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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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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진행 (한-영 동시통역)언    어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주    제

주    최

주    관

후    원

Overview

Social Enterprise Leaders Forum 2021Title

Live Broadcasting
(You can watch the forum live after pre-registration on the website.)

Format

Wednesday, October 13, 2021 – Thursday, October 14, 2021
14:00 – 17:10 (GMT+9) 

Date

Korean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Language

Changing the World with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 Era of Transition and the Future of social Economy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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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er

Spon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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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DAY1 - 10.13. (수)

DAY2 - 10.14. (목)

14:00 – 15:50 토크콘서트

14:00 – 14:05 인사말

15:40 – 15:5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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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장]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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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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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오르테라 라타나타야 Local Alike 재무 이사

시 간 프로그램

시 간 프로그램

14:00 – 14:05 개회사 정현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14:00 – 14:55 개회식 및 기조연설

14:55 – 17:00 발표 및 토론

14:05 – 14:10 축사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17:00 – 17:1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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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공공조달, 공공-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비즈니스와 스포츠: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요안 노기에 Yunus Sport Hub 공동설립자

15:15 – 15:25 발제3
[주제] 시민사회·소비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앤드류 오브라이언 Social Enterprise UK 대외협력이사

15:25 – 17:00 질의응답 및 토론

[주제] 전환의 시대에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좌장] 신현상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요안 노기에 Yunus Sport Hub 공동설립자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CSES)

앤드류 오브라이언 Social Enterprise UK 대외협력이사

이철종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오귀복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정선희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14:10 – 14:25

14:25 – 14:55
기조연설

무하마드 유누스 Yunus Sports Hub 공동설립자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

15:05 – 15:15 발제2
[주제] 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등장과 성과 - 측정을 중심으로!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CSES)

Program
DAY1 - October 13 (Wed.) GMT +9

TIME PROGRAM

14:00 – 14:05 Opening Remarks Jung Hyun-gon President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14:55 – 17:00 Presentation and Discussion

14:00 – 14:55 Openning Ceremony and Keynote Speech

14:05 – 14:10
Congratulatory

Remarks
Park Hwa-jin Vic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17:00 – 17:10 Day1 Closing

14:55 – 15:05 Presentation1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public sector-social economy partnerships

Social business and sport: opportuniti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Yoan Noguier Co-Founder & Managing Director of Yunus Sport Hub

15:15 – 15:25 Presentation3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consumers

Andrew O’Brien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Social Enterprise UK

15:25 – 17:00
Discussion
and Q&A

[Topic] Exploring the Paths to Strengthen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in Era of Transition

[Moderator] Shin Hyun-Sang Professor of Hanyang University

Yoan Noguier Co-Founder & Managing Director of Yunus Sport Hub
Na Suk Kwon President of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Andrew O’Brien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Social Enterprise UK
Lee Chuljong CEO of Working Together Co., Ltd.
Oh Gwibok Executive Director of iCOOP Solidarity of Consumer Co-operatives
Kang Minsu Director of Policy Planning, Korea Social Economy Network
Chung Sunhee Director of CafeOasia Social Coop

14:10 – 14:25

14:25 – 14:55
Keynote Speech

Muhammad Yunus Co-Founder of Yunus Sports Hub

Kim Yong Jin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15:05 – 15:15 Presentation2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private sector-social economy partnerships

Win or Learn, Never Lose! 

Rise and Impact of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Capturing and Measuring Social Progress

Na Suk Kwon President of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DAY2 - October 14 (Thur.) GMT +9

14:00 – 15:50 Talk Concert

14:00 – 14:05 Opening

15:40 – 15:50 Day2 Closing

14:05 – 15:40 Talk Concert

[Topic] Stories of social enterprises of overcoming crisi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Moderator] Kil Hyeon Jong Research Fellow of Korea Labor Institute 

Marcus Watson Executive Manager of Backtrack Works

Lee Munsu President of YOUTHMUNGAN

Lee Chulyong President of CAMP Int.

Ammi Ornteera Ratanataya CFO of Local Alike

TIM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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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유누스 Muhammad Yunus
Yunus Sports Hub 공동설립자

Co-Founder of Yunus Sports Hub

교육이수

• 1969, 밴더빌트대학교 경제학 박사

수상내역

• 2006, 노벨평화상(자신이 설립한 그라민은행과 공동수상), 서울평화상

• 2009, 미국 대통령자유훈장

• 2010, 미국 의회명예훈장

• 2021, 올림픽 월계관상

경력

• 현재, 유누스센터 교수

     - 2011, 그라민은행 총재

• 1983, 그라민은행 설립

     - 1972, 방글라데시 치타공대학 경제학과 교수

Education

• 1969, PH.D. in Economics, Vanderbilt University, U.S.A

Award 

• 2006, Nobel Peace Prize(joint award with Grameen Bank,

     whose founder is himself), Seoul Peace Prize

• 2009, Presidential Medal of Freedom(U.S.A)

• 2010, Congressional Gold Medal(U.S.A)

• 2021, Olympic Laurel, Tokyo 2020 

Professional Experience

• Present, Professor of Yunus Center 

     - 2011, Chairman of Grameen Bank

• 1983, Grameen Bank Founder

     - 1972, Prof. of Economics, Chattogram, Bangladesh



15

기조연설1  Keynote Speech1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몇 가지 이슈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회적 기업은 분명 이 기업에서 개인적인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이윤을 내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한 켠에 밀어둡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회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헌신은 사회를 바꾸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초점이고, 우리 할 일입니다. 한 푼도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이익은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집합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는 집합적인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내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그건 이 일에서 한 쪽에 미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소셜 비즈니스(사회적 사업)”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는 사회적기업은 순수하게 사회적인 사업이어야 합니다. 이윤이 안 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제 말은, 우리가 특화된 지점이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으로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돈 버는 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가끔 돈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면, 사고 과정이 헷갈리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이 섞이게 되면, 사회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을 따지느라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 개인적 이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버리세요. 개인적인 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이윤도 남기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윤을 내야죠. 하지만 그 이윤은 회사의 것이고 사업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비영리”가 아닙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그 이윤은 회사의 것이지, 어느 사람에게 속하거나, 소유주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주주가 있지만, 주주들은 처음부터 이 사업으로 창출되는 어떠한 배당도 받지 않겠다고 문서화를 해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으로부터 나오는 이윤을 갖지 않습니다. 이윤은 사업에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초기 투자

금을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건 됩니다. 

