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차 ILO 사회연대경제 아카데미 연사 소개 
 

 

○ 6월 26일 월요일  

 - 개회식  

이 름  약 력 

 

박원순 

- 제 35대, 36대 서울특별시 시장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의장(2014~) 

- 참여연대를 설립하며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열어 나눔과 기부라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지평을 제시 

 

송경용 

-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 의장(2014~) 

- (전)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 ‘나눔의 집’을 설립했으며 청소년·노숙자·위기가장 쉼터, 자활후견기관,  

   푸드뱅크 등을 창설하고 운영 

 TBD  

 

 

 

- Plenary1:  

  지속가능한 미래의 일자리 육성과 관련된 사회연대경제 공공 정책을 위한 생태계 조성  

 

이 름  약 력 

 

지안루카 

살바토리 

(Gianluca 

Salvatori) 

- 유럽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Euricse) 대표 (2009~)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식 개발과 혁신을 촉진  

- (전) 트렌토주 조사·기획 및 혁신 지역관료 (2003~2008) 



 

안토넬라 

노야 

(Antonella  

Noya) 

(Video) 

- OECD LEED프로그램 선임 정책 분석가  

- 비영리부문의 역할, 지역발전에서의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 혁신 등의 새로운 분야에서 업무를 개발  

- 정치학 학사, 공간경제학 및 지역개발 분야 대학원 수료 

 

마가렛 멘델 

(Marguerite 

Mendell) 

- 컨커디어 대학 교수,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공동설립자이자 소장  

-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몬트리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 

  파트너십 자문위원회, 사회적경제협회 샹티에의 이사 겸직  

- 퀘백의 주 및 시정부 수준의 공공정책제안을 개발하는 주체들과 협력 작업  

-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최고정부상인 퀘백상(2013), 퀘백 훈장(2014) 수상  

 

김정열 

-  사회적기업 ‘리드릭(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대표 

- 서울사회적경제민관정책협의회 의장  

-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민형배 

- 광주광역시 광산구 구청장(2014~) 

- 전국 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회장(2017~) 

- 목민관클럽 공동대표(2016~)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부회장(2015~) 

 

○ 6월 28일 수요일   

     - 현장방문연수에 대한 보고 및 피드백 (축사) 

 

이 름   약 력 

 

강명구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소장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 미국 Lowa대학교 박사학위  

 



○ 6월 29일 목요일 

 - Plenary2: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연대경제 공공 정책과 참여형 거버넌스 

 

이 름 약 력 

 

리안드로 

모라이즈 

(Leandro 

Morais) 

- UNICAMP 경제발전분야 박사, ILO PARDEV수석연구원, 경제학자  

- ILOITC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외부기술 컨설팅  

- 이베로-아메리카 노동 및 사회적경제 관측소(OIBESCOOP) 브라질 대표 

 

파스칼 

뒤포레스텔 

(Pascal 

Duforestel) 

- 프랑스 전국연대경제네트워크(RTES) 부의장 

- 아키텐-리무쟁-푸아투샤랑트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 니오르테즈(Niortaise) 지방자치공동체 당선(2008)  

- 두-세브르의 제 1연방장관  

 

정원오 

-민선 6기 성동구청장으로 선출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재생’,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경제 재생’, ‘지역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와 문화 재생’, ‘주민 간 상 

   호협력을 통한 커뮤니티 재생’ 4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 진행     

-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2015, 2016)  

 

누타퐁 

자루와나퐁 

(Nuttaphong 

Jaruwannap

hong) 

- 태국사회적기업청 국장,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사회적건축가’로 활동  

- 노르웨이 도시생태계획을 졸업 후 도시환경에 관한 태국·덴마크 공동 프로젝 

  트를 이끌었고 주택·도시개발에서 태국 최초 사회적 기업이 되고자 한 부동산 

  회사에서 국장으로 근무 

 

 

 

 

 

 

 

 



 

○ 선택강연 1: 사회연대경제를 위한 법률제도 및 공공조달 

 

○ 선택강연 2: 사회경제와 사회적 금융 
이 름 약 력 

 

