이 침투했습니다. 그 동안 사업모델에서 

이러한 오염과 피해로 인한 비용은 무시되었습니다. 현재의 소비를 위해 미래에서 커다란 대출을 받아온 셈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경제성장은 미래세대의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필요도 포용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세대 

간에 포용될 수 없음은 물론, 자원재활용과 폐기물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포용성은 물론 자원활용과 

폐기물 측면에서 지속가능성도 없는 성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처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각국 정부는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대신할 의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유엔 차원에서 

1    Facundo Alvaredo, Lucas Chancel, Thomas Piketty, Emmanuel Saez, and Gabriel Zucman, 「세계 불평등 및 성장의 코끼리 곡선(The Elephant Curve 

of Global Inequality and Growth)」, 2017. WID.world Working Paper Series (No. 2017/20), forthcoming in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apers and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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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제 2030’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를 채택했습니다.

의제 2030은 한국을 포함한 193개 회원국에 의해 2015년 9월 채택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의 

참여에 의해 수립되었습니다.

의제 2030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지속가능성의 전통적 의미)은 물론 경제적 지속가능성,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빈곤, 불평등, 교육, 보건, 일자리, 도시, 그리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자연환경의 모든 

측면에 관한 목표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보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제 2030에서 포용성장은 하나의 목표이자 다른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이해됩니다. 사실 의제 2030 자체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Leaving no one behind)’는 약속을 담고 있기에 전반적으로 포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제를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 인센티브, 행동양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다른 국가를 돕자는 

원조나 자선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국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고용주로서, 그리고 정부와 기업에서 일상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평범한 일들의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배제와 지속불가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모델의 실패에 대한 직접적 대응입니다. 또한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목표와 환경적 목표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의제 2030의 실행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부문’은 그 정의에 대해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이질적 성격이 있습니다. 우선 소규모 협동조합, 

여성단체,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가 포함됩니다. 영리를 추구하지만 사회적/환경적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기업도 

포함된다는 견해 역시 존재합니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사회연대경제(social and solidarity economy)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우선으로 하며 협동, 자조(self-help), 민주적 자주관리의 원칙과 실천을 따르는 기업, 지역사회단체, 자발적 단체, 다시 

말해 가치기반의 비국가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생산, 교환, 소비의 양식’으로 정의합니다.

사회연대경제의 핵심은 이윤보다 사회적/환경적 목표를 우선으로 삼고, 경제활동에서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주적 

자주관리와 적극적 시민의식의 관점에서 경제적 실천을 성찰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사회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2

사회적경제의 정치적 측면은 사회적/환경적 측면만큼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는 부가 위로 향하는 착취의 모델과 달리, 

참여자들이 직접 주도하며 자신이 만들어내는 사회적/환경적 임팩트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은 제어되지 않는 자본주의가 지구를 위협하고 지구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안녕을 해치면서 만들어내는 

폐해와 불의를 피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사회개발연구소는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과 임팩트에 관해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몇 가지 주제를 예로 들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취약계층의 기여와 역할, 페미니즘 관점, 경제성장 모델의 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각국 정부가 

설정한 목표에 사회연대경제가 기여할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총체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의 모든 측면을 강조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다층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둘이 서로 잘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러한 결합의 잠재력을 

2    P. Utting, 2015a. 「서론: 사회연대경제의 규모 확대라는 과제(Introduction: The Challenge of Scaling Up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P. Utting (ed.) 

『사회연대경제: 주변부를 넘어(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Beyond the Fringe 』, Zed Books. (http://www.unrisd.org/80256B3C005BCCF9/%28httpA

uxPages%29/0E6AD972672826FFC1257E12005DFD1C/$file/Introduction%20S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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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대화할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국제사회적경제포럼(GSEF)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연구가 마무리되는데, 바로 이곳 서울에서 사회적경제가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 모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아시아 외환위기, 성장률 

둔화, 사회문제, 일자리 문제에 대한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사회적경제는 서울시의 적극적 육성 정책에 힘입어 

성장해왔고, 2017년 11월 발표된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SDG)’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가 SDG 실행에 기여할 잠재력을 100% 실현하기 위해 중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경제 부문을 포함한 비정부 주체와 정부가 정책의 공동수립을 위한 실질적 생태계와 민주적 참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과제

사회적경제가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성장을 촉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격상 의제 2030의 실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주요 과제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확고히 해야 하며, 가치가 보편적으로 준수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의 

원칙은 사회적경제를 만들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에서 나옵니다. 사회정의와 다양성의 원칙, 지역사회와 환경보호 

중시 등이 모두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개인주의, 상업주의, 소비주의로 흘러온 세상, 결국은 잘못된 우선순위를 따라온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를 

확고히 하려면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역할은 공교육체계만큼 

결정적입니다.

둘째,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센티브 및 규제(필요한 경우)의 개편, 

재정지원, 재정정책 등 공공정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기업에 흘러 들어가는 보조금을 

사회적경제로 돌리고 기업 외부에서 창출되는 가치에 보상해야 합니다. 사회적경제가 하룻밤 사이 자본주의의 지배적 형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기업’들은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결국 자신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경제의 임팩트 측정을 개선해 사회적경제의 스토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윤’은 워낙 분명한 지표인 만큼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위성계정(satellite account)부터 참여적 방법까지 구체적 방안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임팩트 측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적경제의 성공스토리를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연구의 중요성

이와 관련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 부분은, 사회적경제의 잠재력과 한계 모두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무엇이 가능한지, 본질적 한계는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연구, 사회적경제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최선의 

공공정책은 무엇인지에 관한 연구, 또한 사회적경제의 임팩트를 더욱 정확히 측정해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도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근거를 활용해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두 오늘 국제포럼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이 속한 단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와 힘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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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NOTE SPEECH

Introduction

Your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It’s a pleasure to be in Seoul again. It’s a city that I have been to many times, and I always uncover something new on each 

visit.

I would like to than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for inviting 

me to speak this afternoon at this important conference.

I’m the Director of an organization within the United Nations called UNRISD – the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We undertake multidisciplinary research on the social dimensions of contemporary development issues. We 

have a significant and growing portfolio of research on the social economy.

Inclusion and Exclusion

I’m going to talk today about the social economy and inclusive growth in the global context.

I will argue that much of the economic growth we see today in the world is neither inclusive nor sustainable, but that there 

are lessons we can learn from the social economy to reorient future growth processes.

But let me start with a tiny glimmer of good news. As you know, strong economic growth i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but also many other countries of the Global South, has meant a convergence in living standards between what we 

used to call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 now increasingly obsolete terms.

This is not an insignificant trend. Millions more of the world’s people are lifting themselves out of poverty, whether we define 

that in terms of money, or improving their access to health, education, water and sanitation, and better housing. They are 

moving up the ladder, joining the middle class, and improving their prospects.

This has happened for several reasons – domestic investment, strengthened education, a pool of productive labour, and a 

period of cooperation that saw international trade grow eight-fold from 1980 to the present day. 

But within nearly all economies – rich but stagnating, or poor and growing – the pattern of relative winners and losers has 

been shifting.

We’ve seen higher profits to reward bosses and shareholders, and complex ownership structures that have allowed money 

to be concentrated in tax havens for the benefit of the wealthy.  National budgets have come under increasing pressure at 

a time of austerity.

At the same time, the remuneration and job security of employees – including in the growing gig economy – has been 

The Social Economy and Inclusive Growth in the Glob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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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ded.  Labour rights have been stripped back; pensions eroded.  Jobs have become precarious for many.

So while the number of people in some way connected to global economic growth has gone up, the terms of that inclusion 

have lost some of their value in this ultra-competitive global context.

As a result, inequalities of both income and wealth have risen in most parts of the world, in countries at all income levels.

Since 1980, income inequality has increased sharply in North America and Asia, grown moderately in Europe, and stabilized 

at a very high level in the Middle East, sub-Saharan Africa, and Brazil.

Overall, in the same period, the top 0.1% has captured as much growth as the bottom half of the world adult population. 

The income and wealth inequalities at the centre of this lack of inclusion have led to a range of additional side-effects ….

-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ewer generations who won’t be as well off as their parents.

- Declining mental health in many countries; even declining life expectancy in some.

-   Political fractures and the breakdown of the 20th century social compact where all levels of society contributed 

through taxation to public goods and services.

- A growing distrust of politicians, of institutions, of business.

This dynamic of growing inequality within most countries is at odds with the dominant academic understanding of both 

inclusive and pro-poor growth.

There are different definitions of pro-poor growth used by institutions and academics, but the more progressive require that 

inequality is also addressed. That is, that the growth in incomes of the poorest people should grow faster, relatively, than 

the incomes of the wealthiest people. It is not enough to simply lift poor people marginally out of poverty if the wealth of the 

richest continues to balloon.

And economic growth that is truly “inclusive” also addresses vulnerable groups, gender dynamics, recognizes different 

ethnicities, and considers geographical constraints. Ultimately, approaches to inclusive growth ensure that opportunities are 

available to all people.

Using these academic benchmarks, growth in most parts of the world is neither pro-poor nor inclusive.

If that wasn’t enough ….

We’ve manufactured these destabilizing inequalities on the back of our planet, breaching or threatening a number of 

planetary boundaries.

To get to our levels of wealth, we are rapidly exhausting our non-renewable fossil resources. We are using up our rare 

metals. We are polluting the planet with the waste products of our consumption – landfill sites the size of one hund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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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ball pitches, plastic in the oceans, toxic particles and chemicals in the air and in our food systems. We have excluded – 

in an accounting sense – the cost of all this pollution and damage from our business model. We have thus borrowed a big 

loan from the future to pay for our consumption today.

This type of economic growth reduces opportunities for future generations, and so isn’t inclusive of their needs either.

So this growth is not inclusive inter-generationally, and it certainly isn’t sustainable in terms of resource use and waste 

products.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SDGs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se growing challenges encouraged governments, in their discussion at the UN on what 

should replac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to adopt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ts 

associated seventee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2030 Agenda was agreed by 193 Member States in September 2015,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It was 

developed in a participatory way with inputs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civil society, business, and academia. 

It is an action agenda to support sustainability in its many dimension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course (perhaps the 

traditional sense), but also economic sustainability, and social sustainability.

It comprises goals on poverty, inequality, education, health, jobs, cities, and all aspects of the natural environment – climate 

change, biodiversity and ecosystems.

Importantly it is universal in nature, covering all countries. 

Inclusive growth itself figures in the agenda, both as a goal, but importantly as a way of contributing to the other goals.  More 

broadly, the DNA of the entire agenda is inclusive because it commits to ‘leaving no one behind’.

To make progress on this agenda requires much deeper thinking about politics, incentives, and behaviours.  It is not simply 

an aid or charity agenda, to support other countries.  It is about the normal things that we do everyday, as people, as 

employees, as employers, in governments and in business.

The Social Economy

This is where the social economy comes in, and why we are here today.

The social economy is a direct response to this current failing economic model of exclusion and unsustainability.

And at the same time it lends itself well potentially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with its emphasis on social and 

often environmental objectives.

The social economy ‘sector’ is heterogenous – people have their own idea of what falls into this category or not. We have 

small cooperatives, women’s groups, social enterprises, not for profits. For some it includes businesses that do aim to make 

a profit, but are fully cognizant of their social and environmental responsibilities.

At UNRISD we work with the concept of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We define this as forms of production, exchange and 

consumption undertaken by non-state, values-based, enterprises and community and voluntary organizations that prioritize 

social and environmental objectives, and – importantly – are guided by principles and practices of cooperation, self-help, 

solidarity, and democratic self-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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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is fundamentally about reasserting social control over the economy by giving primacy to 

social and often environmental objectives above profits, emphasizing the place of ethics in economic activity, and rethinking 

economic practice in terms of democratic self-management and active citizenship.  

The political aspects of these activities are as equal important as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emphasis. It is not a model of 

extraction where wealth trickles up – rather, these activities are owned by the participants, who are then directly responsible 

for their broader societal and environmental impacts.

The point is that they are all, in some way or other, seeking to avoid the excesses and unjustness of a rampant capitalism 

that left unchecked denigrates the health of the planet and the wellbeing of the people that live on it.

UNRISD has a large body of research that looks at the potential and impact of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the role 

and contribution of vulnerable groups to SSE, feminist perspectives, and how it contributes to the goals and targets that 

governments have set themselves in terms of reforming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ility.

It is an obvious contention that the holistic nature of the social economy, with its emphasis on all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maps very well onto the multidimensional and universal se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fact, current UNRISD research looks to explore how we can maximize this potential.

One of our ongoing projects that will conclude in the next couple of months, supported by the Global Social Economy 

Forum, GSEF, assesses how the social economy contributes to the localized SDGs in this very city: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a strong commitment to both the social economy and the SDGs. Th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itself has been a reaction to the Asian Financial Crisis, slower growth, and social and employment 

pressures.

Th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ecosystem in Seoul has been purposefully nurtured by the Metropolitan Government 

and will be a powerful force in achieving the S-SDGs – the Seoul’s localization of Agenda 2030 that was launched in 

November 2017.

One of the main emerging findings from the research is that the social economy can only exert its full potential as a means 

of implementation of the SDGs whe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actors – including those in the social economy itself 

– can establish a meaningful ecosystem for co-construction of policies and democratic participatory governance.

Challenges

Given the potential of the social economy for mor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

And given how its characteristics automatically lend it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

How can we best support the growth of the social economy?

I believe that we all need to pay attention to three main challenges:

First, we need to underpin the values of the social economy, and not be complacent that these are universally held. The 

principles of the social economy flow from the values of the people who create and work in them. Principles of social justice 

and diversity; of valuing community and environmental stewardship.

Education is an important way of underpinning those values in a world that has tended in recent decades towards 

individualism, to commercialism, to consumerism. To a world that, frankly, has started to get its priorities in the wro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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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ducation needs to start at a young age – the role of the family is as critical as the formal schooling system.

Second, we need to do what we can to get the social economy to scale. There is a critical role for public policy – in 

terms of aligning incentives and regulation (if necessary), financial support and fiscal policy. The subsidies that we currently 

channel to businesses that degrade the environment and erode social cohesion would be better aimed at the social 

economy; to reward value created outside of the business. The social economy will not become the dominant form of 

capitalism overnight. But there is a lot that entities in the social economy can teach ‘normal’ business about the importance 

of approaches to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at will also ultimately improve the sustainability of the 

business.