우리가 백만 달러를 사업에 넣었다면, 언젠가 그 백만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푼도 더 받지 않습니다. 

현재 어떤 수입이 생기든, 어떤 이윤이 나든, 이윤은 다시 사업에 투자합니다. 그게 소셜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일들을 합니다. 환경에도 개입하고,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합니다.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요.  

그래서 우리가“세 가지 제로(0)의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우기 쉽습니다. 우리가 없애려는 첫 번째 제로는 탄소총배출 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을 세워 지구 온난화를 막고, 이 세계를 모두가 살기 좋게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멸종하게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로 이 지구 전체를 망쳤고, 우리 고향을 망쳤고, 우리 스스로를 종말에 밀어 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했던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되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하려는 일이 그것입니다. 어리석은 행동을 멈추고 세계를 치워서 더 이상 지구 온난화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래서 지구온난화 제로. 탄소총배출 제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첫 번째 0입니다. 

두 번째 제로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는 부의 집중을 막고자 합니다. 모든 부는 점차 적은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살펴보면 똑같습니다. 모든 부가 상위 1~2%의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체 인구가 가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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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나머지 1~2%를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건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셜 비즈니스를 통해 이 시스템을 되돌리고 

싶습니다. 뒤집고 싶습니다. 

부가 위쪽으로 쏠려서 슈퍼 리치들에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부는 그 부를 만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죠. 

결국 부는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제도와 정책 등을 만들어 둔 방식 때문에 부가 부유한 사람들에게 

쏠리죠.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자, 탄소총배출 제로, 부의 집중 제로, 이게 두 개의 제로입니다. 세 번째 제로는 무엇일까요?

기업가정신의 힘도 발휘하는 방향으로 실업 제로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업가가 되고 싶지, 그저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다. 우리는 기업가다.” 

사람들은 모두 기업가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알리려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기업가가 되면, 누구도 남 밑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이런 겁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매우 빠르게 다가와서 세계의 모든 인간을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구직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몰려와서 우리의 활동을 빼앗아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없는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탄소총배출 제로, 부의 집중 제로, 실업 제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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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2  Keynote Speech2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김용진 Kim Yong Jin
서강대학교 교수
Professor of Sogang University

교육이수

• 2002, 뉴욕주립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97, 서강대학교 경영학 석사

• 1990,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수상내역

• 2019, 금융의 날 녹조근정훈장 수상

• 2016, Servicovation 학술원 지정 우수도서

• 2013, 지식서비스분야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

연구분야

• 디지털 변혁, 비즈니스모델 혁신, 지식경영, 중소기업, 협동조합

경력

• 2021. 08 - 현재,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 2021. 05 - 현재,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 2019. 12 - 현재,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

• 2019. 04 - 현재,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민간위원

• 2020. 01 - 현재, 아시아중소기업협의회 회장

Education

• 2002, Ph.D. in Business Administration, State of University New York

• 1997,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gang University

• 1990, Bachelo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ward 

• 2019 Order of Merit on 2019 Financial Day

• 2016 Outstanding books by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Servicovation, Yulgokbooks, 2015 

• 2013 Commendation from Minister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the field of Knowledge Service

Professional Experience

• Aug. 2021-present, Non-Standing Commissioner,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 May. 2021-present, Member of the 2050 Carbon Neutral Committee

• Dec. 2019-present, Chairman of Patent Review Commissioner for bonded sales area

• Apr. 2019-present, Nongovernmental delegat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Policy Control

• Jan. 2020-present, President of Asia Council for Small Business

Research Interest

• digital transform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knowledge management,

     medium and small business,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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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 0 2 1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 

[주제] 공공조달. 공공-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public procurement and public sector-social economy partnerships

사회적 비즈니스와 스포츠: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Social business and sport: opportunities to solve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요안 노기에 Yoan Noguier
Yunus Sport Hub 공동설립자

Co-Founder & Managing Director of Yunus Sport Hub

[주제] 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private sector-social economy partnerships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등장과 성과 - 측정을 중심으로!

Win or Learn, Never Lose!
Rise and Impact of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Capturing and Measuring Social Progress

나석권 Na Suk Kwon
사회적가치연구원장 (CSES)

President of 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CSES)

[주제] 시민사회·소비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Topic] Addressing social issues through the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of civil society and consumers

앤드류 오브라이언 Andrew O’Brien
Social Enterpeise UK  대외협력이사

Director of External A�airs, Social Enterprise UK

PRESENTATION AND DISCUSSION 

발표 및 토론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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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안 노기에

Yunus Sport Hub 공동설립자

교육이수

• Kedge Business School 경영학 석사(프랑스 10대 비즈니스 스쿨) 

연구분야

• 사회적 비즈니스 & 스포츠

경력

• 2017 - 현재, 유누스 스포츠 허브 공동창업자이자 전무이사 

• 2014 - 2016, 2016년 리우 올림픽&패럴림픽 조달 관리자

• 2015, 럭비 월드컵 물류 책임자

• 2010 - 2014, 조달 및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관리 직책 수행, RB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 0 2 1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 

[주제]
공공조달, 공공-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2016 리우 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달 관리자로 활동했던 요안은 2017년 초 유누스 

교수를 만나 스포츠 행사가 가져오는 잠재적인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 계약을 성사시킴으로써 첫 번째 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유누스 스포츠 허브가 탄생했다. 프랑스 남부에서 자란 요안은 4개국어를 구사할 

수 있으며 프랑스 럭비 국가대표팀에서 선수로 활동했다. 

사회적 비즈니스와 스포츠: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발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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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사 주최측과 모든 관계자분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틀 안에 있으시고, 앞서 이야기도 들으셔서 유누스 교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요.

제 이름은 요안 노기에입니다.

저는 유누스 교수님과 함께 유누스 스포츠 허브라는 단체를 설립하였습니다. 저희는 유누스 교수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통해 150개 

이상 국가의 스포츠산업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스포츠산업에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고, 단체의 사회적 사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인들의 공동체를 지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소개하고, 한국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고 몇 년 후에도 개최 예정인 국제적 스포츠 행사의 실질적인 측면과 저희가 

이러한 국제 행사를 개최할 때 생겨나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유누스 교수님에 대해 다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유누스 교수님은 그라민 은행의 창립자로 세계적인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사업 운동을 시작한 분입니다.