크렉 처칠 

(Craig  

Churchill) 

 

- ILO 사회투자기금 프로그램 책임자, 마이크로파이낸스 네트워크 의장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마이크로파이낸스 분야에 경력이 있으며 소액금융 

  지원과 관련된 기사나 논문, 훈련매뉴얼을 저술하고 감수   

- 윌리엄대학교 학사, 클라크대학교 석사   

이 름 약 력 

 

세비실 

니마베 

(Cebisile 

Nyambe) 

(TBD) 

- ILO 프리토리아 

- 국책사업 코디네이터 

- 민-관 조달과 사회적경제(PPPSE)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 

 

김영식 

-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 지역개발, 산업클러스터, 벤터기업과 사회적기업 창업, 지역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과제 수행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미우라 

히로키 

(Miura 

Hiroki) 

-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구교수, 정치학 박사 

- NGO·거버넌스·사회혁신·공공 철학 등을 주요 관심사로 비교하면서 한국정치,  

  시민사회를 연구  

-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연구원으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경제 연구에 참여 

 

쉬지아량 

(Xu jialiang) 

- 상해교통대학교 제 3부문 연구중심 소장 

- 북경대학교 정치학 석사, 박사 취득 

- 상해교통대학교 국제&공공상무대학 교수   



 

도미닉 

르사페르 

(Dominique 

Lesaffre) 

- SIDI 상임이사, 사회적경제투자연합(INAISE) 프랑스 소속 

- 개발사업을 위한 기금제도의 설계·개발·완성·감독·평가 전 과정에서의 경력  

- 비엔나대학교 경제학자, 프랑스 ESSCA에서 MBA 

 

이종수 

- 한국사회투자 이사장  

- 사회연대은행 대표상임이사(2002~2012)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대안금융 공부 

 

밀더 

비예가스 

(Milder 

Villegas) 

- INASE(사회적경제투자연합) 회장(2015~) 

- Fondo FIdes 상무이사(2012) 

- 퀘백대학교 몬트리올 캠퍼스에서 경영학 MBA   

 

○ 선택강연 3: 사회연대경제정책의 혁신적 생태계를 위한 남남/삼각협력 

이 름   약 력 

 

아니타 

아모림  

(Anita Amorim) 

- ILO제네바 수석 대외관계 전문가 

- ILO ESPU(Emerging and Special Partnerships Unit) 책임자 

- 유엔남남협력사무소(UNOSSC) 소속   

 

페르난도 

밥티스타 

(Fernando 

Baptista) 

(TBD) 

- 독립컨설턴트 및 다중 전문 네트워크 연구원으로 국제개발, 사회과학,  

  경영 및 기술을 포함한 학제간 융합에 관여 

- 민간기업, 정부, 국제기구, 비영리, 사회적 운동 및 네트워크에 기반한 

  조직에서의 다양한 경험    



 

리안드로 

모라이즈 

(Leandro 

Morais) 

- UNICAMP 경제발전분야 박사, ILO PARDEV수석연구원, 경제학자  

- ILOITC와 유럽경제사회위원회(EESC) 외부기술 컨설팅  

- 이베로-아메리카 노동 및 사회적경제 관측소(OIBESCOOP) 브라질 대표 

 

아눕 대시 

(Anup Dash) 

(TBD) 

- (전) 인도 부바네스와르의 유트칼대학교 사회학 교수  

- 인도에서 부상하고 있는 NGO, 청년과 사회적 발전을 위한 센터(CYSD) 회원  

- 소액금융, 시민활동, 개발 및 투자 분야에 관심  

- UNRISD 사회연대경제의 잠재력과 한계에 관한 프로젝트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둔칸 찰로바 

(Duncan 

Chaloba) 

(TBD) 

- 가톨릭대학교(PCU) 캄피나스와 상파울루에서 사회경제학 학사, 석사   

- 가톨릭대학교 캄피나스에서 ‘경제와 행정센터에서의 경제학’ 교수 

- 아프리카의 캄피나스와 그 지역의 외국무역회의소 소장 

 