And third, we need to measure the impact of the social economy better, so that we can better tell its story. This is very hard 

to do – “profit” is such a clear indicator. But increasingly there are ways to do this well – ranging from satellite accounts to 

participatory methods. We need to build on these and communicate the successes of the social economy. 

Importance of research

This leads me to my final point – the need for continued research into both the potential and limitations of the social 

economy.

We need more research into case studies that show what can be done, and where the natural limits lie. We need more 

research on the best configurations of public policies that support the growth of the sector. And we need research into more 

refined ways of measuring the impact of the social economy, so that we have a solid base to argue from.

In time that evidence can also be brought to bear to shape public policy in relation to the broader economy.

I hope you enjoy the Leaders Forum today, and that the Forum gives you ideas and momentum for your own organizations.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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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빈  Jung Bien MOON

고려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Korea University

학력

1995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99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0 런던정치경제대학교 정보시스템학 석사

2002 럿거스 대학교 경제학 석사

2007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경영학 및 응용경제학 박사

경 력

2007. 8 - 2009. 1 상하이교통대학교 경제경영대학 조교수

2009. 3 - 2013.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2013. 3 - 2018. 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2015. 1 - 2015.12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마셜경영대학 객원교수

2018. 3 -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좌		장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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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1995� B.A.�in�Economics,�Seoul�National�University�

1999� M.Sc.�in�Economics,�London�School�of�Economics�&�Political�Science�

2000� M.Sc.�in�Information�Systems,�London�School�of�Economics�&�Political�Science�

2002� MA�in�Economics,�Rutgers�University,�New�Brunswick�

2007� Ph.D.� in�Managerial�Science�and�Applied�Economics,�The�Wharton�School,�University�of�

� Pennsylvania�

CAREER

2007.�8�-�2009.�1� Assistant�Professor,�Antai�College�of�Economics�&�Management,�Shanghai�Jiao��

� Tong�University

2009.�3�-�2013.�2� Assistant�Professor,�Korea�University�Business�School,�Korea�University�

2013.�3�-�2018.�2� Associate�Professor,�Korea�University�Business�School,�Korea�University

2015.�1�-�2015.12� Visiting�Scholar,�Marshall�School�of�Business,�University�of�Southern�California

2018.�3�-�present� Professor,�Korea�University�Business�School,�Korea�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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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Ⅰ

랄스 크라마  Lars Crama

블루시티 최고영업책임자 Chief Commercial Officer of BlueCity

학 력

2002 로테르담응용과학대학교 경제학 학사

2010 런던경영대학 및 케이프타운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경 력

2001 - 2003 지멘스 e-비즈니스 컨설턴트

2005 - 2014 옥시마그룹(Oxyma Group) 전략/혁신담당 이사 

2014 - 2015 얼라이언스데이터 유럽/중동/아프리카 담당 매니저

2015 - 2016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 최고마케팅책임자

2016 - 현재 이노베이터스 창립자

2016 - 현재 블루시티 CCO

이노베이터스(Innovators)를 창립해 혁신적 기업가 및 스타트업 창업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야심찬 리더들이 

이를 기반으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때 수영장이었던 12,000㎡의 공간에 

순환경제기업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 블루시티 집행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수의 기업에서 고위급 임원을 역임했다. 스타트업부트캠프에서는 최고마케팅책임자로서 유니레버, 라보은행, 

리버티글로벌 등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액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총괄했다. 또한 『포츈』 선정 500대 기업인 

얼라이언스데이터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프리시마(Precima)의 유럽/중동/아프리카 사업 확장을 이끌었다. 

마케팅기술업체 옥시마그룹(현재 다치스그룹)에서는 10년 연속 두자릿수 성장을 이끌었다.

상하이, 케이프타운, 런던에서 일하며 거주한 경험이 있다. 케이프타운대학교 및 런던경영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고객중심성, 기업혁신, 순환경제 등을 주제로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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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Education

2002� BSc�Economics�-�Hogeschool�Rotterdam

2010� MBA�-�UCT�GSB�and�London�Business�School�

CAREER

2001�-�2003� E-Business�Consultant�at�Siemens�

2005�-�2014� Director�Strategy�and�Innovation�at�Oxyma�Group��

2014�-�2015� General�Manager�EMEA�at�Alliance�Data��

2015�-�2016� Chief�Marketing�Officer�at�StartupBootcamp��

2016�-�current� Founder�at�Innovators�Inc��

2016�-�current� Chief�Commercial�Officer�at�BlueCity

Lars�is�founder�of�Innovators�Inc.com�where�he�helps�bold�leaders�future�proof�their�business,�with�a�

curated�network�of�corporate�innovators�and�startup�founders.�He�is�an�executive�board�member�at�

BlueCity,�ecosystem�for�entrepreneurs�in�the�circular�economy�in�a�12.000m2�former�swimming�pool.�

Lars�held�various�senior� leadership�roles.�As�the�Chief�Marketing�Officer�of�Startupbootcamp,�he�

directed�corporate�accelerator�programs�for�multinationals�including�Unilever,�Rabobank�and�Liberty�

Global.�Earlier,�he�headed�the�EMEA�expansion�for�Precima�Inc.,�the�fastest�growing�company�within�

Alliance�Data,�a�Fortune�500�company.�Prior�to�that,�he�grew�marketing�technology�agency�Oxyma�

Group�(now�acquired�by�Dachis�Group)�at�a�double�digit�growth�rate�for�10�consecutive�years.�

Lars�worked�and�lived�in�Shanghai,�Cape�Town�and�London.�He�holds�an�MBA�from�UCT�and�London�

Business�School.�He�is�a�frequent�speaker�and�moderator�on�topics�including�customer�centricity,�

corporate�innovation�and�circular�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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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CRAMA @BLUECITY010 

Include drone video from file 
“Subtropisch zwemparadijs Tropicana anno 2015.mp4” 

BACKUP: https://www.youtube.com/watch?v=ojZKSjyX9Iw  

creating an 
ecosystem for 
pioneers in the  
 new economy 

@LARSC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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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CRAMA @BLUECITY010 

Include drone video from file 
“Subtropisch zwemparadijs Tropicana anno 2015.mp4” 

BACKUP: https://www.youtube.com/watch?v=ojZKSjyX9Iw  

새로운 경제의 
개척자를 위한  
생태계 조성 

@LARSC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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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OUR VISION AND HOW IT STARTE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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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VISION AND HOW IT STARTED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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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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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12.000 m2 

of 
work space,  
event space, 

lab space 

30+ 
entrepre- 

neurs 

35+  

events per 
year 

1500+  
visitors  

per month 



33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토크콘서트Ⅰ

귺무, 행사, 
랩(lab)을 위한 

공간 
12,000 m2  

기업가  
30명 이상 

연간 행사 
35건 이상 

매달 
방문자 

1,5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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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verted  
31.3 tonnes  

of coffee into  
6201 kilos of 
mushrooms” 

“We converted  
31.3 tonnes  

of coffee into  
6201 kilos of 
mushro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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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31.3톤을 
버섯 6,201kg으로 

바꾸다 

커피 31.3톤을 
버섯 6,201kg으로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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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grow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We grow the  
next generation  
of des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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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다 

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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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ursue  
a tax shift from 
labour to natural 
resource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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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대신  
천연자원 사용에 
세금을 매기는 
시스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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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Space 

Work 

Events 

Lab 

Corporate 
partners 

Policy  
Makers Public 

a strong 
ecosystem 

Circular 
Entrepreneurs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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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귺무 

행사 

랩(Lab) 

파트너 기업 

정책당국 
대중 

튼튼한 
생태계 

순환경제 
기업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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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Labs 

Food 

Living 

Water 

Inspiration and knowledge 

COMMUNI
TY EVENTS 

Program 

Inspire 

Educat
e 

Activat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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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랩 
(Living Lab) 

식품 

생활 

물 

Inspiration and knowledge 

COMMUNI
TY EVENTS 

프로그램 

새로운 
자극 

교육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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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always seems 

impossible,  
until it’s done 

 
www.bluecity.nl 

@larsc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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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기 전까지는 
뭐든지 불가능해 

보인다! 
 

www.bluecity.nl 
@larscr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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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Ⅰ

마코스 로마노스  Markos Romanos

클레너지 최고운영책임자 COO & Project Manager of Klenergy

학 력

2006 - 2009 노팅엄대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기계공학 학사

2011 - 2012 에든버러 네이피어대학교(Edinburgh Napier University) 

 에너지/환경공학 석사 

2012 - 2015 덴마크공과대학교 지속가능에너지공학 석사

경 력

지난 3년간 클레너지의 프로젝트매니저 및 최고운영책임자로 일했다. CHP 

수소저장장치 헬리오스(HELIOS)를 개발한 클레너지는 에너지부문에 혁신과 비즈니스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클레너지는 지난해 초부터 에너지부문의 디지털화에 집중하고 있다. ‘파일런 

네트워크(Pylon Network)’는 투명성과 보안성이 특징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발전 

및 송전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프로젝트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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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2006�-�2009� University�of�Nottingham

� Bachelor�of�Engineering�(B.Eng.),�Mechanical�Engineering,�Second�Class�Honours�

� Lower�Division�(2.2)

2011�-�2012� Edinburgh�Napier�University

� Master�of�Science�(MSc),�Energy�and�Environmental�Engineering,�Second�Class�

� Honours�Upper�Division,�2.1�(Wighted�Avg:�67%)

2012�-�2015� DTU

� Master�of�Science�(MSc),�Sustainable�Energy,�7�(Weighted�Avg.)

CAREER

Markos�has�been�the�Project�Manager�and�COO�of�Klenergy�for�the�last�3�years.�Starting�with�the�

development�of�a�CHP�hydrogen�storage�unit,�HELIOS,�Klenergy�always�knew�that�the�energy�sector�is�

in�urgent�need�for�innovation�and�a�change�of�the�business�paradigm.

Since�the�beginning�of�last�year,�Klenergy�focuses�on�the�digitalization�of�the�energy�sector.�With�its�

latest�project,�Pylon�Network,�the�team�is�aiming�to�leverage�the�transparent,�immutable�nature�of�

blockchain�technology,�in�order�to�optimize�power�generation�&�distribution�and�accelerate�the�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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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MENICO HAS A PROBLEM 

Unlocking the inclusion & cooperation 
potential in the energy sector. 

PYLON NETWORK:  
An open-source, peer-to-peer energy trading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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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니코의 고민 

에너지부문 포용/협력의 잠재력을 현실로 

오픈소스 P2P 에너지거래 플랫폼 
파읷런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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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GRID IS CAUSING BOTH 
PROBLEMS 

PASSIVE. NOT-SO-SMART GRID. 
CO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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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고민의 원읶은 전력망 

수동성, 고비용 
 스마트하지 않은 전력망 

프란체스카의 고민 

필요한  
에너지 

생산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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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AN EXPERIMENTAL MARRIAGE: 
BLOCKCHAIN & ENERGY 

2. WHAT PROBLEMS CAN THIS MARRIAGE SOLVE? 

1. WHAT IS BLOCKCHAIN? 

NOW PICTURE THIS: 

P2P||LOCAL||DECENTRALISED|| 
TRANSPARENT||TRACEABLE || IN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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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블록체읶과 에너지의 실험적 결합 

2. 이들의 결합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 

1. 블록체읶(BLOCKCHAIN)이란 

이런 방법은 어떨까? 

P2P||지역화||분산형||투명성||이력추적||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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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CHALLENGES FOR 
BLOCKCHAIN 

THE 3Ds IN THE DISTRIBUTED ELECTRICITY MARKET 

SCALABILITY 

MARKET IMPLEMENTATION - IMPACT 

REALISTIC (ENERGY SECTOR) APPROACH 

BENEFITS FOR THE ENERGY 
SECTOR 

P2P transactions unlock unprecedented abilities for the electricity market: 

Traceability & Certification 

Transparency 

“Smart-Grid” Op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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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블록체읶의 과제 

분산형 전력시장의 ‘3D’ 

규모확장성 

시장 적용과 그 영향  

에너지부문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 

에너지부문에 발생하는 이익 

P2P 거래를 통해 처음으로 현실화되는 전력시장의 가능성 

이력추적&읶증 

투명성 

스마트그리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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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PYLON NETWORK 

Source: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Bitcoin/Ethereum Energy Consumption Index”; 15 Sep 2017. 

AND WHAT ABOUT 
ENERGY D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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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파읷런네트워크 

수요 
관리 

시장 규제당국 / 
발전사업자 

송전망 

배전망 

전력업체/ 
협동조합 

소비자 
(전력업체 고객) 

자료: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New Energy Finance) “비트코읶/이더리움 에너지소비 지표(Bitcoin/Ethereum Energy Consumption Index)”; 2017년 9월 15읷. 

