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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ASES) 

2008년 10월 28-30일 (서울, 올림픽 파크텔) 

 

ASES 2008 조직위원회 사무국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3-4 함께 일하는 사회 6층  

Tel : 02-338-3975  Fax : 02-338-3995 

ases@hamkke.org / 2008ases@gmail.com 

www.aisases.org 

 

 

 

 

2008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 

대회정보 
 

1. ASES 배경 

아시아 내의 청년실업 NPO, 사회적기업 지원체, 전문 연구소, 학자 등의 교류는 아시아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지리적 특성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류들이 활성화 됨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독자적인 모델과 그의 성과를 아시아 내에서 공유하고, 아시아의 목소리로 담론

을 형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아시아 사회적기업활동가대회(ASES: Asian Social Entrepreneurs Summit)는 아시아의 지속가능성

을 고민해온 주요 사회적기업가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외연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아

시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연대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2. ASES 비전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의 사회적 기업만을 모델로 삼는 것에서 탈피하고,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 활동가들을 모아냄을 통해, 아시아 내의 지리적 경제적 상황과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기업의 best practice를 모아내고, 아시아에서의 사회적기업의 역할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기업가의 활동을 고무시키고자 합니다.  
 

 

 

3. ASES 주요내용 

① 아시아 사회적 기업가의 협력을 위한 지속적 교류의 토대를 마련 

② 유럽, 미국 사회적기업에 가려 주목받지 못한 아시아 각국의 사회적 기업 소개 

③ 아시아의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한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모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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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아시아의 성공한 사회적 기업 사례 제시 
 

 

4. 슬로건: WE are SOCIAL ENTREPRENEURs in ASIA 
 

 

5. 일시 : 2008. 10. 28(화) – 2008. 10. 30 (목) 
 

 

6. 장소: 올림픽 파크텔  http://www.parktel.co.kr/index.htm 
 

 

7. ASES 공식언어 : 한국어, 영어  
 

 

 

 

 

 

 

 

 

8. 대회구성 

 

 

시간 1일, 10/28 (화) 

09:00~10:00 접수 

10:00~12:00 

개회식: 

▪ 개회사 

▪ 축사 

▪ 기조연설: 킴 알터 (Kim Alter) 

12:00~13:30 점심 

종합세션: 한국의 사회적기업 

13:30~14:10 
▪ 한국 사회적기업의 배경과 전망 

김혜원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14:10~14:30 

 

▪ 한국 사회적기업 현황 및 사례 

이은애 사무국장 (함께일하는재단)  

14:30~14:50 

 

▪ 한국 사회적기업과 CSR 

홍상식 과장 (교보생명) 

14:50~15:30 ▪ 질의응답 

15:30~16:00 다과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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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션: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① 

16:00~16:30 
▪ 인도의 사회적기업 

친자 랄만주알라 (Chinzah Lalmanjuala) 

16:30~17:00 
▪ 싱가포르의 사회적기업 

알버트 테오 (Albert C.Y.Teo) 

17:00~17:30 
▪ 홍콩의 사회적기업 

티모시 마 (Timothy Ma) 

17:30~18:00 다과 및 휴식 

종합세션: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② 

18:00~18:30 
▪ 필리핀의 사회적기업 

마리 리사 다카나이 (Marie Lisa Decanay) 

18:30~19:00 
▪ 대만의 사회적기업  

    앤디 카오 (Andy Kao) 

19:00~21:00 환영만찬 

 

 

시간 2일, 10/29 (수) 

한국 사회적기업 견학: (2곳 중 1택) 

9:00~14:00 

▪ 노리단 

▪ 아름다운가게 

*프로그램에 중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과세션: 3개 분과 동시진행 

14:00~16:30 

▪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한국의료생협연대 
 

▪ 소셜벤쳐 

켄 이토 (Ken Ito) 

소셜 벤쳐 파트너스 도쿄 (SVP Tokyo) 
 

▪ 중국의 발전과 사회적기업의 전망 

팡 리 (Fan Li) 

글로벌 링스 이니셔티브 (G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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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17:00 다과 및 휴식 

종합세션: 아시아의 사회적기업 ③ 

17:00~17:45 
▪ 중국의 사회적기업  

팡 리 (Fan Li) 

17:45~18:30 
▪ 일본의 사회적기업 

    타로 타무라 (Taro Tamura) 

 

 

시간 3일, 10/30 (목) 

종합세션 

09:00~10:00 ▪ 아시아의 사회적기업가정신을 논하다 

10:00~10:30 다과 및 휴식 

폐회식 

10:30~12:00 
▪ 아시아 사회적기업의 전망 

▪ ASES 2008 서울 선언 

12:00~16:00  해외참가자 프로그램 (예정) 

 

 

 

 

 

 

 

 

 

 

 

 

 

 

 

 

 

 

 

 

 

 

 

 



   

            AASSEESS  oorrggaanniizziinngg  ccoommmmiitttteeee  

OOrrggaanniizzeerrss::  TThhee  WWoorrkk  TTooggeetthheerr  FFoouunnddaattiioonn,,  GGLLII,,  EETTIICC,,  SSVVPP  TTookkyyoo,,    

KKoorreeaa  hheeaalltthh  ccooooppeerraattiivvee  ffeeddeerraattiioonn,,  TThhee  HHooppee  IInnssttiittuuttee,,    

NNaattiioonnaall  CCoouunncciill  ooff  SSoocciiaall  EEnntteerrpprriisseess  iinn  KKoorreeaa,,  HHEERRII  

5   

9. 행사장·숙소 오시는 길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 평화의 문에서 오른편으로 200M (도보 약7분 소요) 

5호선 올림픽공원역 3번 출구 / 동2문에서 2.5KM (도보로 약 20분 소요) 

2호선 성내역 하차 천호동 방면 버스 2정거장 (도보로 약 15분 소요) 

시내버스 340, 361. 3312. 3411 

 

 

 

10. 기타문의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ASES 2008 조직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ASES 2008 조직위원회 사무국, 김영석 팀장 / 이명희 간사 

n Tel : 02-338-3975 / Fax : 02-338-3995 

n E-mail : ases@hamkke.org / 2008ases@gmail.com 

n 2008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공식 홈페이지: www.asiases.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