사회적 사업이라는 개념을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해 오셨고, 직접 구축한 사회적 사업만 해도 60개가 넘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구축된 이러한 사회적 사업 중 많은 사업이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성, 병원 

간호사 부족, 통신에 대한 접근성 부족 등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모든 분야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었죠.

이 힘을 이용하는 방법, 사회적 기업의 효과성, 스포츠산업에서의 사회적 사업의 개념을 떠올리시면 저희 단체가 하는 역할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유누스 스포츠 허브는 스포츠산업 내 문제해결을 위해 존재하고, 이는 스포츠산업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스포츠산업에 존재하는 문제들을 생각할 때 발생하는 큰 문제들을 떠올리는데, 그 이유는 스포츠도 완벽하지 않기에 다른 

부문과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에서의 성평등을 생각해보면, 별로 좋지 않죠. 경기장에서의 인종차별이나 사회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부의 분배에 대해 

생각해보면, 소수의 선수들은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버는 반면 대부분의 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할 때나 퇴직 후에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이용해 스포츠산업 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저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함께 부의 분배 문제, 즉 일부 선수들의 빈곤 및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운동 선수 365 

사업 가속화 프로그램(Athlete365 Business Accelerator)’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5개 대륙 모두에서 진행되며 운동

선수들이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선수 생활 중 또는 퇴직 후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기업인큐베이터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운동선수들은 선수 생활을 재정적으로 지원 받고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 기술, 재원 접근성, 

네트워크를 제공받습니다.

운동선수들에게 단순히 정부 지원금이나 국가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죠.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 기업 모델, 즉 지속가능한 모델을 통해 운동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스스로 재정적 자유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시입니다. 하지만 오늘 포럼의 주제에 맞는 예시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포츠가 가진 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스포츠가 가지는 큰 힘은 경제적 힘을 의미합니다.

스포츠가 큰 산업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스포츠는 세계적으로 1조3천억 (미국) 달러에 달하는 경제 가치를 가진 큰 산업입니다.

올림픽이라는 한 행사만 본다 하더라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2024 파리올림픽의 예산이 70억 유로라고 하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걸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돈은 병원이나 교통수단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주제] 공공조달. 공공-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적 비즈니스와 스포츠: 사회적, 환경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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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방영권, 라이센싱 상품 판매, 파트너쉽 및 후원을 통해 스포츠산업에서 생겨나는 돈입니다.

올림픽은 우리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좁은 지리학적 공간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ESS 2024 플랫폼을 통해 2024 파리올림픽과 관련해서 해온 일입니다.

 ‘ESS 2024’는 프랑스의‘사회적 기업 2024(Social Business 2024)’를 뜻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 개최를 위한 70억 유로가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죠. 엄청난 조달력입니다.

이 예산은 공급사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하는 데 사용됩니다. 

커다란 공급사 풀 안에서 사회적 기업 부문에서 유입되는 공급자를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기업들은 경기를 주최하는 데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들을 위한 음식을 구입해야 한다면 일반 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사업을 통해 음식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난민이나 장기 실업자만 고용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작물만 사용하는 

기업 말이죠.

음식이라는 똑같은 제품을 조달하지만 완전히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 프로그램을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다면 매번 사회적 기업만 선택하겠죠.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행사 주최측과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가 최대한의 영향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큰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 대형 공급사가 필요하죠.

모든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이 직접적으로 시장에 기여를 하거나 사회적 기업들이 모여 더 큰 세력이 되어서 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효한 선택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시하고 싶은 또 다른 선택지는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 소규모 기업 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 우선 작은 사회적 기업이 계약을 딴 경우를 생각해보죠.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기에 

좋은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기업과 작은 기업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안전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올림픽을 기회로 사회적 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 행사가 끝난 후에도 계속 협력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형 공급사들이 사회적 기업과 협력하면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이점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파악하고, 

사회적 기업의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SS 2024 프로그램은 이런 내용을 주축으로 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업에 투입되는 예산 금액으로 구축됩니다.

ESS 2024 프로그램은, 첫째로, 지역에 모든 소상공인, 사회적 사업과 사회적 기업, 존재하는 모든 행사 기회에 대해 홍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한 개입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종종 이러한 경기의 개최를 탄소 발자국이나 행사의 사회적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개입은 저희 단체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이 생태계를 알리는 역할도 있지만, 둘째로는, 조달과 행사 주최측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역할이 있습니다.

행사 입찰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실제 해결책이자 실제로 경기를 위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의 사회적 사업과 

사회적 혁신의 발굴이 그 역할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혁신이 입찰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건물을 재활용 자재로 지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사회적 사업 생태계에 유입되는 액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면 입찰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공급사, 즉 건설회사는 재활용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둘째역할인 행사 주최측과 공공기관에 대한 조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사업들의 행사 준비를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입찰계약서에 대한 답변을 위해 무엇을 하는가?’ ‘주최측과 협상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무엇을 하는

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큰 주기적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사회적 사업들이 행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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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회적 사업에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되도록 필요한 모든 도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에게 시장을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죠.

저희는 “대형 공급사와 경쟁하게 될 테니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마음가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협업을 용의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협업은 사회적 기업간 협업, 사회적 기업과 행사 주최에 많은 경험이 있는 큰 기업간 협업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관계, 이러한 연결점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성공적이기도 합니다.

파리에서는 현재 이 프로그램이 중반 정도만 진행되었지만 저희는 이미 기막히게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우선 벌써 150개의 입찰계약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계약 건의 15% 이상, 아니 입찰계약을 딴 컨소시엄의 15% 이상이 사회적 사업 또는 사회적 기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3,500개가 넘는 사회적 사업이 저희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고, 

이는 사람들이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사가 현재 존재하며, 앞으로도 개최될 것이다는 사실에 점점 더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18,000명의 사람들이 저희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계시고, 이를 통해 개인도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만 있다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시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것은, 모두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열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지역사회분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행사가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 함께하여 한국을 지원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설명이 도움이 되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ESS 2024 프로그램에 대해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유익한 컨퍼런스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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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장 (CSES)

교육이수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 미국 미주리대학 경제학 박사

• 서울대 경영대학 학사, 행정대학원 석사

경력

• 현 사회적가치연구원 원장

• SK경영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통계청 통계정책국장

• 기획재정부 국장, 정책조정총괄과장

• 국제통화기금(IMF) Senior Advisor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 0 2 1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 

[주제] 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사회성과보상제도의 등장과 성과 - 측정을 중심으로!