블록체읶의 에너지 수요 

블록체읶의 에너지 수요 

아이슬란드 

거래당 소요전력량(kWh) 

비트코읶 

탄자니아 

이더리움 

남수단 

비자카드 

연간 총 전력소비량(TWh) 

비트코읶 이더리움 비자카드 

비자카드의 
에너지효율은 
비트코읶의 
최대 2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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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VALIDATION MILESTONES 

- Scalability 
- Env. Impact 
- Benefits from smart-metering (consumer, GoiEner) 
- Impact of multi-point PPAs 
- Demand response/aggregator potential 
- Financial impact of daily settlement/billing cycles 
- Cost comparison with “traditional” IT architectures. 
- DSO participation in demo  

DEMO WITH GOIENER 
ENERGY COOP  

Bottoms-up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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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시범사업의 검증기준 

- 규모확장성 
- 환경적 영향 
- 스마트측정의 이익(소비자, GoiEner) 
- 다중 전력구매계약(PPA)의 영향 
- 수요반응/수요관리사업자(aggregator)의 가능성 
- 읷단위 청구/결제 사이클의 경제적 영향 
- ‘전통적’ IT 아키텍처 대비 비용  
- 배전망운영자(DSO)의 시범사업 참여  

시장 규제당국 / 
발전사업자 

송전망 

배전망 

전력업체/ 
협동조합 

소비자 
(전력업체 고객) 

시범사업: GoiEner 에너지협동조합 

‘아래에서 위로’ 접근법 

시장 규제당국 / 
발전사업자 

송전망 

배전망 

전력업체/ 
협동조합 

소비자 
(전력업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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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PYLON NETWORK DEMO  

https://pylon-network.org/#demo  

VALIDATION MILESTONES 

- Scalability 
- Env. Impact 
- Benefits from smart-metering (consumer, GoiEner) 
- Impact of multi-point PPAs 
- Demand response/aggregator potential 
- Financial impact of daily settlement/billing cycles 
- Cost comparison with “traditional” IT architectures. 
- Expansion of DEMO focus with D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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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파읷런네트워크 작동 시연  

https://pylon-network.org/#demo  

시범사업의 검증기준 

- 규모확장성 
- 환경적 영향 
- 스마트측정의 이익(소비자, GoiEner) 
- 다중 전력구매계약(PPA)의 영향 
- 수요반응/수요관리사업자(aggregator)의 가능성 
- 읷단위 청구/결제 사이클의 경제적 영향 
- ‘전통적’ IT 아키텍처 대비 비용  
- 배전망운영자 중심의 시범사업 확대 

시장 규제당국 / 
발전사업자 

송전망 

배전망 

전력업체/ 
협동조합 

소비자 
(전력업체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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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THE REVOLUTION WILL NOT BE CENTRALISED 

PYLON NETWORK PROJECT 

( ) 

PYLON NETWORK DEMO – 
ENERGY CERTIFICATION  

https://pylon-network.org/#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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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변혁은 중앙집중형으로 읷어나지 않을 것이다 

PYLON NETWORK PROJECT 

파읷런네트워크 작동 시연 – 
에너지 읶증 

https://pylon-network.org/#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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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17 

MARKOS ROMANOS 

markos@Klenergy-tech.com  

+45 2035 3002 

 

    @klenergy-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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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17 

마르코스 로마노스 

(MARKOS ROMANOS) 

markos@Klenergy-tech.com  

+45 2035 3002 

 

    @klenergy-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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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Ⅰ

사이드 모하매드 알람기르  Syed Mohammad Alamgir

그라민은행 국제사업본부장 International Program Department, Grameen Bank

 General Manager & Head of the Department

학 력

다카대학교 경영학 학사 및 회계학 석사

경 력

노벨상을 수상한 무함마드 유누스 교수와 함께 그라민은행을 초창기부터 이끌었고,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직책을 맡았다. 

- 국제사업본부장: 국내/국제연수 담당

- 권역관리자: 권역본부 7개, 지점 70개 이상 총괄

-   그라민아발 콜롬비아(Grameen Aval Colombia) 사업국장: 그라민은행을 모델로 

콜롬비아에 은행을 설립하고 운영/회계/감사/서비스규정/리스크관리 매뉴얼 작성. 

기타 중남미 지역의 그라민은행 모방 사업 총괄. 

- 권역감사책임자: 지점 70개 이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팀 관리/감독

- 지역관리자: 지점 10개에 대한 감독/모니터링 총괄

- 지점장: 회원 1,500명 규모의 지점 설립

포용적 금융, 농어촌 금융, 여성 임파워먼트, 지속가능발전, 체납관리, 재난정책, 

내부감사 등을 주제로 다양한 국내외 세미나, 심포지엄, 컨퍼런스, 워크숍, 대화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고 있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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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Education

B.Com�(Hon’s),�M.com�(Accounting),�University�of�Dhaka.

CAREER

One�of�the�earliest�associates�of�Nobel�Laureate�Professor�Muhammad�Yunus�during�the�initial�period�

of�Grameen�Bank.�Since�then�serving�as,�

-�Head�of�International�Program�Department.�(�In-charge�of�National�and�International�Training)

-�Zonal�Manager�(Controlling�Authority�of�more�than�70�Grameen�Bank�Branches,�7�Area�offices)

-���Project�Director,�Grameen�Aval�Colombia;� (Founded�Grameen�Bank�replication� in�Colombia�and�

prepared�its�Operational,�Accounting,�Audit,�Service�Rules,�Risk�Management�Manual.�During�this�

time�supervised�Grameen�replication�project�in�South�and�Central�American�region.)

-���Zonal�Audit�officer�(�Control�&�Supervise�audit�teams�who�audited�more�than�70�Grameen�Bank�

branches�day�to�day�work.)

-�Area�Manager�(Supervising�and�Monitoring�authority�of�10�Grameen�Bank�Branches)�

-�Branch�Manager�(Founded�a�Grameen�Bank�Branch�containing�1500�members)

Participate�various�national�and�international�seminars,�symposiums,�conference,�workshops,�dialogue�

programs�and�meetings�on�financial� inclusion,�rural�financing,�women�empowerment,�sustainable�

development,�delinquency�management,�disaster�policy,�internal�audit�and�many�more�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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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Let’s watch a short video 
“A Hope of New Life, 2min” 

(Video has in different file) 

‘The social economy's business 
strategy for inclusive growth - 

 
       Grameen Bank’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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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영상 시청 
<새로운 삶에 대핚 희망>(2분) 

포용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 사업전략: 그라민은행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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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Exclusively focused on the rural poor (landless and asset-less), 
especially women. 

 
  Borrowers organized into small homogeneous groups. 
 
  Group members select each other. 
 

Strategy….. 

 
No collateral will be required & 
banking services will be provided at 
the doorstep. It is based on "trust", not 
on legal procedures and system.  
 
Promotes credit as a human rights. 

Grameen Bank Project was born at the village Zobra in  1976 

1976-1979 : Economic & Action Research project of Chittagong 
University.  

1979-1983 : Pilot project Central Bank of Bangladesh.  

Mission… 

In October 1983, established as an independent 
financial institution.  

Origin….. 

Providing comprehensive financial services, 
empowering the poor to realize their 
potential and break out the vicious cycle of 
pov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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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토지와 자산이 없는 농어촌 빈곤층, 특히 여성에 집중 
 

 대출자를 동질성을 가짂 작은 그룹으로 조직 
 

 작은 그룹 구성원들이 서로를 선택 
 

젂략 

 
 무담보 대출, 가정방문 서비스 

 
 법적 젃차/시스템이 아닌 ‘싞뢰’ 
기반 운영 

 
 읶권으로서의 싞용(credit) 증짂 

1976년 조브라(Zobra) 마을에서 그라민은행 프로젝트 시작 

1976~1979년: 치타공대학교 경제/행동연구 프로젝트 

1979~1983년: 방글라데시중앙은행 시범사업 

미션 

1983년 10월: 독립 금융기관으로 설립 

시작 

빈곤층이 자싞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빈곤의 악순홖을 깰 수 있도록 포괄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핚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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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What GB has done in these years… 

• US$ 1.7 billion loan 
outstanding and about US$ 
2.5 billion deposit 
outstanding. 

• GB offers 5 types of the loan 
between 0%-20% interest 
rate and 7 types of saving 
between 3.5% -12% interest 
rate. 

• Recovery rate is 99.23%.  

• More than US$ 24.39 billion loans have been disbursed since 
inception. 

• Grameen Bank operates as a normal bank with Social 
Development Program. 

Strategy…… 

• Loan sizes will grow with each loan cycle & repayments will be 
broken into small installment to make it easier. 

 
• Loan transactions will be conducted in an open way.   

• The borrowers will choose their 
own investment. 

 
• The loan offers for creating self-

employment, income-generating 
activities and housing for the poor, 
as opposed to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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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그라민은행의 홗동 

• 총 대출잒액 약 17억 달러 
• 총 예금잒액 약 25억 달러 
• 대출상품 5가지 
     (금리 0~20%) 
•  예금상품 7가지 
     (금리 3.5~12%) 
• 대출회수율 99.23% 

• 설립 이후 대출총액 243억 9천만 달러 이상 

• 그라민은행은 사회개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읷반은행 

젂략 

 
• 대출을 받을 때마다 핚도가 늘어나며, 대출금 분핛상홖 가능 

 
• 대출은 공개적으로 집행 

• 대출자가 직접 투자처 선택 
 
• 대출은 소비가 아니라 빈곤층의 
소규모 사업 또는 소득창출 홗동, 
주거를 위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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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Grameen Bank business model…… 

 A business model that does not maximize profit but 
maximize benefit for its members. 

 Grameen Bank provides dividends to its shareholders. 

 75% shares owned by borrowers. The 
remaining 25% owned by Government 
of Bangladesh 

 In case of death of a borrower 
remaining loan & Interest is paid off 
by loan insurance and the deceased 
family gets taka 2000 as life 
insurance.  

What GB has done in these years… 

• 719,963 houses have been built by housing loan. 
 

• 53,645 university students received US$ 52.22 million loans. 
 

• More than US$ 2.26 million has been disbursed to 110,000 
beggars. About 19,000 of them have left begging. 

• Last year 8.9 million 
borrowers have 
invested US$ 2.34 
billion for income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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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그라민은행의 사업모델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회원의 이익 극대화 추구 

 주주배당 실시 

 주식의 75%는 대출자, 나머지 
25%는 방글라데시 정부 보유 

 대출자 사망시 대출원금/이자 
잒액은 대출보험에 의해 상홖되며, 
사망자 유족에게 생명보험금으로 
2천 BDT 지급 

그라민은행의 홗동 

• 주거대출로 주택 719,963 호 건설 
 

• 대학생 53,645명에게 학자금 5,222만 달러 대출 
• 11만 명 이상에게 극빈자대출 226만 달러 대출, 약 1만 

9천명이 극빈상태 탈출 

• 2017년 대출자 
890만 명, 소득창출 
투자액 23억 4천만 
달러 

대출분야 현황(2017년 12월, BDT) 

서비스업 3%  
(458억 3,100만) 

축산/수산업 21%  
(3,391억 4,800만) 

농업/임업 26%  
(4,307억 9,300만) 

가공/제조업 18%  
(3,025억 3,700만) 

소매업 12%  
(1,897억 3,500만) 

판매업 1%  
(153억 500만) 무역업 19%  

(3,180억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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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Replication…….. 

 Grameen Bank model has 
been replicated in many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Kosovo, USA, UK, 
Myanmar, Indonesia, 
Costa Rica, Bahrain, 
Guatemala, Mexico, 
Zambia, Colombia and 
South Korea (Joyful 
Union). 

 A good part of these countries is developed countries or 
underdeveloped countries. 

More than 8% local 
government representative 
has been elected from 
Grameen Bank members in 
local government election 
during the period of 2004-
2015. 

Social Development Program…… 
 Social development agenda which is known as Sixteen Decision 

(http://www.grameen.com/16-decisions/). 
 Each year 27,000 scholarships for borrowers’ children, 50% of them 

have earmarked for the girls. 

 Grameen Bank also has a policy for risk and disaster management. 
 
 About 68% members have crossed the poverty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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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그라민은행 모델의 확산 

 그라민은행 모델이 
확산된 나라: 중국, 읶도, 
코소보, 미국, 영국, 
미앾마, 읶도네시아, 
코스타리카, 바레읶, 
과테말라, 멕시코, 
잠비아, 콜롬비아, 
핚국(싞나는조합) 

 선짂국과 저개발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2004~2015년 지방선거 
당선자의 8%는 
그라민은행 회원  

사회개발 프로그램 
 ’16계명’으로 알려짂 사회개발 의제 
    (http://www.grameen.com/16-decisions/) 
연간 대출자 자녀 장학금 2만 7천건 지급(50%는 여아 핛당) 

그라민은행 차원의 리스크관리/재난관리 정책 수립 
회원 약 68%가 젃대빈곤 탈출 

생홗의 모든 면에서 규율, 단합, 
용기, 귺면의 정싞을 가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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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us :  

Syed Mohammad Alamgir,  
General Manager & Head of the 
Department  
g_iprog@grameen.com, salamgir835@gmail.com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 Grameen believes that poverty can be overcome. We can 
establish a world that will be finally free of poverty. 

Conclusion 

• The easiest way 
to accomplish 
this task is to 
provide the 
poor with easy 
access to credit. 

• We have a dream that poverty will go to the mus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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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바랍니다. 

Syed Mohammad Alamgir  
국제사업본부장 
g_iprog@grameen.com, salamgir835@gmail.com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라민은행의 기초는 ‘빈곤은 극복핛 수 있다’는 믿음 
• 젃대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결론 

• 빈곤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빈곤층의 
싞용대출 
접귺성 향상 

• 젃대빈곤이 박물관에 들어가는 날을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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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팜  Jimmy Pham

코토 창립자 KOTO Founder

학 력

1993년 호주 시드니의 헤이튼칼리지(Hayton College)에서 관광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개발원(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에서 

고성과리더십(High Performance Leadership) 과정을 수료했다. 

경 력

코토는 1999년 홈리스 청소년 9명이 운영하는 샌드위치 노점으로 시작해 오늘날 다수의 상을 수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했다. 코토는 열악한 환경 속에 소외된 베트남 청소년을 위해 

삶의 지혜, 영어, 식당경영 등을 가르치는 24개월 직업훈련집중과정을 운영한다. 

창립자 지미 팜은 2006년 ‘James Strong Outstanding Leadership Award’(호주, 고객서비스 국제전문가 부문)를 

수상했고, 2009년 슈왑재단(Schwab Foundation) ‘올해의 사회적기업가상’ 결선에 진출했다. 같은 해 아시아 

최고의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경제포럼 뉴챔피언서밋(New Champions Summit)에 참석했으며, 

2011년에는 사회적기업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경제포럼 ‘영 글로벌 리더’에 선정되었다. 코토는 BBC, CNN, 

뉴욕타임즈 등은 물론 호주 ABC, 베트남 VTV, 스위스 슈바이처라디오/TV, 한국 KBS와 MBC, 미국 PBS 에도 

소개되었다. 

지미 팜은 2008년부터 사회적기업에 멘토링, 인큐베이션, 재정을 제공하는 베트남 NGO 사회이니셔티브진흥센터 

(Centre for Social Initiatives Promotion)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7년 8월, 사회이니셔티브진흥센터는 

베트남의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기업 이니셔티브를 장려하기 위해 블루스왈로우(Blue Swallows) 시상식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주최했다. 코토는 사회적기업 부문의 개척자로 선정되었다.

지미 팜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특히 베트남의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활동을 인정받아 2013년 호주 

국민훈장을 받았다. 코토는 대만민주주의재단 아시아민주주의/인권상 결선에 진출했고,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유니세프 제1회 베트남 사회혁신 제로어워드를 수상하기도 했다.

