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번째 ‘사회적금융의 해외 선진 사례’ 세션은 쿠리모토 아키라 호
세이대학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클리포드 로젠탈 미국 지역개

2017년 11월 10일(금) 14:00

발금융기관(CDFI) 연합

CDFI 사례를 소개하며, 크리스
토발 드보르잔스키 캐나다 밴시티(Vancity) 前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밴시티 사례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의의를 짚어봄.

임원혁 KDI 글로벌경제연구실장
(044-550-4206, wlim@kdi.re.kr)
나정현 KDI 글로벌경제연구실 총괄
(044-550-4055, lalajh@kdi.re.kr)
2017년 11월 9일(목) 09:00
KDI 홍보팀(044-550-4030, press@kdi.re.kr)

前

의장이

○ 클리포드 로젠탈 전 의장은 미국 지역개발금융기관

(CDFI)

사례에

서 정부 주도 기금의 조성과 운영과정, 성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CDFI

원하고자 클린턴 정부에 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국제회의 개최

○

기금은 미국의 금융소외계층을 지
년대 초 조성됨.

1990

크리스토발 드보르잔스키 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캐나다 최대
규모의 신용협동조합인 밴시티의 설립배경과 현황을 다루고 밴
시티가 일자리 창출, 주택 마련 등 사회적경제의 대안이 된 과
정을 통해 협동·자조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함.

-

일 시:

월

일(금)

-

장 소: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홀

-

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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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사회적금융 시스템 확충 방안’ 세션에서는 김창진 성공회

13:30~17:30

대학교 교수의 주재로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가 정부의 사

기획재정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회적금융 기반 조성 방안을, 노희진 코스콤 상임감사가 민간의 사

KDI·

□ KDI는 11월 10일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사
·

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확충 방안’ 주제의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에 특화된 금융시스템 구축을 향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함.

○ 이번 국제회의는 사회적금융 관련 현황과 주요 이슈

,

회적금융 활성화 방법론을 각각 발제함.

○ 문진수 이사는 정부가 사회적금융 조성의 마중물 차원에서 촉매

자본을 조성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며, 전문 중개기관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사업체 대상 맞춤형 지원체계 수립, 사회적 가치 측
정 평가기준 정립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

대안 등을

국내외 전문가 및 정부부처 관계자가 공유함으로써, 내년부터 추
진될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에
사회적경제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노희진 상임감사는 민간의 역할로 사회적투자 활성화를 위한 투
자자 육성 및 사회적거래소 도입을 제시하고, 자조금융과 공동체
금융의 조성 의의와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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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의에는 김준경 KDI 원장,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 첨부 1. 프로그램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시 간

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최갑률 신협연구소장, 이상진 한국사

13:30~14:00
(30분)

상임대표, 김양우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
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을
비롯해 정부, 대학,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함.

내 용
개회식
개회사 김준경 KDI 원장
환영사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오광성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세션 1. 사회적금융의 해외 선진 사례
좌

14:00~15:30
(90분)

장 쿠리모토 아키라 일본 호세이대학대학원 교수

발 표 1. 정부 주도 기금의 조성과 운영: 美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클리포드 로젠탈 미국 CDFI 연합 前 의장
발 표 2. 협동·자조금융의 발전: 加 밴시티(Vancity)
크리스토발 드보르잔스키 밴시티 前 수석이코노미스트

15:30~15:50
(20분)

휴 식
세션 2. 사회적금융 시스템 확충 방안
좌

장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교수

발 표 1. 정부의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 방안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15:50~17:30
(100분)

발 표 2. 민간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법론
노희진 코스콤 상임감사
패

널 변형석
김양우
김영식
최갑률
이상진
변제호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신협연구소장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 첨부 1. 프로그램
❖ 첨부 2. 연사 프로필
❖ 별첨 1. 국제회의 현장사진(10일 14:00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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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2. 연사 프로필

패널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세션 1. 사회적금융의 해외 선진 사례
쿠리모토 아키라 일본 호세이대학대학원 교수

◦ 現 일본 호세이대학대학원 교수
前 일본생협종합연구소 이사
前 ICA(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의장
클리포드 로젠탈 뉴스쿨대학교 밀라노대학 초빙교수

◦現
現
前
前

뉴스쿨대학교 밀라노대학 초빙교수
Archer+Rosenthal 컨설팅 대표
美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 금융역량강화실 실장
미국 지역개발신협 전국연합 CEO 및 CDFI 연합 의장

크리스토발 드보르잔스키 Community Forward Fund 이사

◦ 現 Community Forward Fund 이사
前 캐나다 밴시티 수석이코노미스트
前 캐나다 시티즌뱅크(밴시티 자회사인 인터넷은행) CEO

세션 2. 사회적금융 시스템 확충 방안
김창진 성공회대학교 교수

◦ 現 성공회대학교 교수
前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前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연구부문 전문위원
문진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 現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
前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前 에듀머니 대표
노희진 코스콤 상임감사

◦ 現 코스콤 상임감사
前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회적기업학회 부회장
前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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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現 (사)지속가능한관광사회적기업네트워크 상임이사
現 사회적기업 ㈜트래블러스맵 대표이사
김양우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

◦ 現 사회적금융개발연구원장
現 수원대학교 교수, 한국고용복지학회 부회장
現 사회적금융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現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現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무국장
前 KAIST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선임연구원
최갑률 신협연구소장

◦ 現 신협연구소장
現 한국협동조합학회 부회장
前 신협중앙회 조사연구실장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 現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이사
前 사회혁신공간There 사회혁신기금추진단 단장
前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회
변제호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 現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前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구조개선지원 과장
前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운용기획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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