발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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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류 오브라이언

Social Enterprise UK 대외협력이사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 0 2 1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 

[주제] 시민사회·소비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교육

• 2012년 – 2014년, 런던 킹스 칼리지 철학 석사

• 2007년 – 2010년, 워릭대학교 정치 및 국제학 학사

앤드류 오브라이언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보수당 하원의원의 의회 자문관이었으며, 

이후 영국 자원봉사단체위원회 NCVO,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Organisations 

수석 정책관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 Charity Finance Group으로 옮겨 정책 및 

활동 이사로 재직했고 2018년 7월 Social Enterprise UK 대외협력이사로 부임했다. 

Social Enterprise UK의 대외협력이사로서 앤드류는 십만 개 기업을 대표하여 정부와 

협력하고, 이러한 협력을 통해 경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며 미디어와 

소통한다. 세금,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기업 개혁, 공공 조달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와 저술 활동을 진행했다. 

•

•

•

•

•

•

•

경력

 Bright Blue준 회원

 Social Enterprise UK 대외협력이사

Charity Finance Group, 정책 및 활동 이사

Charity Finance Group, 정책 및 활동 부장

NCVO, 수석 정책관

크리스 화이트 하원의원, 수석 의회 연구원

카디널 본 고등학교, 개발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담당관

2021. 01 – 현재,

2018. 07 – 현재,

2017. 11 – 2018. 07,

2015. 01 – 2017. 10,

2013. 11 – 2014. 12,

2010. 06 – 2013. 11,

2006. 07 – 2007. 07,

발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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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시민사회·소비자의 참여와 연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Social Enterprise UK의 대외협력 이사 Andrew O’Brien입니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가상으로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다행입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전 세계와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 시국을 헤쳐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만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회오리 바람을 떠올릴 때 보통은 위축과 정체를 예상하는 것과 달리, 사실 영국의

사회적 기업 부문은 번성하면서 적응해 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분 정부, 기업, 소비자, 사회 및 사회적 기업 부문 사이의 연대 덕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의 발상,

즉 통상을 활용해서 환경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을 좋아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미션과 환경적 미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소비자, 고객, 국가가 믿게끔 오랫동안 믿음을 쌓아 왔습니다.

코로나는 그야말로 이러한 관계를 시험했지만, 다행히도 사회적 기업들이 노력한 덕분에 우리는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세 가지 별개의 국면에서 이를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구매자와 고객의 충성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저희는“바이 소셜 Buy Social”기업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사회적 기업을 자신들의 공급망 안에 넣는 것입니다.

이 회사들은 이러한 관계에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기업이 지역 사회에 창출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에서

계속 구매하고 지출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공급 기업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이고, 어느 정도는 저희 Social Enterprise UK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우리는 개별 소비자들에게서도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밖에 나가 사회적 기업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을 때, 사회적 기업에 돈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고,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소비자들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이러한 연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방식은 적응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면, 기업 대 기업 관계를 통한 사업을 하던 사회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문 기업들의 상당수가 활동의 일부 또는 전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이러한 관계를 그대로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대면을 벗어나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회적 기업들은 업무 방식에서 이러한 디지털화된 면을 유지하겠지만, 다른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소비자, 고객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시 대면 활동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틸 수 있게 해 준 마지막 요소는 정부의 지원 덕이었습니다.

이번 팬데믹 동안의 관계가 늘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직면한 독특한 상황을 정부에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Social Enterprise UK와 당사자 조직들이 정부에 이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덕분에

수억 파운드의 긴급 보조금을 받아서 현장 전반에서 사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기업들이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세금을 지원하고 현금 흐름을 유지하도록 대출 이자를 낮췄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지난 12개월 동안 매우 중요했으며, 우리가 이 역사적인 팬데믹으로부터 더 잘 회복하는 동안 계속 중요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비자와 고객의 충성도, 사회적 기업의 적응력 전환, 사회적 기업의 가치에 대한 국가의 긴급 지원과 인정,

이 모든 것이 합쳐진 연대가 있었기에 사회적 기업들이 우리가 막 경험한 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앞으로는 사회적 기업, 기업, 사회, 국가 사이의 유대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유대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팬데믹 시기에 창출한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다른 기업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들은 직원들을 계속해서 사업에 참여시켰고 꼭 필요

한 경우가 아니면 해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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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람과 지역에 투자할 준비를 해 왔습니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가구와 지역사회에 긴급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 발 더 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빛이 나면서, 사회적 기업이 가진 고유한 힘과 사람과 장소에 대한 헌신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몇 가지 체계적인 경제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또한 중요한 환경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COP26이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됩니다. 

다시 한번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를 해결하고 탄소 없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 그 약속을 실현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영국 최초의 태양열 버스는 사회적 기업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패션을 개척하고 나머지 민간 부문이 뛰어들기 훨씬 전

부터 공급망에서 플라스틱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기간의 인내심 덕분에, 기업과 정부, 사회가 우리 부문과 협력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환경적, 사회적 어려움이 맞물리면서, 사회적기업이 이제껏 보여주었던 실적들과 함께

팬데믹 기간 뿐 아니라 이전에도 보여주었지만, 특히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보여주었던 실적들이 실제로 사회적 기업 운동에 대한 

새로운 유대와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현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보고 느끼기를 원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우리 경제의 다른 부분에서는 볼 수 

없는 수준의 일관성과 성공으로 보여줍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사람들에게 사회적 기업 부문을 어떻게 성장시킬지 조언, 또는 팁이라고 할 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소비자 연대와 

사업 연대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성장시키고 유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영향과 결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ocial Enterprise UK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덕에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 미래를 

위해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보여줄 강력한 사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탄소 총배출 제로까지 탄소 감축에 관해서든,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관해서든, 우리에게는 데이터가 있고, 사회적 기업이 다른 형태의 기업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사게 이끕니다. 