회사법 개정을 위한 오랜 노력 끝에 코토는 2016년 베트남 최초의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었다. 지미 팜은 

국제전문역량연구소(International Specialized Skills Institute) 해외응용연구 펠로우십에 선정되었고, 2017년 3월에는 

한국에서 상금규모 2위이자 가장 명예로운 상 중 하나인 포스코 청암상을 수상했다(지역사회개발/기부 부문). 

지미 팜은 2년 연속(2015~2016) 색스턴스피커뷰로(Saxton Speakers Bureau) 선정 최고의 강연자 40인에 

이름을 올렸고, 다양한 컨퍼런스(Experian, CPA-Australia, Web In Travel 등), 교육기관(RMIT 대학교, 

뉴사우스웨일즈대학교, 컬럼비아대학교, 맥쿼리대학교, 스탠퍼드대학교), 비정부단체(유니세프, ECPAT, 유엔, 

사회적기업월드포럼) 등에서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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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He�studied�at�Hayton�College�(Sydney,�Australia)�and�received�his�tourism�management�certificate�in�

1993.�He�has�also�undertaken�coursework�at�the�prestigious�International�Institute�for�Management�

Development�(IMD)�(Lausanne,�Switzerland)�in�High�Performance�Leadership�(HPL).

CAREER

From�a�sandwich�stall�manned�by�nine�street�youth�in�1999,�KOTO�has�grown�into�an�internationally�recognized�and�

award-winning�non-profit�social�enterprise�providing�a�24-month�intensive�vocational�training�program�in�life�skills,�

English�language�and�restaurant�hospitality�for�at-risk�and�disadvantaged�youth�in�Vietnam.

In�2006,�Jimmy�received�the�James�Strong�Outstanding�Leadership�Award�(International�Customer�Service�

Professionals;�Australia);�in�2009�he�was�a�finalist�for�the�Schwab�Foundation�Social�Entrepreneur�of�the�Year�award,�

the�same�year�he�also�participated�at�the�World�Economic�Forum’s�New�Champions�summit,�the�foremost�global�

business�leaders�gathering�in�Asia.�In�2011,�Jimmy�was�again�acknowledged�by�the�World�Economic�Forum,�this�time�

as�a�Young�Global�Leader�for�his�social�enterprise�work.�KOTO�has�been�featured�in�media�such�as�BBC�News,�CNN�

News�and�The�New�York�Times,�as�well�as�broadcast�on�Australian�Broadcasting�Corporation�(ABC),�VTV�(Vietnam),�

Schweizer�Radio�und�Fernsehen�(Switzerland),�Korea�Broadcasting�System�(KBS,�MBC)�and�PBS�Public�Broadcasting�

Service�(United�States).��

Jimmy�has�been�on�the�Board�of�Directors�for�CSIP�(Centre�for�Social�Initiatives�Promotion)�since�2008,�a�Vietnamese�

non-governmental�organization�which�mentors,�incubates�and�funds�social�enterprises.�Recently�in�August�2017,�CSIP�

and�VCCI�collaborated�to�organize�the�Blue�Swallows�ceremony�to�recognize�and�honor�business�initiatives�for�social�

changes�in�Vietnam.�KOTO�was�awarded�as�a�pioneer�in�the�field�of�Social�Enterprise.�

In�2013,�Jimmy�was�appointed�a�Member�of�the�Order�of�Australia�(AM),�an�honor�acknowledging�his�significant�

service�to�the�community,�particularly�with�marginalized�children�and�youth�in�Vietnam.�KOTO�was�named�finalist�

for�the�Taiwan�Foundation�for�Democracy�Asia�Democracy�and�Human�Rights�Award�and�KOTO�was�awarded�the�

inaugural�UNICEF�Vietnam�Zero�Award�for�Social�Innovation�for�its�work�championing�the�rights�of�children�and�youth.

In�2016,�KOTO�became�the�first�legally�registered�entity�operating�as�a�social�enterprise�in�Vietnam�aftermuch-sought�

changes�to�the�national�law�on�Enterprises.�Jimmy�was�awarded�the�Overseas�Applied�ResearchFellowship�with�the�

International�Specialized�Skills�Institute�(ISSI).

In�March�2017,�Jimmy�was�the�recipient�of�the�POSCO�TJ�Park�Prize,�the�second�largest�and�most�prestigious�award�

in�South�Korea,�under�the�Community�Development�and�Philanthropy�category.

Jimmy�was�ranked�in�the�top�40�motivational�speakers�for�two�years�in�a�row�(2015-2016)�by�Saxton�Speaking�Bureau.�He�

has�spoken�at�numerous�conference�events�(Experian,�CPA-Australia,�Web�In�Travel,�etc.),�educational�institutes�(RMIT,�

NSW�University,�Columbia,�Macquarie�and�Stanford)�and�NGO�(UNICEF,�ECPAT,�UN,�Social�Enterprise�World�Forum)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84

Talk Concert Ⅰ

“The greatest accomplishment 
for someone who has helped you 

is to stand on your own feet 
and help someone else 

who reminds you of yourself 
because if you know one 

then you should teach one”  
KOTO founder - Jimmy P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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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싞을 도와준 이에게  

최고의 성취는 

자신의 두 발로 일어서고  
과거의 자싞을 떠오르게 하는  
다른 이를 돕는 것이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  

지미 팜(Jimmy Pham), 코토 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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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KOTO 

a not-for-profit Social enterprise 
providing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at-risk and 
disadvantaged youth 

 
KOTO is a family and a new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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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 소개 

 
열악핚 환경 속에 소외된 청소년의  
개인적, 직업적 발전을 돕는  
비영리 사회적기업 

 
코토는 하나의 가족이자 새로운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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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 Program 
 
 

 
 
 
 

International 
Hospitality 

Qualification 
 
 
 

Hospitality Training 

Work Placement 

Life skills 

English 

24
 m

on
th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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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 프로그램 
 
 

 
 
 
 

외식업 
국제자격증 
취득 외식업 교육 

취업 

생활 속 기술 

영어 

24
 개
월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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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 
Social 
Enterprise 
Model 

More Than Just A Classroom    

Dream Bottle Ceremony   Dream Trip  

Winter Appeal   Lunch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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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의 
사회적기업 
모델 

하나의 교실, 그 이상    

드림보틀 (Dream Bottle) 의식 드림트립(Dream Trip) 

겨울 봉사활동  런치 모의평가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92

Talk Concert Ⅰ

 
Government policies do not bring  benefits for Social Enterprise. 
Welfare for disadvantaged backgrounds are limited. 
Vietnam business environment 
Local mindset: Community understandings and acceptance of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sustainable future for Vietnamese youth. 
Human capability: Managing such a diverse group of youth & their 
backgrounds is very complicated. Many of our KOTO trainees come 
from backgrounds which include gangs, working on the streets, human 
trafficking and other significantly disadvantaged backgrounds. 
Financial difficulties – Cost of raising children is rising. We have 
business tax on our income thus taking away from what we can put 
back into KOTO.  
Deliver an international curriculum in a local environment. 

Our Challenges 

KOTO 
Social 
Enterpri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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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정부 정책 , 소외계층에 대핚 
제핚적 복지 
베트남의 기업환경 
대중의 사고방식: 베트남 청소년을 위해 지속가능핚 미래를 만드는 
일이 왜 중요핚지에 대핚 공동체 차원의 인식/수용 수준 
인적 역량: 폭력조직, 거리생활, 인싞매매 등 여러 열악핚 환경을 경험핚 
청소년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양육비용의 상승, 법인소득세 지출로 인해 코토에 다시 
활용핛 수 있는 재원 감소 
 

베트남의 국내환경에서 국제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 

과제 

KOTO의 
사회적기업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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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    There is more 

Our Achievements 
1. 100% job placement success.  
2. 90% KOTO retention rate. 
3. A shining model and mentor for over 300 SEs working in this 

space.  
4. First legally recognised SE in Vietnam! 
5. Change perception of the “hands up instead of hands out” 

approach to charity. 
6. Awards and accolades: Young Global Leader, Order of Australia, 

POSCO and the TJ Park Award. 
7. Active alumni network around the world who continue spreading the 

philosophy of the “Know One, Teach One”. 
8. A strong partnership with brands such as the UN, Unilever, GroupM, 

Starbucks and PwC.  
9. Our KOTO graduates now work at 

 the world's best hotels & restau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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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아직 끝이 아닙니다 

성과 
1. 취업률 100% 
2. 코토에 남는 비율 90%  
3. 같은 부문의 사회적기업 3백개 이상을 위한 우수모델 창출, 멘토링 
4. 베트남에서 법적으로 인정받은 최초의 사회적기업! 
5. 기부에 대한 인식 변화: ‘일방적 자선에서 파트너십으로’ 
6. 수상경력: 영 글로벌 리더, 호주 국민훈장, 포스코 청암상 등 

7. ‘하나를 알면 하나를 가르친다’는 코토의 철학을 적극 전파하는 전 
세계 동문 네트워크  

8. 유엔, 유니레버(Unilever), 그룹엠(GroupM), 스타벅스, PwC 등과 
긴밀핚 파트너십 구축 

9. 세계 최고의 호텔/식당에서 일하는 동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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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mployment 

695 
alumni 

154 
current 
trainees 

Our Alumni 
The Future Leaders of KOTO & Hospitality Industry 

62% of staff are KOTO Alumni 

around  
the World 

Alumni are placed 

3 Alumni hold Masters/MBA and Bachelor’s 
Degrees from Australian Universities 
 40 Alumni are now in KOTO extended busi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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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100% 

동문 
695명 

현재 
교육생 
154명 

동문 네트워크 
코토 및 외식업의 미래 리더 

62% 직원 중 코토 동문 비율 

세계 곳곳에서  일하는 동문들 

3명 호주 대학에서 학사 및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핚 동문 

40명 코토에서 확장핚 사업에  
종사하는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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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ards Sustainability 

Financial 
 
Resource 
 
Community Engage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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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성을 향해 
재무적 측면 
 
자원 
 
지역사회 기여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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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sor 

Donate 

Buy 

Volunteer 

Eat 

 
 
 
 
 
Be a part of 
change 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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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후원 

기부 

구매 

자원봉사 

식당이용 

체인지메이커들과 
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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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희  Da hui Yu

공공미술프리즘 CEO CEO of Community Design FREEZOOM

학 력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석사과정 수료

NEW YORK FILM ACADEMY & KAIST 문화기술전문대학원

경 력

- 현 공공미술프리즘 대표 (2003 ~)

- 현 사단법인 사회혁신기업가네트워크 이사

- 현 광주발산창조문화마을 총괄 PM

- 현 서울특별시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 위원

- 현 광주광역시 녹색성장위원회 및 도시재생뉴딜사업 평가위원회 위원

- 현 부천시 2017년 골목형시장(고강시장) 육성사업 추진 특성화위원회 위원

- 현 아시아 마을 NGO 캠프 전문위원

수상내역

- 사회성과인센티브 2nd 어워드, 사회성과인센티브 추진단(2017년)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표창, 창조경제혁신센터 업무유공자 부문(2015년)

- 창업진흥원 “앙트르프러너쉽(창의기업가) 상”(2013년)

- “2012년 정책현장 감동인물” 오찬 간담회 참석 / 국무총리실

- 여성신문사 “2010 올해의 여성문화인상 – 신진여성 미술기획 부분”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부분 공로패”(2009년)

- 문화체육관광부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 표창장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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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Education

B.FA. Fine Art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 Fine Art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New York Film Academy & KAIST Graduate School of Culture Technology 

CAREER

President, Community Design FREEZOOM (2003-Present)

Board member, Social Innovation Entrepreneurs Network (Present)

Project Manager, Gwangju Balsan Creative Cultural Village (Present)

Member, Advisory Council on Citizens’ Hall,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esent)

Member, Green Growth Committee an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Evaluation Committee, 

Gwangju City Hall (Present)

Member, Street Market Acceleration and Specialization Committee, Bucheon City Hall (Present)

Professional Advisor, Asia Village NGO Camp (Present)

Awards

2nd Place, Social Impact Incentive Promotion Committee (2017)

Person of Honor (Creative Economy Innovation Center),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Entrepreneurship Award,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2013)

Recognized as person of excellence on the field of policy implementation 2012, Prime Minister’s Office

Women Cultural Professional of the Year (Fine Arts Planning), Womennews (2010)

Person of Merit (Building Cultural Community), Korea Arts and Culture Education Service (2009)

Person of Honor (Korea Hope Project),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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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Community design FREEZOOM” is a social enterprise that 
plans new suggestions about relationship 
between area, space, the environment, and people. 
 
And through this process, 
we pursue social values with much more people. 
 
“Freezoom” means prism that reflects light, 
and “free-zoom,” or “free-zone” as well, 
which mean the expansion of human perception. 
 
Community design FREEZOOM exists 
and begins from closer points in our daily life. 
 
Community design FREEZOOM provides 
solutions to a better life. 
 
Community design FREEZOOM creates 
practical alternatives through art & culture. 
 
Community design FREEZOOM focuses on 
creating relationships with people, places, and processes. 

유 다 희 
劉多喜  

YU DA HUI 

公共艺术棱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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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공공미술프리즘은 지역, 공간, 환경, 사람의 관계에 관한 
새로욲 제안을 기획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프리즘’은 빛을 반사하는 프리즘(prism)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간 인식의 확장을 추구하는  
프리줌(free-zoom), 프리존(free-zone)을 뜻하기도 합니다. 
 
 
공공미술프리즘은 , 
 
일상생활의 가까운 곳에서 존재하며 시작합니다. 
 
더 좋은 생활을 위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예술과 문화로 실용적 대안을 창조합니다. 
 
사람, 장소, 프로세스 사이의 관계형성에 주목합니다. 

유 다 희 
劉多喜  

YU DA HUI 

公共艺术棱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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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CASE 1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people were forced to immigrate. 
The town where these people have lived 
after coming back to the country. 
We design the longing of the special neighbors. 

FREEZOOM plans an integrated regional culture that leads to positive 
impacts on the region and cities. 

FREEZOOM conducts policy research on various issues and challenges.  FREEZOOM builds an environment for creative problem-solving 
through design thinking, or process methodology. 
 

FREEZOOM provides comprehensive design solutions based on community 
design and branding for creating a vibrant cultural space.  

DESIGN CULTURE COMMUNITY 

Community culture policy lab  
& Branding, Incubating 

Regional regeneration / 
Integrated consulting & Demonstration projec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design, 
Design consulting and production 

Public craft workroom, Workshop, cultural planning, 
promo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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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사례 1 
일제강점기, 강제이주를 당했던 사람들. 

