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EMES 사회적기업 국제학술컨퍼런스 
"If Not For Profit, For What? And How?" 

 
2012년 7월 1-4일 
벨기에 리에쥬 대학 

 
 

명실상부한 전세계적 규모와 다학제간 통합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제4회 EMES 사회적기업 

국제학술컨퍼런스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컨퍼런스는 제3섹터에 관련된 기존 연구흐름들(비영리부문,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시민사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혁신, 사회적 투자, 사회투자기부(venture 

philanthropy), 혼합형 조직(hybrid organisation)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연구동향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들이 발전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들과 관련 연구자들의 다양한 전공을 포괄하는 학술토론을 

조직하기 위해, 컨퍼런스는 아래의 10개 주요 주제를 따라 구성될 것입니다.  
 
1.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모델 

2. 사회적기업가, 기회구조 및 창업과정 

3. 사회적 혁신 

4.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5. 사회적기업의 파이낸싱 

6. 노동 및 고용  

7.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 

8. 커뮤니케이션과 마케팅 

9. 성과측정 

10. 제도화와 공공정책 



발표를 위한 요약문은 2012년 11월 30일 또는 2013년 2월 15일까지 (아래 주요 일정 참조) 컨퍼런스 

공식메일(Lg13@emes.net)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요약문의 길이는 참조문헌을 제외하고 400자 이상 

600자 이내여야 하며, 최소한 1) 기존문헌 검토, 2) 연구주제 – 핵심 질문 3) 방법론의 세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자 성명, 직위, 주소, 소속기관 및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자 한 명당 최대 2개의 요약문이 채택될 수 있습니다. 3-4개의 요약문이 포함된 패널세션 제안서 또한 

환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EMES 연구네트워크 웹사이트(www.emes.net)에 있는 공고문(call for 

papers)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문과 발표문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로만 제출 가능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설립 20주년을 맞는 사회적경제센터(Centre for Social Economy)의 주관으로,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천년고도 리에쥬에 자리잡은 리에쥬 대학-HEC 경영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컨퍼런스 기간 중에는 대학 프로그램들간 교류와 파트너십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3회 

사회적기업가/사회적기업 관련 교육훈련 포럼(Forum on Education and Training in Social 

Entrepreneurship/Social Enterprise (FETSE)) 및 리에쥬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 방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와 부대활동이 진행될 것입니다. 또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에는 연구 초기단계에 있는 

연구자들과 박사과정생들을 위한 포스터 세션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전 EMES 

국제컨퍼런스들과 마찬가지로 박사과정생들 간의 네트워킹과 아이디어의 공유, 교수진 및 선배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위해 EMES PhD 네트워크가 주관하는 특별 세션도 진행될 것입니다.   
 

컨퍼런스 좌장 
쟈크 드푸르니(Jacques DEFOURNY, 벨기에), 데니스 영 (Dennis YOUNG, 미국) 

 
조직위원

아브너 벤너(Avner BEN-NER, 미국) 

카를로 보르자가(Carlo BORZAGA, 

이탈리아) 

마리 부샤르(Marie BOUCHARD, 

캐나다) 

타코 브란센(Taco BRANDSEN, 

네덜란드) 

캄통 찬(Kam-tong CHAN, 홍콩) 

호세 루이스 코라지오(José Luis 

CORAGGIO, 아르헨티나) 

쥴리오 에키아(Giulio ECCHIA, 

이탈리아) 

베르나르 앙졸라(Bernard ENJOLRAS, 

노르웨이) 

루이스 이냐시오 가이저(Luiz Inácio 

GAIGER, 브라질) 

케이트 하트(Keith HART, 남아공) 

이사벨 일렌캄프(Isabelle 

HILLENKAMP, 스위스) 

카이 호케르트(Kai HOCKERTS, 

덴마크) 

마렉 위동(Marek HUDON, 벨기에) 

라스 훌가르(Lars HULGÅRD, 덴마크) 

레슬리 위스팅스(Lesley HUSTINX, 

벨기에) 

벤쟈민 위브레히트(Benjamin 

HUYBRECHTS, 벨기에) 

마크 제제르(Marc JEGERS, 벨기에) 

유위안 콴(Yu-Yuan KUAN, 대만) 

쟝루이 라빌(Jean-Louis LAVILLE, 

프랑스) 

린다 안델센(Linda L. ANDERSEN, 

덴마크) 

시빌 메르텐스(Sybille MERTENS, 

벨기에) 

알렉스 니콜스(Alex NICHOLLS, 영국) 

마르트 니센(Marthe NYSSENS, 벨기에) 

메리 오셔나시( Mary 

O’SHAUGHNESSY, 아일랜드) 

나딘 리셰-바떼스티(Nadine RICHEZ-

BATTESTI, 프랑스) 

로져 스피어(Roger SPEAR, 영국) 

자스왈 수린다(Jaswal SURINDER, 

인도) 

이사벨 비달(Isabel VIDAL, 스페인) 

아네트 짐머(Annette ZIMMER,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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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일정 

2012 년 11 월 30일 요약문 및 패널 제안서 1차 마감 - 보조금 신청 등의 이유로 요약문 채택 

여부를 일찍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012 년 12 월 20일 1차 마감된 요약문 및 패널 제안서 채택결과 통보 

2013 년 2월 15 일 요약문 및 패널 제안서 최종 마감 

2013 년 3월 29 일 채택결과 통보  

2013 년 4월 26 일 조기등록 마감(할인된 등록비 적용)  

2013 년 6월 15 일 발표문 제출 마감  

 2013년 6월 20일  등록 마감 

 2013년 7월 1일   컨퍼런스 개막 
 
 
 

프로그램과 등록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www.emes.net에 회원가입을 하시면, 컨퍼런스 관련 뉴스와 업데이트가 제공됩니다.  
 
 
 

 
                       Photo credit: ©ULg – Globalview 

 

http://www.emes.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