그것으로 인해 정부와 기업의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고 이 부문의 가치를 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에 자신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시스템 차원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경제와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좁게 바라보는 것, 사회적기업을 자선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이 사업모델이 가질 수 있는 잠재력, 변화의 잠재성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라는 점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합니다. 그저 나타나서 돈을 달라고 하다가 몇 년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곳에 머무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속하고 번창하면서 향후 몇 년 앞까지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다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비전과 사업 초점은 우리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자선을 베풀어 달라는 또 하나의 

호소가 아니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하도록 독려합니다. 이것은 그야

말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대적인 시스템 변화를 일으키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지막 요소는, 사회적 기업의 디지털화, 광고, 마케팅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사회적인 척(social wash)”또는“친환경인 척(green wash)”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업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수사와 말 이면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과 다른 기업들이 소비자들이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고 좋은 기업은 어떤 모습인지 다시 생각

하도록 독려하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기에 적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높이고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우리가 미치는 영향과 기업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관해 더욱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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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전세계 모든 사회적 기업들에게 나머지 민간 부문, 정부, 소비자들과 어느 정도 벌여야 하는 이 싸움에 뛰어들라고, 그

들에게“정말 사회 변화와 환경 변화에 뜻이 있다면, 그러한 변화를 만든다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회사의 물건을 사야 합니다.”라

고 말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일한 예는 아니지만,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업, 정부 정책, 때로는 소비 행동과 소비자가 내리는 구매 결정에 이르기까지 불러 세워서 말해야 합니다. 

 “잠깐만요, 왜 그런 식의 결정을 내리셨나요? 그 돈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 낫게 만들고 지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되는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데이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 이 의제를 실현하는 데 얼마나 믿을 만한지 정말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희가 여기 영국에서 팬데믹에 적응한 방식에 대해, 이것이 사회적 기업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매우 유용한 개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포럼에서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머지 대화도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 영국에서, 이러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국의 동료들과 연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할 사회적, 환경적 변화를 위한 글로벌 사회적 기업 운동으로 계속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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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present, Editor of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Korea

• 2017-present, Change leader, Ashoka U

• 2015-present, Associate professor of Business School, Hanyang Univ.

이철종 Lee Chuljong

함께일하는세상 대표

CEO of Working Together Co., Ltd.

교육이수
•2014. 08, 경희사이버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졸업

수상내역
•2008. 10 노동부장관 우수사회적기업가 표창

경력
•2018. 10, 노동부장관 우수사회적기업가 표창
•2003. 09 – 현재, 함께일하는세상㈜ 대표이사          •2021. 05 – 현재, 김포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2020. 02 – 현재, 경남사회연대경제사회적협동조합 전문위원
•2018. 08 - 2020. 1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시장 판로확대 정책혁신자문단 위원
•2014. 08 - 2020. 12, 서울시 사회적경제 공공구매영업지원단 단장
•2016. 08 - 2018. 12, 경기도 따복공동체 공공시장지원단 단장
•2011. 11 - 2013. 11,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2011. 03 - 2014. 0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사   •2011. 03 - 2012. 12, 청와대 사회적기업육성 TF 실무위원

Education
• Aug. 2014, Graduate from Global Management at Kyunghee Cyber University

Award 
• Oct. 2008, Commendation from the Minister of Labor for Outstanding Social Entrepreneur

Professional Experience
• Sep. 2003 - present, Representative of Working Together Corporation
• May. 2021 - present, Member of Gimpo-si Social Economy Committee
• Feb. 2020 - present, Expert advisor of Gyeongnam Social Solidarity Economy Cooperative
• Aug. 2018 - Dec. 2020, Member of Innovative Policy Advisory Panel for Extending Sales
     Channel toward th Public Procurement Market,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Aug. 2014 - Dec. 2020, Social Economy Sales support team manager for public procure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Aug. 2016 - Dec. 2018, Head of the supporters for the access of public procurement market,
     Ddabok Communities, Gyeonggi-do 
• Nov. 2011 - Nov. 2013, Member of Expert Committee for Upbringing Social Enterpris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Mar. 2011 - Feb. 2014, Board member of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Mar. 2011 - Dec. 2012, Working member of Blue House’s Social Enterprise Promotion Task Force

좌장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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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및 질의응답  Discussion and Q&A

오귀복 Oh Gwibok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Executive Director of iCOOP Solidarity of
Consumer Co-operatives

교육이수

• 2008, 성공회대학교 NGO학 석사

경력

• 2002 - 2009, 아산YMCA생협 이사장

• 2015 - 2017,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총괄국장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 2018 - 현재,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 현재,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이사

              - 현재, (재)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이사

Education

• 2008, Master of NGO Studies

Professional Experience

•2002 - 2009, - Chairman of the board, ASAN YMCA iCOOP

•2015 - 2017, - Ge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iCOOP Consumers’ 

                               Cooperative / Policy Advisory Committee member fo

                               Chungcheongnam-do, Korea

•2018 - present, - Senior Executive, Association of iCOOP Consumers’

                                   Cooperative Resident Director, iCOOP Seed Foundation

                                   Resident Director, Eastern Medical Center and

                                   the Healing Center opened by Natural Food Cure and

                                   research Foundation

교육이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경력

•2019 -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0 - 현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2021 - 현재,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연구분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협동조합. URBAN AFFAIRS, 23. (2012)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월간 공공정책, 131, 11-13. (2016).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방향 (2020, 정책기획위)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시민사회와 NGO, 19(1), 129-166. (2021)

Education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Interest

•Social Economy and Social cooperatives, URBAN AFFAIRS, 23. (2012)

•The need for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Monthly Public Policy,

   Vol. 131, 11p-13p. (2016)

•Role and Aim of Social Economy for the Post-Covid 19 era (2020, Presidential Policy Committee)

•Issue study 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in Korea, Civil Society and NGO,

   19(1), 129p-166p. (2021)

Professional Experience

•

•

•

•

Committee President of Policy Planning, Korea Social Economy Network

The Head of Seoul Coop Support Center

member of Social Economy Committee,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Seoul Cyber Univ. Adjunct Professor

강민수 Kang Minsu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Director of Policy Planning, Korea Labor Economy Network

2019 – present,

2020 – present,

2021 – present,

2019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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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귀복 Oh Gwibok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Executive Director of iCOOP Solidarity of
Consumer Co-operatives

교육이수

• 2008, 성공회대학교 NGO학 석사

경력

• 2002 - 2009, 아산YMCA생협 이사장

• 2015 - 2017, 아이쿱생협활동연합회 총괄국장 / 충청남도 정책자문위원

• 2018 - 현재, 아이쿱생협연합회 상무

              - 현재, (재)자연드림씨앗재단 이사

              - 현재, (재)자연드림유기농치유연구재단 이사

Education

• 2008, Master of NGO Studies

Professional Experience

•2002 - 2009, - Chairman of the board, ASAN YMCA iCOOP

•2015 - 2017, - General Director, Association of iCOOP Consumers’ 

                               Cooperative / Policy Advisory Committee member fo

                               Chungcheongnam-do, Korea

•2018 - present, - Senior Executive, Association of iCOOP Consumers’

                                   Cooperative Resident Director, iCOOP Seed Foundation

                                   Resident Director, Eastern Medical Center and

                                   the Healing Center opened by Natural Food Cure and

                                   research Foundation

교육이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졸업

경력

•2019 - 현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0 - 현재,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센터장

•2021 - 현재,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2019 -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연구분야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협동조합. URBAN AFFAIRS, 23. (2012)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과 지자체의 역할. 월간 공공정책, 131, 11-13. (2016).