이들이 조국에 돌아와 살아온 마을. 

특별한 이웃의 그리움을 디자인하다. 

공공미술프리즘은 지역과 도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통합적 지역문화를 
기획합니다.  

공공미술프리즘은 다양한 이슈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연구조사를 합니다.  공공미술프리즘은 문제 해결형 디자인씽킹, 즉 프로세스방법론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의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기획합니다. 
 

공공미술프리즘은 문화 공간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커뮤니티디자인과 
브랜딩을 통해, 설계 및 디자인 등 종합적 방안을 제시합니다.  

디자인 문화 커뮤니티 

커뮤니티 문화정책 랩/브랜딩, 인큐베이팅 사업 

지역재생/통합컨설팅 및 시범사업 종합적 환경디자인, 디자인컨설팅 및 제작시공 

창의공방, 워크숍, 문화기획, 프로모션 등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08

Talk Concert Ⅰ

 

The whale deep under the sea━our 
dream and hope━swam through our 
memories to reach the blue land where 
we truly belong to. The blue whale is our 
dream and hope. 

Imperial Japan forced 150,000 Koreans to immigrate to 
Sakhalin. About 50,000 of them couldn’t return after 
liberation. The Koreans in Sakhalin reques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upport their visits to Korea. 
Japan financed the construction of the “Homeland 
Village” apartment complex in the city of Ansan.  

Map of Sakhalin + The Mystical Whale  

They could not write any word in Korean. 

So, they had great longing for their homeland . 

However, 

after coming back to Korea, 

they began missing their life in Sakha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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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한글로 아무것도 쓰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이들 

하지만 

한국에 돌아온 이후 

이들은 사할린 시절을 그리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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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Fancy but sad area, 

the village called “Yong-joo-gol” 

CASE 2 
After the Korean War, 
communities were destroyed to make way for 
red-light districts near the U.S. army base. 
We design the town and our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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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화려하지만 슬픈 지역, 

‘용주골’이라 불리는 동네 

사례 2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변의 홍등가 조성을 위해 

파괴된 커뮤니티. 

마을과 우리의 이웃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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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CASE 3 
In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80s, 
female workers in textile factories 
lived in a shantytown. 
We design the town`s future that 
meets with new neighbors. 

Designing experience between local residents.  
We change negative images of town by ourse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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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Ⅰ

사례 3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 
방직공장 여공들의 달동네. 

새로운 이웃과 만나는 

마을의 미래를 디자인하다. 

마을의 부정적 이미지를 스스로 바꾸다 
지역 주민들 사이의 경험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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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Non-energetic town Young generation meets  
local residents 

Local residents and the youth work 
together 

Youth move in  

Empty spaces 
filled up 

Community 
restored 

Sustainable 
economy 

Balsan Creative 
Cultural Village 

Population aging 
Residents moving out  
Increased idle space  
Increased crime rate 

Creative Cultural Village  
“Young Balsan” Local regeneration platform 

for creative economy 

Social issues resolved: dismantled 
communities, empty spaces 

Empty 
house 

Idle 
space 

Industrialization in the 1970-80s 

Now our town got too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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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력없는 마을 청년과 주민의 만남 지역주민, 청년과 함께 

1970~80년대 산업화 시대 

이제 마을은 너무 나이를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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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Local 
resident 

Company Local 
government 

PM team Local youth 

Community 
Culture 

Sustainability 
Economy 

Public 
design 

Organic 
cooperation 

Voluntary 
space 

< Regional Regeneration Platform >  

Restoration of leader group 

Creative culture 

Organize community culture teams 
 

Create community culture for residents 

Job creation in town 

Motivation 

Experience one’s own initiatives  
through new residents moving in 

 
Make the community more vibrant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Economic impact 

Identify entrepreneurial models 
 

Expand businesses 
 

Establish community businesses  
run by residents 

 

Creative 
value 

Balsan  
Creative 
Culture 
Village 

Indepen
-dence 

Special-
ization 

Creative 
actor 

People Culture 

Environ
men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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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업 
지자체 

PM단 지역청년 

공동체 
문화 

지속가능 
경제 

공공 
디자인 

유기적 
협력 

자발적 
공간 

<지역재생 플랫폼>  

리더 집단의 복원 

창의문화 

마을활동 문화팀 발굴 
주민커뮤니티 문화 형성 

마을 일자리 창출 

모티베이션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한 
주도적 활동경험, 마을 활력 

지역문화 발전 

경제효과 

창업모델발굴, 사업확장 
주민 커뮤니티비지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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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CASE 4 
Shuangxi, an Asian village with history. 
A language with tradition meets  
other villages, residents, and strangers 
to tell a new story. 

Designing our own town with local residents and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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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아시아의 오랜 마을,  샹시. 
오랜 전통이 있는 언어가  
다른 마을과 주민을 만나,  
이방인들과 만나는 이야기 

지역주민, 청년과 함께 우리 마을을 디자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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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Lu’s House meets again 

 
A 500-year old village in Taiwan 

We meet the unfamiliar village 

and listen to the stories of residents. 
collect the life patterns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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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납니다 
루스 하우스는 

 

대만의 500년 된 마을 

그 낯선 마을을 만나고 

그곳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시간의 생활패턴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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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We witness how the civic movement is built from below 
on the fields of action 

and together, envision changes for a future of the civil society. 

CASE 5 
Social innovation network. 
Values for a new environment 
of the civil society. 
The vision of the goo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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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은 자발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현장을 찾고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미래를 함께 그립니다. 

사례 5 
사회혁신 네트워크 
시민사회의 새로운 환경을 위한 가치 
그 선한 가치가 갖는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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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Ⅰ

FREEZOOM's design restores relationship 
and creates culture for everyone. 

 
Design for comprehensive social and regional problems 
 will become a tool to find places, regions, and people 

that have been isolated  
du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ace. 

 
From a few expert groups  

to community design involving everyone, 
we will design a sustainable environment. 

 
FREEZOOM designs the role of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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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의 디자인은 관계를 복원하고  
모두를 위한 문화를 창출합니다. 
 
포괄적 사회/지역 문제에 대한 디자인은  
인류의 발전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장소, 지역, 사람을 찾
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전문가그룹이 아니라  
모두가 참여하는 공공미술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을 디자인할 것입니다. 
 
프리즘은 디자인의 역할을 디자인합니다. 



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Social Economy  
- The Engine of Inclusiv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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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Talk Concert  Ⅱ

좌장 

이재열 ┃ 서울대 교수

연사 

에드 마요┃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데이빗 르페이지┃Buy Social Canada 공동창립자&디렉터

토마스 스트라웁┃제네바 대학교 교수

라이언 싱┃ Invoq Health 최고운영책임자

정무성┃숭실사이버대 총장

Chair 

Jae Yeol YEE┃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peaker 

Ed Mayo┃Secretary General of Cooperative UK

David Lepage┃Co-founder, Director of Buy Social Canada

Thomas Straub┃Professor of GSEM, University of Geneva

Ryan Singh┃Chief Operating Officer  of Invoq Health

Moo Sung CHUNG┃  President of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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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이재열  Jae Yeol YEE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학 력

1984 서울대학교 사회학 학사

1986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1992 하버드대학교 사회학 박사

경 력

1996 - 현재 서울대 교수

1996 - 현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국사회과학연구원장

2009 - 현재 한국고등교육재단 이사

2004 - 2007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좌		장	 Ch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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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Education

1984� B.A.�Sociology,�Seoul�National�University

1986� M.A.�Sociology,�Seoul�National�University�

1992� Ph.D.�Sociology,�Harvard�University

CAREER

1996�-�Present� Professor,�Seoul�National�University�

1996�-�Present� Director,�Korea�Social�Science�Institute,�Asia�Center,�Seoul�National�University

2009�-�Present� Board�Member,�Korea�Foundation�for�Advanced�Studies

2004�-�2007� Director,�Institute�for�Social�Development�and�Policy�Research,�Seoul�National�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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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에드 마요  Ed Mayo

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of Cooperative UK

학 력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액센츄어(Accenture)에서 경영컨설턴트로 잠시 일한 

후 세계개발운동(World Development Movement)에 참여해 1992년까지 대표 권한대행을 

역임했다. 

경 력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 인볼브(Involve) 의장, 유럽협동조합연맹(Co-operatives 

Europe) 부대표 등 경제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다양한 단체 및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5년 출간된 『협동조합 경쟁력: 혁신, 협동, 그리고 기업소유권의 공유가 

영국에 좋은 이유(The Co-operative Advantage: innovation, co-operation and why sharing 

business ownership is good for Britain)』와 『컨슈머 키드(Consumer Kids)』의 공저자로 

참여했다.

2003 ~ 2009년에는 국립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 위원장을 역임하며 

다른 기관 두 곳과의 통합을 추진해 2008년 새로운 법정 소비자권익기구를 출범시켰다. 

세계경제포럼 ‘영 글로벌 리더(Young Global Leader)’ 후보에 선정되었으며, 2007년에는 

윤리적 경제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런던 메트로폴리탄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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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His�original�degree�is�in�philosophy,�from�Cambridge�University.�After�a�short�period�as�a�management�

consultant�at�Accenture,�Ed�joined�the�World�Development�Movement,�serving�as�acting�Director�until�

1992.�

CAREER

Ed�is�Chair�of�the�participation�charity,�Involve�and�Vice-President�of�Co-operatives�Europe�-�as�well�as�being�

involved�in�a�range�of�organisations�and�enterprises�that�promote�a�fairer�and�more�sustainable�economy.�He�is�

editor�of�The�Co-operative�Advantage:�innovation,�co-operation�and�why�sharing�business�ownership�is�good�for�

Britain,�published�in�2015,�and�co-author�of�the�book�Consumer�Kids.

From�2003�-�2009,�he�was�Chief�Executive�of�the�National�Consumer�Council,�merging�this�with�two�other�

bodies�to�found�a�new�statutory�consumer�champion�in�2008.

Ed�was�nominated�a�‘Young�Global�Leader’�by�the�World�Economic�Forum�and�in�2007�he�was�awarded�an�

honorary�doctorate�from�the�London�Metropolitan�University�for�his�work�to�build�an�ethical�economy.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32

Talk Concert Ⅱ

The Social 
Economy and 
Inclusive Growth 
 
 
Ed Mayo 
www.uk.coop 
@edmay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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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포용성장 
 
Ed Mayo 
www.uk.coop 
@edmay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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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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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협동합시다!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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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Ownership is the driver for economic inclusion or 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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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포용/배제를 가르는 관건: 소유구조 

런던주식거래소 기준  

개읶주주 비율, 절반으로 감소 전체 노동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 
 
연기금 소유주식  
총 시장가치 
 
개인 소유주식  
총 시장가치 
 
경제소유구조지수 
(Economic Ownership 
Index) 
 
* 1985년=100 

영 국 은  혁 명  중 
━━━━━━━━━━━━━ 
사람들은 사회에 이익이 되는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동참하세요! 
━━━━━━━━━━━━━ 
사 회 적  경 제  동 맹 
━━━━━━━━━━━━━ 
좌파/우파 최고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금융 
상호부조   사업 
공동체   주식 
윤리적   투자 
지역    시장 
공정    무역 
사회    이익  

좌파/우파 최고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 
사 회 적  경 제  동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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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A bold commitment to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nationwide, with multi-layered and 
resourced co-operative 

development programmes 

Make the corporate framework 
within which co-operatives operate 

as user-friendly as possible 

Promoting and supporting worker 
buyouts as part of an inclusive 
business succession strategy 

Accelerate investment in co-
operatives, including tax support 

for people pooling their money and 
sharing ownership in co-ops 

2

One day most businesses will be  
run in a participative way, giving  
a say to those involved.

The best of these will be the 
foundations for a different kind of 
economy, one in tune with our values. 

These will be co-operatives. 

And this is how it st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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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다층적 
정책과 풍부한 자원을 동원해  
과감한 지역사회 경제개발 
목표를 전국적으로 설정한다. 

협동조합이 최대한 사용자 
친화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업 프레임워크를 만든다. 

 

포용적 기업승계 전략의 
일환으로 직원에 의한 회사 
인수를 지원/촉짂한다. 

협동조합에 출자하고 소유권을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도입해 협동조합 
투자를 활성화한다. 

2

One day most businesses will be  
run in a participative way, giving  
a say to those involved.

The best of these will be the 
foundations for a different kind of 
economy, one in tune with our values. 

These will be co-operatives. 

And this is how it starts…

스웨덴 
수준의  
평등 

영국 
수준의  
세금 

기업 사이의 부와 힘이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분배될 경우 달성 가능 

 

이것이 짂정한  

포용경제 

얶젠가 기업의 대부분은 이해당사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그 중 가장 뛰어난 기업들은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기반이 될 것이다. 

 

협동조합이 바로 그런 기업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보고 있다. 

2017년  
영국 협동조합 현황 

협동조합  

소유자 

1,400

만 명 

협동조합의 
연간 

국민경제 
기여 

360억 
파운드 

협동조합  

약 7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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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In the Scottish Highlands, a co-op is 
helping to bring hope to a town left 
behind by the national economy 
 “Thee, Ferintosh! O sadly lost! Scotland lament frae coast to coast!” 

Rabbie Burns on a distillery closure 

Glenwyvis Distillery is bringing whisky production back 
to the town of Dingwall, Scotland almost a century after 
the last distillery closed down, in turn helping to 
regenerate a town which the economy had left behind. 
3,000 people came together to invest £2.6 million in a 
co-op, a great example of raising ‘community shares’, 
which will become the world’s first community-owned 
distillery, using local barley and renewable energy and 
attracting tourists to th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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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국민경제에서 소외된 
스코틀랜드 고지대 마을에서 희망 키운다 

“아, 페린토시(Ferintosh)여! 안타깝게도 사라졌구나! 온 스코틀랜드가 
탄식하도다!” – 양조장 폐쇄에 대한 로버트 번즈의 시 중에서 

약 100년 전 양조장이 모두 문을 닫은 스코틀랜드 
딩월(Dingwall)에서 다시 위스키가 생산된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글렌와이비스 양조장(Glenwyvis Distillery)이 들어선 
것. 3천여 명이 260만 파운드를 ‘지역사회 
주식(community shares)’ 방식으로 양조장 협동조합에 
투자했다. 세계 최초의 지역사회소유 양조장이 될 
글렌와이비스 양조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보리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관광객을 유치할 계획이다. 
 

