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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와 GSEF2021 멕시코 지역 조직위원회(LOC)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국제사회적경

제 온라인 포럼(GSEF Global Virtual Forum)'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당초 멕시코시티에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던 '제5회 GSEF 포럼'이 내년

으로 연기돼 대신 10월 19~23일 주간에 글로벌 온라인 포럼을 개최하고, 그에 앞서 언어권별(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세션을 나눠 웨

비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이번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의 주제는 '큰 도전,  더 큰 연대: 변화의 통로로써 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힘'이다.

5일간 진행되는 포럼은 총 5개의 세션으로 구성된다. ▲세션 1은 영어,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로 동시 통역이 제공되는  5 개의 전체세션 ▲

세션 2는 청소년, 여성,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연구자 및 토착사회에 관한 주제별 세션 ▲세션 3은 GSEF 회원과 협력 기관이 자체적으로

조직 및 운영하는 세션 ▲세션 4는 UNRISD와 UNTFSSE에서 주관하는 특별 세션 ▲세션 5는 사회연대경제(SSE)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

의 개별 이니셔티브로 구성된 워크샵 세션 등으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참가 자격은 전세계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단체,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 및 유관 기관, 국제단체 및 유엔기구, 대학교 및 연구자, 학생 등 관심있

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신청은 홈페이지(www.gsef2021.org)에서 온라인 등록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로 가능)하면 된다. 보다 자

세한 사항은 GSEF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포럼은 온라인 회의 플랫폼 ZOOM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GSEF Global Virtual Forum) 개최 안내 웹자보.

관련기사
GSEF,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개최 

http://www.lifein.news/


/

#GSEF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GSEF2021 멕시코 지역 조직위원회 #국제사회적경제 온라인 포럼

#GSEF Global Virtual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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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기사

Gsef 온라인 웨비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19 위기 … 사회적경제 '연대'와 '협력' 중요

Gsef 웨비나, "코로나 이후, 사경의 힘 '연대'로 모든 이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Gsef, 21일 세 번째 웨비나 개최

GSEF 웨비나 시리즈 3번째 - 공동체 협력: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방안과 사회적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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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과 협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하는 사회연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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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도움이 주는 도움으로, 지역사회 회복탄력성은 어디서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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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役없는세상①] 쎈 언니들, 왜 아직
도 특별한가요?

사회적경제 산림 비즈니스는 새로운 가
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전태일 50주기에 부쳐-전태일은 사회
적 경제다

코로

재난의 시기, 사회적금융의 역할을 論
하다

'죽음' 대신 선택한 '마을', 청년기본소
득의 실험터

두만강 넘어 대륙과 해양을 향한 라선을
바라보다(中) : 두만강지역개발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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