•포스트코로나 시대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방향 (2020, 정책기획위)

•한국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쟁점 연구. 시민사회와 NGO, 19(1), 129-166. (2021)

Education

•Master’s degree in Economics from Seoul National Univ. 

Research Interest

•Social Economy and Social cooperatives, URBAN AFFAIRS, 23. (2012)

•The need for social Economy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Monthly Public Policy,

   Vol. 131, 11p-13p. (2016)

•Role and Aim of Social Economy for the Post-Covid 19 era (2020, Presidential Policy Committee)

•Issue study o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Economy in Korea, Civil Society and NGO,

   19(1), 129p-166p. (2021)

Professional Experience

•

•

•

•

Committee President of Policy Planning, Korea Social Economy Network

The Head of Seoul Coop Support Center

member of Social Economy Committee,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obs

Seoul Cyber Univ. Adjunct Professor

강민수 Kang Minsu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Director of Policy Planning, Korea Labor Economy Network

2019 – present,

2020 – present,

2021 – present,

2019 –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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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ucation

• Aug. 2018, Ph.D. in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 May 1999, Master of Social Work,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Aug. 1991, Bachelor of Histor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Interest

• Social enterprise, social economy, Pro Bono, immigrated women

Award  

• Jul. 2020, Bronze Tower of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토론 및 질의응답  Discussion and Q&A

정선희 Chung Sunhee

카페오아시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

Director of CafeOasia Social Coop

교육이수

• 2018. 08.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 1999. 05,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사회사업학 석사 

• 1991. 08, 서울대학교 역사교육학과 학사 졸업 

연구분야

• 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프로보노, 다문화여성 등 

수상내역 

• 2020. 07, 동탑산업훈장 수상

경력

•

•

•

•

•

•

•

•

Professional Experience

• 2011-2021, Member of Expert Committee for Upbringing Social Enterpris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19-2021, Member of Cooperative Policy Deliberation Committe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 2021-2021, Member of Donation Review Committe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 2020-2021, Member of Consulting Project Evaluation Committe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2019-May 2021, Adjunct Professor of Social Economy Cooperation Program, Ewha Womans University

• 2017-2018, Member of Consultative body for Employment,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 2016-2019, Non-executive Director, Women’s Human Right Institute of Korea

• 2013-2015, Member of Woman Policy Advisory Committe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2011 - 2021,

2019 - 2021,

2021 - 2021,

2020 - 2021,

2017 - 2018,

2016 - 2019,

2013 - 2015,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컨설팅사업평가위원회 위원 

2019 - 2021. 05,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겸임교수

                       국토교통부 일자리협의체 위원 

                       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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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국제포럼

2 0 2 1

연대와 협력으로 세상을 바꾸다
전환의 시대와 사회적경제의 미래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회적기업들의 이야기
Stories of social enterprises of overcoming crisis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TALK CONCERT 

토크콘서트

2021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길현종  Kil Hyeon Jong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of Korea Labor Institute

마커스 왓슨   Marcus Watson
Backtrack Works 부장

Executive Manager of Backtrack Works

이문수  Lee Munsu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President of YOUTHMUNGAN

이철용  Lee Chulyong
CAMP 대표

President of CAMP Int.

아미 오르테라 라타나타야   Ammi Ornteera Ratanataya
Local Alike 재무 이사

CFO of Local Alike

연사  Speakers

좌장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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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콘서트  Talk Concert

길현종 Kil Hyeon Jong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Research Fellow of Korea Labor Institute

교육이수

• 2012, UCLA 사회복지학과 졸업(Department of Social Welfare 박사, Ph.D.)

• 2002,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학부, B.A.)

경력

• 2019 – 2021, 여성가족부 및 고용노동부, 부처평가위원

• 2013 – 2020,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연구분야

•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

• 고용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수상내역

• 201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자표창

• 2006,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공동저자)

Education

• 2012,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UCLA 

• 2002, B.A.,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ional Experience

• 2019 – 2021, Division Evaluation Committe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 2013 – 2020, Researcher, Korea Labor Institute

Research Interest

•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economy

• Employment service and social service

Award

• 2016, Certificate of Commendation for Outstanding Researchers,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 2006, Excellent Academic Books Prize(co-author),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좌장  Mod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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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콘서트  Talk Concert

마커스 왓슨 Marcus Watson

Backtrack Works 부장

Executive Manager of Backtrack Works

경력

• 2018. 01. – 현재, 부장-사회적 기업, 백트랙 유스웍스(BackTrack Youthworks)

• 2016. 10. – 현재, 사업 개발 부장, RABEK

• 2014. 10. – 2016. 10, 전국 개발 관리자, 더 스킬즈 제네레이터(The Skills Generator)

• 2008. – 2014. 일반 관리자, YC 인더스트리 링크(Industry Link)

• 2006. 01. – 2008. 01, 유스 패스웨이(Youth Pathways) 프로그램 관리자, 유스커넥션닷컴(Youthconnections.com.au)

마커스 왓슨은 백트랙 총괄 부장이자, 백트랙의 사회적기업인 백트랙 웍스를 이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분야에서 활동하다가 

공공분야로 전향하여 청소년 사법 (Juvenile Justice), DOCS 집약 서비스(DOCS Intensive Services), 위기 대응 

케어(Crisis Response Care)와 관련하여 경력을 쌓았다. 다양한 경험을 거치며 마커스는 청소년이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인해 어떻게 이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약물에 노출되며 노숙자로 전락하는지 예리한 시선을 갖게 되었다. 마커스는 청년 