디지털경제를 우리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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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르페이지 David Lepage

Buy Social Canada   Co-founder, Director of Buy Social Canada

공동창립자&디렉터

학 력

1966 - 1971   세인트노베르트대학교(St. Norbert College) 종교학 학사

경 력

-   바이소셜캐나다 공동창립자, 경영이사/파트너  

바이소셜캐나다는 사회적 구매를 위한 관계형성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 납품업체 및 구매기관에 대한  

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한다 (www.buysocialcanada.com).

-   지역사회임팩트부동산(Community Impact Real Estate, CIRE) 이사  

CIRE는 밴쿠버 다운타운이스트사이드(Downtown Eastside)의 상업용 건물을 활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이다.

-   사회적기업연구소(Social Enterprise Institute) 창립파트너  

사회적기업연구소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가를 위한 온라인 학습/코칭/자료 플랫폼이다(www.socialenterprisei

nstitute.ca). 

-   액셀러레이팅소셜임팩트(Accelerating Social Impact) CCC 총괄컨설턴트  

캐나다 최초의 하이브리드 사회적기업 ASI를 통해 사회적 가치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우호적 

공공정책환경 조성, 사회적 구매기관 및 임팩트투자자를 위한 자문 등의 활동을 이끌고 있다. 농어촌과 

도시, 문화권을 가릴 것 없이 사회적기업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캐나다 사회적기업협의회(Social Enterprise Council of Canada) 의장, 사회적기업월드포럼 조직위원, 캐나다 

지역경제개발 네트워크(Canadian CED Network) 정책위원, 이매진캐나다(Imagine Canada) 자문위원, 

밴쿠버파머스마켓(Vancouver Farmers’ Market) 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프레더릭턴대학교(University of 

Frederickton)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서 사회적기업 리더십을 가르치고 있다. 2006 ~ 2013년까지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 ‘Enterprising Non-Profits’ 매니저로 일했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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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1966-1971� St.�Norbert�College�BA,�Religious�Studies

CAREER

David�LePage�is�co-founder,�Director�and�Managing�Partner�of�Buy�Social�Canada.�Buy�Social�Canada�facilitates�

social�purchasing�relationships�and�offers�a�certification�program�for�social�enterprise�suppliers�and�purchasers.�

(www.buysocialcanada.com�)

David�is�Executive�Director�of�Community�Impact�Real�Estate,�CIRE,�a�social�enterprise�in�Vancouver’s�

Downtown�Eastside�using�commercial�property�to�create�social�and�economic�value�for�low�income�residents.

He�is�a�founding�partner�of�the�Social�Enterprise�Institute,�SEI.�SEI�is�an�accessible�on-line�learning,�coaching�and�

resources�platform�for�social�enterprises�and�social�entrepreneurs.�(www.socialenterpriseinstitute.ca�)

David�is�a�Principal�with�Accelerating�Social�Impact�CCC,�Ltd.,�one�of�Canada’s�first�ever�hybrid�social�enterprise�

corporations.�Through�ASI�he�provides�social�value-based�business�advice�and�consulting,�promotes�a�supportive�

public�policy�environment�and�advises�social�purchasers�and�impact�investors.�His�years�of�experience�cross�all�

dimensions�of�social�enterprise�activity,�in�rural�and�urban�settings,�across�cultures,�and�internationally.�

David�is�the�Chair�of�the�Social�Enterprise�Council�of�Canada�and�Chair�of�the�Social�Enterprise�World�Forum�

Board.�

He�is�a�Program�Adjunct�and�an�Instructor�for�the�University�of�Fredericktown�Sandermoen�School�of�Business�

MBA�in�Social�Enterprise�Leadership.�

David�is�a�member�of�the�Canadian�CED�Network�Policy�Council�and�Imagine�Canada’s�Sector�Pulse.�He�is�a�

Board�member�of�the�Vancouver�Farmer’s�Market,�Ethelo�Decisions�and�Ethelo�Democracy.��David�was�the�

Manager�of�Enterprising�Non-Profits�from�2006�to�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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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Social  
Economy 

Social Value  
Market  Place 

Community  
Capital 

Healthy  
Communities 

A  social value market place  
will drive inclusive growth  
as a manifestation of the  

social economy 
 

 
 

Realizing Inclusive Growth:  
the Role of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Seoul, Korea 
June 15, 2018  

David L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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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 시장 

지역사회 자본 

건강한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시장은  
사회적 경제의 표현이며,  
포용성장을 촉진한다. 

 

 
 

포용성장의 실현: 사회적 경제의 역할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대한민국 서울 
2018년 6월 15일, 

데이비드 르페이지 
(David Le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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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Social 

Procurement 
 

Social 
Enterprise 

What is a Social Value Market Place?  

Supply 
Side 

Demand 
Side  

The Convergence of Social Procurement & Social Enterprise 

 
 

Agenda 
 What is Social Value Market Place 

 What is Social Enterprise 
 What is Social Procurement 
 Creating Community Capital 
 Transforming Communities 

 
 

Includes a Tour of Canadian Social Enterprise Models  
& Related Government Policy Initiatives 

 



147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토크콘서트 Ⅱ

사회적 
조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시장(Social Value Market Place)이란? 

공급측면 수요측면 

사회적 조달과 사회적기업이 만나는 영역 

 

 

목차 
 사회적 가치 시장 

 사회적기업 

 사회적 조달 

 지역사회 자본 형성 

 지역사회 전환 

 

+ 캐나다의 사회적기업 모델 및 관련 정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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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erprise Seeks a 
Blended Return on Investment 

Financial 
Return on 

Investment 

Social Return on 
Investment Blended Value 

Return on 
Investment 

Return on 
Investment 

What is Social Enterprise 
 

A business that sells goods or services  
 

Primary purpose is a social, environmental or cultural impact 
 

Reinvests the majority of its profits to the soci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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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혼합 ROI 

재무적 ROI 

사회적 ROI 
혼합 가치(Blended Value) 

ROI 

투자대비수익
(ROI) 

사회적 기업이란?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기업  
 

우선 목적은 사회/환경/문화적 임팩트 창출 
 

이윤의 다수를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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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Culture 
•Youth 

•Food 
Security 

•Health Care 

•Training 

•Social  
 Inclusion 

Canada’s Social Enterprise Community Impacts  

•Education 

•Disabilities 
•Succession 

•Economic  
 Development 

8 

•Seniors 

•Animals 

•Museums 

Retail 

•Catering 
•Car Shares 

•Farmers Markets 

•Health Care 

•Maintenance 

Social Enterprise Goods & Services in Canada 

•Manufacturing 

•Recreation 

•Recycle 

•Landscaping 

•Arts 

7 

•Translation 

•Retail 

•Thrift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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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문화 
•청년 

•식품안전 

•의료 

•훈련 

•사회적 포용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창출하는 임팩트 

•교육 

•장애 
•계승 

•경제발전 

8 

•노읶 

•동물 

•박물관 

Retail 

•케이터링 
•카셰어링 

•농산물직거래 

•의료 

•유지보수 

캐나다의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용역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재활용 

•조경 

•예술 

7 

•통역/번역 

•소매업 

•중고품할읶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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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Procurement 

Traditional model Trend from 1980 Emerging trend 

1700’s to 
1960 

Arising in 
1960 

What is Social Procurement? 
Leveraging a social value  

from your existing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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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의 진화과정 

전통적 모델 1980년 이후 추세 최근 성장하는 추세 

1700년대~ 
1960년대 

1960년대에 
등장한 개념 

가격 품질 품질 가격 품질 가격 

환경 
환경 사회 

사회적 조달이란? 
이미 존재하는 조달에서  

사회적 가치를 활용하는 일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54

Talk Concert Ⅱ

Traditional Procurement Model 

Economic  
Capital 

Procurement 
Demand for Goods & Services 

Based on Price & Quality 

Enterprise 
Supplier of Goods & Services 

Meets Price & Quality 

Options for Social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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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조달 모델 

경제적 
자본 

조달 
재화/용역 수요 
가격/품질기준 제시 

기업 
재화/용역 공급 
가격/품질기준 충족 

사회적 조달 

지역사회이익계약 
(Community Benefit 

Agreements) 
사회적 구매 

재화 용역 읶프라 개발사업 

사회적 조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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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rocurement 
 

Social 
Enterprise 

Social Value Market Place  

Supply Demand 

Community Capital 

Social Procurement Model 

Community  
Capital 

Social  
Procurement 

Demand for Goods & Services 
With Social Value Criteria 

Social  
Enterprise 

Supplier of Goods & Services 
Adds a Social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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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조달 

사회적 

기업 

사회적 가치 시장 

공급 수요 

지역사회 자본 

사회적 조달 모델 

지역사회 
자본 

사회적 조달 
재화/용역 수요 

사회적 가치 기준 제시 

사회적 기업 
재화/용역 공급 
사회적 가치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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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ian Social Value Market Place Policy Initiatives 
 
Federal Government 
Social Innovation & Social Finance Strategy  
Minister’s Mandate Letter includes social purchasing  
Parliamentary Bill Pending for Social Value on Infrastructure Investments  
 
Provincial Government 
Ontario Infrastructure and Community Benefits 
British Columbia Social Purchasing Guidelines 
Social Economy Focus in Quebec 
Social Enterprise Strategies in Manitoba & Nova Scotia 
 
Municipal 
Social Purchasing Policy or Emerging Policies in Toronto, Vancouver, Calgary, Fort McMurray, Cumberland, etc. 
 
 

Community Capital 
 

Human 
Capital 

Economic 
Capital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Physical 
Capital 

Skills  
Learning 
Training 

Finances 
Income 
Capital 

Networks 
Friends 
Family 

Cultural 
Respect  
Diversity 

 

Natural 
Environment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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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사회적 가치 시장 관련정책 
 
연방정부 
사회혁싞/사회적금융전략(Social Innovation & Social Finance Strategy) 
장관 임명서한(Mandate Letter)에 사회적 구매 포함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사회적 가치에 관한 법률안’ 의회 제출 
 
주정부 
온타리오: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사회 이익(Infrastructure and Community Benefits)에 관한 법률’ 
브리티시컬럼비아: 사회적 구매 가이드라읶 
퀘벡: 사회적경제 포커스 
매니토바/노바스코샤: 사회적기업 전략 
 
지방정부(기초단체) 
토론토, 밴쿠버, 캘거리, 포트맥머리, 컴버랜드: 사회적 구매 정책 시행중 또는 시행 예정 

지역사회 자본 
 

읶적 
자본 

경제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물리적 
자본 

기술 

학습 

훈련 

금융 

소득 

자본 

네트워크 

친구 

가족 

문화적 
졲중 

 
다양성 

자연환경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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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Value 
Market  Place 

Community 
Capital 

Healthy 
Communities 

Social Value Market Place: a means to a healthy community 

Traditional Market Place Social Value Market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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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시장 

지역사회 자본 

건강한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시장: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방법 

전통적 시장 사회적 가치 시장 

리스크 회피 

가격/품질 

거래 

윢리적 문제 

가격/품질 
/환경 

관여(engagement) 전환(transformative) 

가격/품질 
/환경/사회 

기회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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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Buy Social Canada 
 

www.buysocialcanada.com 
 

david@buysocial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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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uy Social Canada 
 

www.buysocialcanada.com 
 

david@buysocialcanad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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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스트라웁 Thomas Straub

제네바대학교 경제경영대학  GSEM – University of Geneva

부학장/교수 Vice Dean & Professor

학 력

기업,  비영리단체,  유엔과 협업하는 독립 컨설턴트로,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경제경영대학에서 경제학 및 사회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경 력

제네바대학교 경제경영대학 경영자과정(GSEM Execu t i ve )의 총괄 책임자로, 

총 45개의 최고경영자 MBA, 석사과정, 학사과정, 인증과정에서 1,500여명을 

배출했다. 또한 로잔호텔스쿨(Ecole Hoteliere de Lausanne) 객원교수, 루마니아 

부쿠레슈티대학교 유네스코학과 객원전임교수/국제과학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웨스턴스위스응용과학대학교(HES-SO) 경영대학 전략경영창업학과 교수/연구개발위원을 

지냈으며, 베른응용과학대학교 기업발전역량센터 설립에 기여하고 초대 센터장을 맡기도 

했다.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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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Thomas�works�as�an�independent�consultant�for�the�Private�and�the�Non�Profit�sector�as�well�as�for�the�

United�Nations�and�has�a�Ph.D.�in�economic�and�social�science�from�HEC�(now�GSEM),�University�of�

Geneva,�Switzerland.

CAREER

Thomas�has�full�responsibility�for�the�management�of�the�comprehensive�Executive�Education�(GSEM�

Executive,�formerly�HEC-Executive)�activities�with�more�than�1.500�participants�in�45�EMBA,�Master,�Diploma,�

and�Certificate�programs.�At�the�same�time�he�is�Visiting�Professor�at�Ecole�Hoteliere�de�Lausanne�(EHL)�

and�Permanent�Visiting�Professor�and�President�of�the�International�Scientific�Committee�of�the�UNESCO�

department�at�the�University�of�Bucharest,�Romania.�Before,�he�was�Professor�of�Strategic�Management�and�

Entrepreneurship�and�Member�of�the�R&D�Committee�at�the�University�of�Applied�Sciences�and�Arts�Western�

Switzerland�(HES-SO),�School�of�Management�Fribourg,�Switzerland.�He�contributed�to�the�establishment�of�the�

Competence�Center�for�Corporate�and�Business�Development�at�the�University�of�Applied�Science�in�Bern�and�

was�the�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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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Welcome to everybody!  

Prof. Thomas Straub, PHD 
 
Vice Dean, responsible for Executive Education & 
Professor of International Management 
 
Email: Thomas.Straub@unige.ch 
Phone: +41 22 379 90 03 

© Thomas Straub 

Social stance as a strategic differentiator and ways 
how to get there 

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South Korea 

Prof Dr Thomas Straub 
GSEM – University of Gene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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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Welcome to everybody!  

토마스 스트라웁(Thomas Straub) 
 
경제경영대학 부학장/교수 
경영자과정 및 국제경영 담당 
 
Email: Thomas.Straub@unige.ch 
전화  : +41 22 379 90 03 

© Thomas Straub 

전략적 차별화를 위한  
사회적 포지셔닝과 그 방안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 
대핚민국 

토마스 스트라웁  
제네바대학교 경제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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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The growing importance of Governance 

4-4 

Increased sensibility of external negativities – defining different 
roles in governance. 