○ 선택강연 4: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사회적경제 

이 름   약 력 

 

드니슨  

자야수리야 

(Denisono 

Jayasooria) 

- 사회연대경제진흥을 위한 대륙 간 네트워크(RIPESS) 아시아, KLM 교수 

- 말레이시아 인권위원회 회원 

-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 인종학 분야 책임 연구원, HISTEAM의 사회적정책 멘토 

- 옥스퍼드브룩스 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학위   

 

이일청 

- UNRISD(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정치학자, 사회적 정책 분석가   

- 빈곤문제, 사회적 정책, 노동정책, 경제와 사회발전의 역사적 분석에 관심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석박사, 옥스퍼드 대학교 박사  

- 말레이시아, 일본 등에서 국제개발과 사회정책 분야를 강의했으며 일본 규슈 

  대학교에 재직할 당시 한국인 최초로 일본 국립대에서 정년보장을 받기도 함 



 

김의영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주요 연구 관심사는 비교정치, 시민사회, 거버넌스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프로그램 디렉터로 동 연구소 

  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책임 

 TBD  

 

○ 선택강의 5: 사회연대경제 네트워크와 공정무역 

이 름  약 력 

 

벤자민 

퀴노네스 

(Benjamin 

Quinones) 

- 아시아연대경제위원회(ASEC) 창립 위원장 

- RIPESS의 대륙간 네트워크 수석코디네이터로 5개 대륙에서 연대경제 장려 

- 로스바노스 필리핀 국립대학교 농업경제학 석사 

- SAIDA 조직개발학교 철학 박사 

 

김형미 

-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소장 

- 메이지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 경제학 박사 

- 한국생협운동, 협동조합의 역사와 철학, 소비자협동조합 국제비교,  

  공정무역분야에 관심 

 

이강백 

-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상임이사 

-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 대표 

- (전) 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 

 

 



○ 선택강의 7: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사회혁신 

이 름  약 력 

 

지안루카 

살바토리 

(Gianluca 

Salvatori) 

- 유럽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연구소(Euricse) 대표 (2009~)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및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종사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식 개발과 혁신을 촉진  

- (전) 트렌토주 조사·기획 및 혁신 지역관료 (2003~2008) 

 

다얄란 

(N. Dayalan) 

- 30년간 지역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인적자원을 사회적, 문화적, 과학적, 경제적 발전의 기초로 생각하고 사람들 

  이 자긍심을 갖고 생존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하는 데 주력  

- 아동교육 특히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미신 대신 과학 지식을 익히도록 장려 

 

이승원 

-  사회혁신리서치랩 소장   

- 경제공유과 공공 자원의 분배, 시민공동체 계획에 관심  

- Darham 대학교에서 철학 석사, 뉴캐슬 어폰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 에섹스 대학의 에네스토 교수 지도하에 박사논문 완성 

 

부 뚜 트랑 

(Vu Thu 

Trang) 

-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사회적기업 강화(SERD)  

  프로젝트, 사회이니셔티브 촉진 센터(CSIP) 코디네이터 

- 풀뿌리 사회적 기업, 교육, 청년, 거버넌스와 사회적책임, 시민사회와 농촌개 

  발 프로그램에 관심    

   

○ 선택강의 8: 사회연대경제와 청년 

이 름   약 력 

 

마튜 코냑 

(Matieu 

Cognac) 

- ILO 아시아 태평양 지역 청년고용분야 전문가  

- ILO 청년 일자리 기획 분야 수석 기술고문(2005~2007)  

- 니콜스 주립대학교 MBA 



 

다라 호웃 

(Dara Hout) 

- 캄보디아 PPSE (Phare Performing Social Enterprise) 대표 

- 캄보디아 대학교 법학, 경제학 학사 

 

레이레 

루엥고 

(Leire 

Luengo) 

- CICOPA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자협동조합을 대표· 진흥하도록  

   하는 기구) 홍보담당관 

 

임경지 

- 민달팽이유니온(청년들의 주거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비영리  민간단체)  

  위원장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주거팀(2014~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