직업훈련 및 고용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 정신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후로 청소년 일자리서비스와 노동 시장 간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다양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추진하면서 마커스는 취약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경험을 쌓았다. 2018년, 마커스는 백트랙의 사회적 기업인 백트랙 웍스를 설립하여 

뉴잉글랜드와 그 외 지역에서 농업, 자산관리, 제작 및 건설분야의 상업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Professional Experience

• Jan 2018 – present, Executive Manager – Social Enterprise, BackTrack Youthworks

• Oct 2016 – present, Business Development Manager, RABEK

• Oct 2014 – Oct 2016, National Development Manager, The Skills Generator

• 2008 – 2014, General Manager, YC Industry Link

• Jan 2006 – Jan 2008, Youth Pathways, Program Manager, Youthconnections.com.au

Marcus Watson is the Executive Manager of BackTrack and leads its social enterprise BackTrack 

Works. He began his career in the engineering trades before moving into the community sector and 

working in Juvenile Justice, DOCS Intensive Services and Crisis Response Care. As a result, Marcus 

became keenly aware of how entrenched disadvantage makes young people vulnerable to incarceration, 

substance abuse and homelessness. This led him to pursue social entrepreneurship within the 

youth training and employment sector, where he has since built multiple initiatives that operate in the 

gap between youth work services and the labour market. 

Through piloting and leading training and employment programs, Marcus has extensive experience 

in supporting vulnerable young people to make a successful transition into the workforce. In 2018, he 

established BackTrack's social enterprise BackTrack Works, which delivers commercial services in 

agriculture, asset maintenance, fabrication and construction to customers across the New England 

region and beyond. 

기업소개 _ 백트랙 웍스

백트랙 웍스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호주 청소년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Back) 삶의 여정(Track)에 올라설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포용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청소년들에게 지역 사회 내 일자리, 주거지와 직업교육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성인이 된 후에도 자립할 기반을 

마련해준다. 백트랙 웍스는 2018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NSW) 올해의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설립자 버니 

쉐이크셰프트는 2020년 호주의 로컬 히어로(Austrailia’s Local Hero)로 선정되었다.

BackTrack Youth Works

BackTrack Youth Works is a social enterprise dedicated to putting the lives of at-risk youth in 

Australia back on track. Committed to inclusion and a better future for the young generation, the 

social enterprise provides jobs, housing, and occupational training in local communities, equipping 

them with skills and competencies necessary for independence in adulthood. It was named the 

Social Enterprise of the Year by New South Wales in 2018. Founder Bernie Shakeshaft was also 

named Australia’s Local Hero in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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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수 Lee Munsu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President of YOUTHMUNGAN

교육이수

• 2004. 03. - 2007. 07,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

• 1993. 03. - 2004. 02,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과 학사

경력

• 2020. 04. - 현재,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2020. 09. - 현재, (재)성안나장학재단 감사

• 2019. 03. - 현재, 홈리스자활전문쉼터 아침을여는집 운영위원

• 2016. - 현재, (재)권동식아벤티노재단 감사

• 2008. 01. 15. - 현재, 글라렛선교수도회 사제 서품 원장

• 1999. 02. 01, 글라렛선교수도회 입회

• 2019. 01. - 2020. 05, (재)성안나재단 이사

수상내역

• 2020. 12. 03, 2020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최우수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020. 12. 31, 2020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사업 공로 장관 표창 / 보건복지부

• 2021. 05. 26, 에너지 취약계층 기여 감사장 / 성북구청

• 2021.  09. 07,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나눔문화 확산 표창 / 성북구청

Education

• Mar. 2004-Jul. 2007: Master of The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Mar. 1999-Feb. 2004: Bachelor of Theology, The Gwangju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xperience

• Apr. 2020 - present, Chairman of the board, Youthmungan cooperatives

• Sep. 2020 - present, Auditor of St. Anne scholarship Foundation

• Mar. 2019 - present, Member of operating committee for homeless self-sufficiency Center

    “House for Starting Morning”

• 2016 - present, Auditor, Kwon Dongsik Aventino Foundation

• 15th Jan. 2008 - present, Father Superior, Claretian Missionaries Korea

• 1st Feb. 1999, joined Claretian Missionaries Korea

• Jan. 2019 - May 2020, Member of the board, St. Anne Foundation

Award

• 3rd Dec. 2020, 2020 Best of the Best prize for youth and cooperatives hopefuls support project,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31st Dec. 2020, Commendation from Minister in 2020 with the recognition of meal support program

    on hungry chil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6th May 2021, Letter of Appreciation for contribution to energy vulnerability,

    Seongbuk-gu government  

• 7th Sep. 2021, Official Commendation for spreading sharing culture on the 22th anniversary of

    Social Welfare Day, Seongbuk-gu government

기업소개 _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

청년문간은 청년들이 실패와 좌절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고시원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한 청년의 이야기를 계기로 만든 청년밥상문간은 청년 뿐 아니라 누구나 편하게 와서 저렴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공부와 독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무료공유공간인 

청년카페문간과, 사회봉사, 문화활동, 여행 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놀고 먹을’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용기를 갖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응원한다.

Youth Mungan Social Cooperative

Youth Mungan has the self-given mission of helping young adults maintain their hopes despite 

failures. Established after the news of a young Korean who died in solitude and poverty, Youth 

Mungan offers a warm and hearty meal for everyone who is hungry. The social cooperative also 

operates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Youth Cafe Mungan where young people can study, read, 

and relax, as well as programs of volunteerism, cultural adventures and tourism, giving today’s 

struggling youth opportunities to feed themselves both physically and cul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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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용 Lee Chulyong

CAMP 대표

President of CAMP Int.

교육이수

• 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 졸업

• 1994,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역학 졸업

• 1989, 장로회신학대학교 교회음악학과 졸업

경력

• 2007 - 현재, 사단법인캠프 대표

• 2017 - 현재, 필리핀 농촌지역 농업가치사슬 구축을 통한 농민소득증대사업(사회적연대경제프로그램) 수행

• 2013 - 2021, 필리핀 이주민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수행

• 2002 - 2009,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대표

• 2005 - 200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장애인위원회 위원

• 2015 - 2018, 필리핀한국NGO네트워크 회장

수상내역

• 2015/ 감사장(Best Partners) /필리핀주택청(National Housing Authority)

• 2018/감사장/필리핀지역개발학과협회(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of the Philippines, Inc.)