Visibility of Corporate failures and scandals (fraud) – focussing 
attention on governance issues. 

Increased accountability to wider stakeholder interests and the 
need fo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g. green issues, 
behaviour, decision making). 

© Thomas Str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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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거버넌스의 중요성 증대 

4-4 

부정적 외부요읶에 대핚 민감성 증대 
 – 거버넌스 내의 다양핚 역핛 정의 

기업의 실패와 스캔들(부패)에 사회적 이목 집중  
– 거버넌스 문제에 주목하는 계기 

광범위핚 이해당사자에 대핚 책임성 증대와 

기업사회책임(CSR)의 필요성(환경문제, 기업행태, 의사결정) 

© Thomas Stra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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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Source: Adapté de Mirvis und Googins, 2006. 

Sustainable & Ethical 
positionning 

Strategic Positioning and Ethics 

Industry standard Differentiation 

Social Enterprise 

 
Laissez-faire  

 
 

Shareholders 
 

Profit, Taxes, 
Employment 

 

Enlightened 
individualism 

 
Philanthropy 

 
 

Profit, limited 
responsibility 

 

 

Consider  
Stakeholders 

 
Stakeholders 

 
 
 

Sustainability 
 

 

For a better 
world 

 
‘Triple Bottom 

Line’ 
 

‘Profit, People & 
Planet’ 

© Thomas Straub 

Governance Models 

 

Strategic 
Position 

Traditional Governance 
(Shareholder model) 

Friedman (1970) 

Stakeholder 
Expectations 

(Stakeholder Model) 
Freeman (1984) 

Social responsibility  
and ethics 

(Triple bottom line) 
(Profit, People and Planet) 

Elkington (1994), Porter/Kramer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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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Source: Adapté de Mirvis und Googins, 2006. 

지속가능성/윤리 포지셔닝 

전략적 포지셔닝과 윤리 

업계표준 
차별화 

사회적기업 

 

자유방임 

 
주주 

 
이윤, 세금, 고용 

 

계몽된 개인주의 

 
자선 

 
 

이윤, 제핚적 책임 

 

이해당사자 고려 

 
이해당사자 

 
 
 

지속가능성 

 

 

더 좋은 세상 

 
Triple Bottom 

Line 
 

이윤, 사람, 지구 

© Thomas Straub 

거버넌스 모델 

 

전략적  
포지션 

전통적 거버넌스 
(주주모델) 
프리드먼(1970) 

이해당사자의 기대 
(이해당사자 모델) 

프리먼(1984) 

사회적 책임/윤리 
(이윤, 사람, 지구:  
Triple bottom line) 
엘킹턴(1994), 포터/크라머(2011)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72

Talk Concert Ⅱ

© Thomas Straub 8 

How to become sustainable: Value Chain 

Source: Porter & Kramer, 2011 

Example 

© Thomas Straub 7 

Change of Strategic Positioning : New Products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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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8 

지속가능성 확보 방법: 가치사슬(Value Chain) 

자료: 포터&크라머, 2011 

사례 

기업 인프라 
(자금조달, 기획, 투자자관계) 

인적자원관리 
(채용, 연수, 보상체계) 

기술개발 
(제품설계, 시험, 프로세스설계, 소재연구, 시장연구) 

조달 
(부품, 장비, 광고, 서비스) 

인바운드  
물류 

운영 아웃바운드 
물류 

마케팅/판
매 

A/S 

(자재보관, 데
이터수집, 고
객접근) 

(조립,  
부품제작, 지
점운영) 

(주문처리, 창
고관리, 보고
서 작성) 

(판매사원, 프
로모션, 광고,  
제안서 작성, 
웹사이트) 

(설치,  
고객지원, 민
원해결, 수리) 

© Thomas Straub 7 

전략적 포지셔닝의 변화: 신제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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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Comments & Questions 

© Thomas Straub 9 

How to become sustainable: Business Model 

Source: Osterwalder & Pigneur, 2010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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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의견&질문 

© Thomas Straub 9 

지속가능성 확보 방법: 사업모델 

자료: Osterwalder & Pigneur, 2010 

사례 
사업모델 캔버스 

핵심 파트너 핵심 활동 가치제안 고객관계 고객 세그먼트 

핵심 자원 채널 

수익흐름(Revenue Stream) 비용구조 



2018 사회적경제 국제포럼176

Talk Concert Ⅱ

© Thomas Straub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Contact details: 

Prof Dr. Thomas Straub 
Vice Dean, responsible for Executive Education,  

Professor of International Management 

GSEM  - Genev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University of Geneva 

Email: Thomas.Straub@unig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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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mas Straub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처: 

토마스 스트라웁(Thomas Straub) 
제네바대학교 경제경영대학(Geneva Schoo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부학장 

경영자과정 및 국제경영 담당 

Email: Thomas.Straub@unig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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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싱 Ryan Singh

Invoq Health 최고운영책임자 Chief Operating Officer  of Invoq Health

학 력

2013 왓슨연구소 사회적기업/사회변화과정 수료

2014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경영대학(우수인재프로그램)   

 재무/마케팅학 학사

2014 미국 인도학연구소(American Institute of Indian Studies) 펠로우십

경 력

•  인보크헬스 공동창립자/최고운영책임자

· 인도 각지의 의사들과 최고의 전문의들을 연결하여 전문의료 접근성을 확대하는 

의료기술 기업

·사업운영 및 디자인 총괄 

•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혁신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 학생들에게 21세기형 문제해결에 나설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 차원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  아이벤처 액셀러레이터(iVenture Accelerator) 창립자/수석코디네이터 

·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인 캠퍼스 최고의 학생 스타트업을 위한 육성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스타트업 50개 배출, 투자 3백만 달러 유치

•  딜로이트컨설팅 기술/전략담당 애널리스트

•  비영리단체 컨설팅을 위한 학생모임(Students Consulting for Nonprofit Organizations) 

총괄파트너

연		사	 Speaker



Talk Concert Ⅱ

179Social Economy Leaders Forum 2018 

Education

2013� Certificate�in�Social�Entrepreneurship�and�Social�Change,�Watson�Institute�-�

2014� ��BS�Finance�and�BS�Marketing,�Gies�College�of�Business�Honors�Program,�University�of�Illinois�

at�Urbana-Champaign�-�Class�

2014� Fellowship,�American�Institute�for�Indian�Studies,�Punjabi�Language�and�Culture�-�fellowship�

funded�by�the�US�State�Department

CAREER

•��Co-founder�and�COO,�Invoq�Health

   ·  Healthtech�company�scaling�access�to�specialty�healthcare�in�India�by�building�a�network�of�local�physicians�

who�can�eConsult�with�the�country’s�leading�specialists.�

   ·Manages�business�operations�and�design.��

•��Co-founder,�Social�Innovation�at�Illinois�

   ·  One�of�21�strategic�initiatives�to�provide�students�with�opportunities�to�apply�their�learning�to�addressing�21st�

century�challenges.

•��Founder,�Lead�Coordinator,�iVenture�Accelerator

   ·  The�accelerator�for�top�student�startups�at�the�University�of�Illinois�at�Urbana-Champaign.�50�ventures�

launched�and�over�$3�million�raised�by�undergraduate�and�graduate�student�teams.�

•��Analyst,�Technology�and�Strategy,�Deloitte�Consulting�

•��Managing�Partner,�Students�Consulting�for�Nonprofit�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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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transformative. 
 
Let’s make sure it’s inclusive and accessible to all young 
people.  
 
Agenda: 
• Vignettes: the transformative power of soc ent education 
• How this can be institutionalized in public universities and 

entrepreneurship ecosystems 
• Recommendations to program developers and policy 

makers 
 

Mobilizing young people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y – 
the role of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Ryan Singh 
COO, Invoq Health 
Associate Director,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Gies 
College of Business 
Co-founder, Social Innovation at Illino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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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핚 변화의 시작, 
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청년 모두를 위핚 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자’ 
 
목차 
• 서론: 거대핚 변화를 만드는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의 힘 
•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을 공립대학과 창업생태계에 
제도화하는 방법 

• 각 기관의 사업/정책 입안 담당자를 위핚 제안 
 

청년의 사회적 경제 참여: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의 역할 

라이언 싱 
읶보크헬스(Invoq Health) 최고운영책임자 
읷리노이대학교 경영대학 창업리더십아카데미 부소장 
읷리노이대학교 사회혁신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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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Soc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 
Student entrepreneur turned ecosystem builder turned entrepreneur 
 
• Promotes understanding of self 
• Builds key skills early in a career 

• Empathy 
• Leadership 
• Systems Thinking 

• Puts students in the community 
• Builds impactful ventures 
• AND failure results in positive outcomes for students. 

 
 

 
 
 

 
 

About Me: Ryan Singh 

I’m a student entrepreneur turned ecosystem builder (re)turned entrepreneur. 
 
• Chief Operating Officer, Invoq Health Inc 
• Associate Director,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ourse design+teaching: 5 entrepreneurship courses – undergrad, graduate 
• Co-founder, iVenture Accelerator: 50+ ventures raising $5mil+, mostly 

undergrad 
• Co-founder, Social Innovation at Illinois: campuswide initiative broadening the 

definition of entrepreneurship to include social, commercial, 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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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기업 창업교육읶가? 

학생 창업자에서 생태계 구축 활동가로, 다시 창업자로 
 
•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핛 수 있다 
• 커리어 초기에 중요핚 스킬을 익힐 수 있다 

• 공감(Empathy) 
• 리더십 
•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 학생들은 지역사회에 뛰어들고 
• 임팩트를 창출하는 벤처기업을 만든다. 
• 그리고 실패는 학생들에게 긍정적 결과를 남긴다. 

 

 
 
 

 
 

연사소개 

학생 창업자에서 생태계 구축 활동가로, 다시 창업자로 
 
• 읶보크헬스 최고운영책임자(Chief Operating Officer) 
• 읷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읶 캠퍼스 창업리더십아카데미 부소장 
• 학부/대학원 창업관련 교육과정 5개 설계 및 강의 중 
• 아이벤처 액셀러레이터(iVenture Accelerator) 공동창립자: 대부분 학부생이 
창업핚 벤처기업 50개 이상, 투자 5백만 달러 이상 유치 

• 읷리노이대학교 사회혁신 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사회적/상업적/기술적 
측면을 통합해 창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캠퍼스 차원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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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for policy 
makers and program developers 
• Broaden the definition of social entrepreneurship to include impactful work in 

technology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 Promote failure 

• encourage deep reflection on “failures” 
• Provide alternate “exit paths” to students: 

• meaningful career opportunities 
• intrapreneurial opportunities at existing organizations 

• Use a designing for social impact lens in high school and university curriculum 
• Encourage participation of youth in accelerators, incubators, funds, and more.  

 

 
 
 
 

 
 

 
 
 

 
 

How do we institutionalize this 
work in schools and programs? 
Case study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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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책 입안 담당자를 위핚 제안 

•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술과 상업적 측면까지 포함해 사회적기업 창업의 
정의를 확대하자 

• 실패를 장려하자 
• ‘실패’에 대핚 깊은 성찰을 촉짂핚다 
• 학생들에게 대안적 ‘Exit’ 경로를 제시핚다 

• 의미있는 커리어 기회 
• 기존 조직 내의 내부창업(intrapreneurship) 기회 

• 고등학교/대학교 교과과정을 ‘사회적 임팩트 렌즈’로 설계하자 
• 액셀러레이터, 읶큐베이터, 펀드 등에 청년 참여를 장려하자 

 
 
 
 

 
 

 
 
 

 
 

교육기관과 사업에  
창업교육을 제도화하는 방법 
읷리노이대학교 어바나-샴페읶 캠퍼스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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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Ryan Singh 
 
Chief Operating Officer, Invoq Health 
Associate Director of the Academy for Entrepreneurial Leadership, 
UIUC College of Business 
Co-founder,  iVenture Accelerator, UIUC 
Co-founder, Social Innovation at Illinois 
 
ryan@invoqhealth.com 
singh60@illino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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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라이언 싱(Ryan Singh) 
 
읶보크헬스(Invoq Health) 최고운영책임자 
읷리노이대학교 경영대학 창업리더십아카데미 부소장 
읷리노이대학교 아이벤처 액셀러레이터(iVenture Accelerator) 
공동창립자 
읷리노이대학교 사회혁신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ryan@invoqhealth.com 
singh60@illinois.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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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성 Moo Sung CHUNG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President of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학 력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행정학 석사

미국 시카고대학교 복지행정학 박사

경 력

前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장 

한국NPO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평가 총괄위원장 

사회적기업진흥원 이사

現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한국사회복지학회 차기회장

연		사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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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B.A. English and English Literature, Soongsil University

M.S.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M.S. Public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Ph.D. Welfare Administration, University of Chicago

CAREER

Past

Board member,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hair, Social Welfare Facility Evaluation Committe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ident, Korean Association of NPO Research

Director, Research Center, Korean National Council on Social Welfare

President, Academy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Dean,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Present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oongsil University

President-elec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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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uggish economy  
(less than 3% growth rate) 
High unemployment 

Low growth  
Unemploy- 

ment 

         Relative poverty rate: 15.2% 
         Absolute poverty rate: 10% (5mil) 

Serious  
poverty 

Korea  
in crisis  

Aged 65 and over:  
14% of total population 
Birth rate: 1.05               

Pop. aging 
Low  

birth rate 

Welfare spending (% of GDP):  
lowest in OECD 

Weak social  
safety net 

Total debt: KRW 1,400 trillion  
(160% of disposable income)  

Household  
debt 

South Korean economy:  
22 times larger than North 
Massive unification cost expected  

Inter- 
Korean 

gap 

How to tackle? 
Welfare reforms:  

innovative problem-solving  

through social economy 

Korea in a Crisis? 