• 2021/감사장(Best Partners) /필리핀 산호세델몬테시(City of SanJoseDelMonte)

연구경력

• (논문)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 연구 : 캠프의 필리핀 사회적기업

    익팅 봉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2021,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Education

• 2021, Major in Future Civic Leadership and Governance from Graduate School of Culture Creation,

     Kyung Hee Cyber University

• 1994, Major in Trade Studies from Graduate School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1989, Graduate from Church Music at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xperience

• 2017 - present, Farmer’s income increase project by establishing Agricultural Value Chain in

    Philippines’ farm villages (social solidarity and economy program)

• 2013 - 2021, Project for creating sustainable community by establishing social enterprise in

    Philippine immigrant’s area 

• 2002 - 2009, Representative of With News (internet news for the disabled

• 2005 - 2006, Member of Committee for The Disable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 2015 - 2018, Chairman of Philippines and Korea NGO Network

• 2007 - present, Representative of CAMP incorporated Association

Award

• 2015, Best Partners, Philippines National Housing Authority

• 2018, Best Partners,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of the Philippines, Inc.

• 2021, Best Partners, City of SanJoseDelMonte, Philippine

Research

• (Paper)Sustainability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Social Economy:

    Case study on Social Enterprise “Igting Sewing Center” in Philippines

    (2021, Graduate School of Culture Creation, Kyung Hee Cyber University)

기업소개 _ 캠프

캠프는 필리핀의 불라칸주 도시빈민 이주지역인 타워빌과 딸락주 산호세시 소수민족 농촌지역에서 일자리, 교육, 보건, 

농업, 에너지, 친환경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마을을 만들고자 하는 국제개발협력 NGO이다. 일자리를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기술교육과 역량 교육을 

제공하였고, 봉제 사회적기업인 익팅(Icting)과,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판매하는 사회적기업 네이처링크(올가) 등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건강한 자립마을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CAMP Asia

CAMP Asia is 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GO specifically serving the urban poor 

living in Towerville, Bulacan, and the ethnic-minority rural poor in San Jose, Tarlac, in the Philippines. 

Providing a wide gamut of programs, including those for employment, training, health, agriculture, 

energy, and eco-friendly services, all aimed at enhancing the self-sufficiency of these two 

communities, CAMP Asia also operates an occupational training center to help locals gain 

technical and competency training necessary to earn a sustainable living. The organization has 

also founded Icting, a social enterprise of dressmakers, and NatureLink (Orga), another social 

enterprise producing and distributing healthy foods, to help increase income for locals and 

strengthen their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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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 오르테라 라타나타야 Ammi Ornteera Ratanataya

Local Alike 재무 이사

CFO of Local Alike

교육이수

• 글리옹 대학교(스위스) – 2015년, 국제 호텔 경영 및 서비스 산업 MBA 과정

• 뉴욕대학교 SCPS (미국) – 2010년, 회계학 수료

• 럿거스 대학교, 럿거스 경영대학원(미국) – 2004년, 경영학, 마케팅 학사

경력

• 2020. 08. – 현재, 로컬 얼라이크 최고 재무 책임자(태국, 방콕)

• 2019. 10. – 2020. 08, 스탠다드 아시아(산시리) 아시아태평양지역 재무관리자(태국, 방콕)

• 2019. 05. – 2019. 07, 싱하 에스테이트 (몰디브 크로스로드 프로젝트) 회계 관리자(태국, 방콕)

• 2017. 05. – 2019. 04, 두짓 인터네셔널 코퍼레이트 호텔 회계팀- 관리자(태국, 방콕)

• 2016. 01. – 2017. 04, 두짓 인터네셔널 내부 감사팀 부 관리자(태국, 방콕)

• 2008. 01. – 2014. 04, 에코시스 재정 팀장(뉴욕주, 뉴욕시)

• 2005. 02. – 2007. 12, 에코시스 재정 비서실장(뉴욕주, 뉴욕시)

• 2004. 01. – 2005. 02, MZ Inc 애드버타이징 마케팅 사원(뉴욕주, 뉴욕시)

Education

• Glio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Switzerland) – MBA in International Hospitality Management &

    Service Industries, 2015

• New York University SCPS (US) - Certificate in Accounting, 2010

• Rutgers University, Rutgers Business School (US) – B.S. Business Administration, Marketing, 2004

Professional Experience

• August 2020 – Present, Chief Financial Officer, Local Alike (Bangkok, Thailand)

• Oct 2019 – August 2020, Finance Manager-APAC, Standard Asia (Sansiri) (Bangkok, Thailand)

• May 2019 – July 2019, Accounting Manager (Crossroads Project - Maldives), Singha Estate

    (Bangkok, Thailand)

• May 2017 – April 2019, Manager – Corporate Hotel Accounting, Dusit International (Bangkok, Thailand)

• January 2016 – April 2017, Assistant Manager – Internal Audit, Dusit International (Bangkok, Thailand)

• January 2008 – April 2014, Financial Controller, Ecosys (New York, NY)

• February 2005 – December 2007, Financial Executive Assistant, Ecosys (New York, NY)

• January 2004 – February 2005, Marketing Associate, MZ Inc Advertising (New York, NY)

기업소개 _ 로컬 얼라이크

로컬 얼라이크는 잘 알려지지 않은 태국의 지역사회 곳곳의 환경을 최대한 훼손시키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기반 공정여행 사회적기업이다. 관광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도록 돕는 것을 미션으로 한다. 여행자들에게 환경, 문화, 지역 생활 방식 보존에 기여하는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여행 경험을 제공하며, 대형 관광사나 호텔 운영자에게 수익이 집중되는 일반 관광산업과 달리, 지역사회의 주도로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수익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Local Alike

Local Alike is a locally based, fair-travel social enterprise dedicated to developing and providing 

sustainable tourist services that respect the natural environments of lesser-known communities 

and regions in Thailand. The company strives to support locals’ livelihoods by generating 

income-earning opportunities through tourism. The company seeks to provide clients with 

authentic and meaningful experiences that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of local environments, 

customs, and ways of life. Local Alike sets itself apart from the conventional model of travel 

business that concentrates wealth in large travel agencies and hotels and, instead, ensures 

development of tour programs by locals that also benefit l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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