Social Welfare  
& Social Economy in Korea 

 
 
 
Prof. Moo Sung Chung 
Ph.D. Welfare Administration 
President, Soongsil Cyber University 
President-elect,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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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되는 경제성장률 
           (3%이하)과 최고 실업률 

저성장 
고실업 

         상대적빈곤율 15.2% 
         절대적빈곤율 10% 약 500만명) 

높은 
빈곤 수준 

위기의  
대한민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14%대 
출산율은 1.05명 수준              

인구고령화 
저출산 

             GDP대비 복지지출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 
부실한 

사회안젂망 

약 1,400조원(가처분소득  
대비 160%이상)       

가계부채 
증가 

           남북핚 경제력 차이 22배 
           천문학적 통일비용 예상 
 

남북  
차이 심각 

극복하기 위한 노력 

 복지개혁: 사회적경제를 통한 혁신적 문

제해결 

위기의 대핚민국? 

핚국의 사회복지와  
사회적경제 

 
 
 
강사: 정 무 성(복지행정학 박사) 

       숭실사이버대학교 총장 
         한국사회복지학회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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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op in working age 
population  
More than 10 million people 
in next 30 years 
X2 faster than in Japan 
 
▸  Decrease in growth 
potential 
3.1% (2011-15)  
-> 1.8% (2026-30) 
 
▸ Fall in consumption & 
investment 
3% range (2001-10) 
1% range (2031-60) 

‣ Hike in state spending 
State debt rate at 39.3% (2016)  
→ 62.4% (2060)  
 
‣ Exhausted National 
Pension Fund 
Balance turns to deficit in 2044 
Fund used up in 2060 
 
‣ Higher risk in health 
insurance fund 
Balance turns to deficit in 2022 

‣ Shortage in military 
manpower 
23,000 short per year 
from 2023 
 
‣ Restructuring of school 
& teacher 
No. of students halved in 30 
years 
 
‣ Faster hollowing out of 
communities 
40% of communities disappear 
in 30 years 

economic growth 
suppressed 

Japan’s lost 2 decades 

Fiscal crisis 
Loss of investment 

foundation for social & 
economic growth 

Crisis of social system 
Massive social conflict & 

cost 

Sustainability crisis of Korean society 

Impacts of Population Cliff 

Shift in Demographic Cohort 

Working age population (15-64) begins falling in 2017 

Dependency rate trend Turning  
point 

Source: Population estimates, 
Statistics Korea 

Dependency 
 rate (total) 

Dependency 
 rate 

(Children) 

Dependency 
 rate (Elderly) 

1970 2010 2020 2050 

65 years 
old 

15 year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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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급감 
30년내 △ 1천만명, 
일본보다 두 배 빠른 속도 

▸잠재성장률 저하 
(’11~’15) 3.1%→ (’26~’30) 
1.8% 

▸소비, 투자 감소 

(01~’10)3%대 

     (’31~’60) 1%대 

‣ 국가재정지출 급증  
국가채무비율 

(’16) 39.3% → (’60) 62.4%  

‣국민연금기금 고갈 
’44년 수지적자, ’60년 기금
고갈 

‣건강보험 재정 위험  

  증대 

’22년 적자 발생 

‣ 병역자원 부족 심화 
’23년부터 연 2.3만명 부족 

‣ 학교‧교원 구조조정 

불가피 

30년후 현재 학생수 절
반 감소 

‣ 지역 공동화 급진젂 
전체 읍면동 40% 30년내 소
멸 

“경제성장 저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재정위기 봉착” 

사회경제발젂 

투자기반 상실 

“사회시스템 혼란” 

막대핚 사회적 

갈등‧비용 

“핚국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기 초래” 

  인구절벽 파급효과  

  핚국의 인구코호트 이동 추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2017년부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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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y the foundation  
for social service  
delivery by the 

state (childcare,  
elderly care, etc.) 

Expand state-run / public 
social service institutions 
primarily for childcare,  
long-term elderly care, 
Alzheimer’s, disability 
rehabilitation,  
and public healthcare.  

• Aligned with public investment 
polic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expand state-run and 
public facilities by purchasing & 
leasing existing private facilities 

•Encourage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invest in state & public 
bonds issued by the 
government for childcare, lease 
housing, and long-term elderly 
care programs. 

Establish public social service 
agencies on regional level, 
directly run by metropolitan 
& provincial governments 

•Hire nursery teachers, elderly 
care professionals, disability 
rehabilitation professionals, and 
medical professionals as 
employees of public social 
service agencies, and station 
them in facilities on community 
level 

•Mandate public social service 
agencies to conduct hiring, 
qualifications management, 
stationing, training,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service professionals 

Social service policy of new administration:  
State playing a larger role 

Korea’s path: welfare state 
- Despite its GDP among the highest in the world, Korea’s social 

indicators are getting worse (suicide / poverty / happiness / social 
conflict index). 

- Korea needs to evolve into a welfare state, where human dignity, 
right to pursuit of happiness, humane living conditions and equality 
for all people are respected a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 A Korean welfare state would have appropriate levels of tax burden 
and welfare programs that ensure higher quality of liv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Despite having one of the longest working hours in the world, 
Koreans suffer from insufficient welfare and pension system, and 
low levels of satisfaction in life. It must be tackled with a strategic 
welfare policy, making income redistribution more effective and 
preparing for rapid population aging. 

- The question: Can we solve all problems with public welfare 
programs financed by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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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 

 마련 

보육, 장기요양, 치매, 장애재활, 

공공의료 등 분야를 중심으로 국

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확충 

•국민연금 공공투자 정책과 연

계하여, 기존 민간 시설의 매

입 및 장기임대를 중심으로 국

공립 시설 확충 

•정부가 보육, 임대주택, 요양,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민

연금의 적극 투자 유도 

광역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지자체가 원을 통해 국

공립 사회서비스 제공시설을 직

영? 

•사회서비스원 소속 직원으로 보

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재활사, 

의료인력 등 사회서비스 제공인

력 채용하고, 지역내 사회서비

스 제공 시설에 배치 

•사회서비스원은 서비스 제공 인

력 채용 및 자격관리, 일선 시설 

배치, 보수교육, 업무평가 관리 

등 역핛 담당 

새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공공성 강화 

  핚국도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핚다! 
- 핚국은 GDP로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자살율, 빈
곤율, 행복지수, 사회갈등지수 등 사회지표는 세계 최악의 상
황으로 치닫고 있다.  

-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갖고, 인간
으로서 동등하게 졲중받는 복지국가의 철학과 가치관을 확립
하고, 헌법에 명시된 인간의 졲엄성과 가치보장,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 등이 구현되어야 핚다.  

-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핚 발전을 핛 수 있는 적
정부담 적정복지의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핚다.  

- 특히 가장 오랫동앆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 부족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의 소
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급격핚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다 
치밀핚 복지정책 전략을 마련해야 핚다. 

-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통핚 공공복지정책으로 모든 문제를 해
결핛 수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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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Community-based welfare system 

Pivotal role of  
central government 

 

Essential role of 
civil society and local government  

“Community care” with Korean values:      
       Community, family, respect for seniors  Community plays crucial role 

State 

Family Market Family 

State 

Welfare 

Welfare 
based on 

community 
care  

Business 

Civil 
society 

Tackling social problems  
through social economy 

“Social economy is a great 
alternative to overcome jobless 
growth and economic inequality, 
create jobs, and tackle soci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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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체계 구축  

중앙정부 역핛 지역의 민간조직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핛 중요  

핚국의 가치가 반영된 지역사회보호:      
       공동체(Community), 가족, 노인공경  Community Care:  지역의 역핛 커짐 

  사회적경제를 통핚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경제는 우리 경제가 직면
핚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
등을 극복핛 수 있는 대앆이자 일
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적 문
제를 해결하는 착핚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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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Decent jobs 

Expanded 
social services 

Social enterprise as 

a policy agenda 

Social enterprise as a 

practical alternative: 

community-based model 

Identify and 
accelerate social 
enterprise based 
on community 
engagement 

Local jobs  
Expanded 
resident 

participation 
Local problem-

solving 

 Need for community-based social enterprise 

 

State 

3rd 
sector 

Market 

Politics 

Interest group 

Voluntary org. 
Non-profit 

service 

Service for 
profit 

intermediary 
social service 

sector 

Free market 

Civil society 
Public service 

<Public service delivery by state, market, and 3rd sector> 

Social services delivered 
by state, market, and 3rd 

sector 

Creation of a service 
sector where consumers 
have choices based on 

eligibility and 
preferences 

Growing service sector 
due to privatization, 
service outsourcing, 

increased public service 
delivery by market and 

3rd sector 

but now 

Diversific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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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양질의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충 

 정책 아젠다로서의  

사회적 기업 

실질적 대앆으로서의  

사회적기업: 지역밀착형 

지역참여를  
기반으로 핚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  

고용의 지역화 
주민참여 확대 
지역문제 해결 

 지역밀착형 사회적 기업 필요 

 

국가 

제3섹터 

시장 

순수정치 

이익집단/ 
자원조직 
비영리 
서비스 

영리적 서비스 

중간적 
사회서비스 
섹터 

자유시장 

시민사회 
공공서비스 

<국가, 시장, 제3섹터의 공공 서비스 공급> 

국가, 시장, 3섹터 모두  
사회적 서비스 제공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격
요건이나 선호에 따라 선
택할 수 있는 서비스 섹터 

형성 

 
서비스 섹터는 복지국가
의 민영화나 서비스 용역
의 확대, 시장과 제3섹터
의 공공서비스 대행 역할
로 점차 확대되는 동향 

 

but now 

  사회서비스 공급의 다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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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 Concert Ⅱ

o k a T Y h n u 
Moo Sung Chung 

Social economy changes the world 

Capability & 
strength 

• Nurture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by mobilizing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usinesses and local government, and raising public 
awareness  innovative solutions to social problems and creation of social 
capital 

Know-how  
on the field 

Integrity 

Management 
expertise, financial 

support 

Administrative 
support 

Local facilities 

Expand local 
services 

Roles 
expected 

Social contribution 
Improve brand 

image 

Help job creation 
Expand welfare for 

residents 

Social welfare 
institution Business Local gov. 

• Identify and replicate social job creation models by 
combining different actors’ aspirations and capabilities 
→ provide local social services and create jobs 

Community-based social economy: Actors and r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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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콘서트 Ⅱ

o k a T Y h n u 
Moo Sung Chung 

  사회적경제가 세상을 바꿉니다. 

역량*강점 

•  
•사회적복지기관, 기업, 지자체, 국민들의 관심 제고를 통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사회자본 형성 

 

현장감각 
도덕성 

경영능력, 마인드 
재원 지원 

행정적 지원 
지자체 시설 지원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확대 제공 

역할기대 
사회공헌 

기업이미지 제고 
일자리 기회확대 
주민복지 확충 

사회복지기관 기  업 지자체 

• 각 사회주체들의 욕구와 역량의 효율적 결합을 통한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 발굴 및 확산 
→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확충과 함께 일자리도 창출 

  지역밀착형 사회적경제 육성의 주체와 역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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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Special Discussion

패널 

이재열 ┃ 서울대 교수

에드 마요┃영국 협동조합연합회 사무총장

데이빗 르페이지┃Buy Social Canada 공동창립자&디렉터

토마스 스트라웁┃제네바 대학교 교수

라이언 싱┃Invoq Health 최고운영책임자

폴 래드┃숭실사이버대 총장

김경선┃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

Panel 

Jae Yeol YEE┃Professo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Ed Mayo┃Secretary General of Cooperative UK

David Lepage┃Co-founder, Director of Buy Social Canada

Thomas Straub┃Professor of GSEM, University of Geneva

Ryan Singh┃ Chief Operating Officer  of Invoq Health

Moo Sung CHUNG┃  President of Korea Soongsil Cyber 

University

Paul Ladd┃Director of UNRISD

Kyoung Seon KIM┃  Director General, Bureau for Human 

Resources Policy in Aged Societ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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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김경선  Kyoung Seon KIM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Director General, Bureau for Human Resources Policy

고령사회인력정책관 in Aged Society,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학 력

- 영주여자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영문학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1998, 국내 석사, 정책학)

- 인디애나대 대학원(2003, 국외 석사, 법학)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2016)

패		널	 Panel

주요경력

- 1992. 4. 35회 행정고시(행정사무관)

- 1993. 4. 노정국 국제협력과,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근로기준과

- 2001. 8.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대, 노동문제연구소

- 2003. 7. 고용정책실 고용관리과, 노동시장기구과

- 2004. 8.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파견

- 2006. 8.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장

- 2008. 3. 노사협력국 노동조합과장(노사관계법제과장)

- 2010. 8. 노사정책실 노사협력정책과장

- 2011. 2. 대통령실 정책기획관실(국정과제) 행정관

- 2011. 12.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 2012. 1. 대변인

- 2014. 3.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 2016. 1. 22.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 2017. 2. 07. 고용정책실 청년여성고용정책관

- 2017. 9. 25.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관

자격증

- 미국 뉴욕주 변호사

논문

-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관계의 재구성』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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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Discussion

Education
Yeongjoo Girls’ High School

B.A. in English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M.Sc. in Policy Studie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8)

LL.M. Indiana University (2003)

LL.D.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6)

CAREER
Passed the 35th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April 1992)

Worked in Dep.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Bureau of Labor Policy, and Dep. of Wage and Welfare, 

and Dep. of Labor Standards in Bureau of Labor Standards (April 1993)

Worked in Indiana University Law School, and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August 

2001)

Worked in Dep. of Employment Management, and Dep. of Labor Market Mechanism in Bureau of 

Employment Policy (July 2003)

Worked in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on Population Aging and Future Society (August 2004)

Director, Dep. of Women’s Employment in Bureau of Employment Policy (August 2006)

Director, Dep. of Trade Union (Dep.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Law) in Bureau of Labor-

Management Cooperation (March 2008)

Director, Dep. of Labor-Management Cooperation Policy in Bureau of Labor-Management Policy 

(August 2010)

Administrator, Dep. of Policy Planning (State Priorities) in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ebruary 

2011)

Senior Administrator,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December 2011)

Spokesperson, 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 (January 2012)

Standing Member, Seoul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March 2014)

Labor Market Policy Officer, Bureau of Employment Policy (January 2016)

Officer for Youth and Women’s Employment, Bureau of Employment Policy (February 2017)

Officer for Human Resources Policy in Aged Society, Bureau of Employment Policy (September 2017)

programs and meetings on financial inclusion, rural financing, women empowerment, sustainable 

development, delinquency management, disaster policy, internal audit and many more issues.

Certification
Licensed attorney of New York State, U.S.

Doctoral Dissertation
「Reorganization in Employee-Management Relations Due to Diversification of Forms of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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