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8 회 국제비영리학회 아태지역 컨퍼런스 

비영리기구 법/제도, 정책, 실무: 혁신과 평가 

   i 

 

국제비영리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퍼런스 학술위원회  

 

새미 하산 (아랍에미리트(UAE) 대 정치대학 교수; 국제비영리학회 이사, 공동의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 교수, 공동의장)  

브론웬 달튼 (시드니 공과대 비영리경영 프로그램 디렉터) 

마 올리바 도밍고 (필리핀국립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야샤반타 돈그레 (인도 마이소르대 상경대학 교수) 

수쉬정  (대만국립정치대 경제대학 교수) 

알라이자 W.Y. 리 (홍콩국립대 공공정치대학 교수)  

리우 퀴쉬 (칭화대 공공정책대학 교수; 국제비영리학회 이사) 

마리아 R. 닌디타 라디아티 (트리사티 대학, 비영리 프로그램 디렉터, 국제비영리학회 이사) 

쥬리 V. 바다칸 (태국 국가행정개발연구원 교수) 

나오토 야마우치 (오사카대 공공경제대학 교수, 국제비영리학회 이사) 

 

국제비영리학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컨퍼런스 조직위원회  
 
박태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이사장, 공동의장) 

황창순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공동의장) 

정무성 (숭실사이버대 부총장) 

김운호 (경희대 공공대학원 교수) 

이한준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형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양용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인성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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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CT 2013  

1200-1400 등 록 

1300-1430 분과세션 1 

 

Session A: 복지: 매니지먼트와 성과  

좌장: 루쓰 필립스  

 

마츠시마 미도리: 사회적 자본과 복지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 자원봉사 사례를 

중심으로 

 

마헨드라바다 인디라: (대안적 접근) 

비정부기구가  복지에 미치는 임팩트 측정  

 

조스 첸: 사회복지시설이 도움이 되고 

있는가?- 대만의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중심으로  

 

Session B: 패널 프리젠테이션 

좌장: 나오토 야마우치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개인 및 

자선단체(기관)들의 원조 제공- 재난관리에 

있어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좌장: 야마우치 나오코 

 

카와와키 야스오 

 

오카다 아야 

 

오쿠야마 나오코 

 

Session C:  제 3 섹터의 현안 및 당면과제  

좌장: 아네트 짐머만  

 

챠오 페이리안 : 현대 중국의 풀뿌리 

비정부기구와 시민 사회 개발 

 

SK. 타피크: 네팔과 방글라데시의 비영리 

풀뿌리기관들의 전망과 도전과제 

 

레카  R. 가온카: 제 3 섹터와 환경보호: 

인도의 비정부기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시마오카 미키코: 동아시아에서 

다자간협의프로세스에 대한 연구- 전략적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시민참여 

    

1430-1500 휴 식 

1500-1615 
총회 A: 비영리섹터 연구 및 교육에 대한 선입견: 영역간 문화 및 지역 교류의 관점에서   

좌장: 웬디 얼스, 발표자: 브렌다 가이너, 제이콥 마티, 새미 하산, 카츠 하가이, 버나드 엔졸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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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OCT 2013  

1630-1800 분과세션 2 

 세션 A: 제 3 섹터기구-정부, 커뮤니티 & 

매니지먼트  

좌장: 마 올리버 도밍고 

 

고빈드 파라사드 드하칼: (네팔) 권위주의의 

퇴조와 지역사회의 참여: 새로운 협력의 

시작 

 

오자와 와타루: 외국인학생 교육을 위한 

다국적 자원봉사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자원 봉사 연계 도구로서의 디지털 예약 

시스템의 가능성 

 

힐러리 예브리: 시민사회운동가- 지식과 

스칼라십 

 

마틴 마데일: 현지정부와 NGO 네트워크- 

탄자니아의 초등교육실시의 시사점 

 

세션 B: 제 3 섹터기구와 맨파워- 다양한 관점 

 

좌장: 버나드 엔졸라스   

 

라라텐두 다스: 임파워먼트와 역량개발- 

미국흑인의 사회공헌에 대한 담론을 중심으로 

 

루쓰 필립스: 임파워먼트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젠더 아젠다 정책과 

여성비영리기구에 대한 이해  

 

목불 모르셰드 아흐메드: 사회 빈곤층을 위한 

분배정의- 방글라데시 마을위원회와 

비정부기구 간 협업 

 

(메리) 주 휘추안: 중국 기업들의 재단설립- 

농촌의무교육 촉진사례를 중심으로 

 

세션 C: 제 3 섹터, 지식 & 사회적기업 

  

좌장: 오쿠야마 나오코  

 

시마오카 미키고: 비영리기구의 이해관계자 

관리역량과 성과 논의- 이론적 접근 

 

티안 롱: (중국) 도시별 사회적 기업 모델 

 

 

마리아 R. 닌디타 라드야티: 인도네시아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과제  

 

1900-2100 컨퍼런스 리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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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CT 2013  

0800-0900 등 록 

0900-1000 
총회 B:  나오토 야마우치(좌장);  환영사(웬디 얼스, ISTR 회장);  축사(김준기, 학술위원회 공동의장)  

기조연설자: 카를라 사이먼 & 레오네 아이리쉬 "동아시아의 법·제도 및 재정 혁신"  
1000-1030 휴 식 

1030-1200 분과세션 3 

 

세션 A: 비영리경영과 성과  

좌장: 리타 마노  

 

 

첸 진후와: 비영리기구 이해 

관계자 문화 측정도구 개발 

 

바오롱 궈: 바우처 시스템과 

한국의 비영리기구- 조직 문화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 

 

웬 주오이: (홍콩) 정부보조금 

개혁이 비정부기구에 미치는 

영향 

 

 

세션 B: NPO 와 민간부문 파트너십  

좌장: 황창순 

 

 
누오구치 카즈미: (대만) 영리 및 비영리 

부문 간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 기반한 

협력 

야마우치 나오코: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개인 및 자선 원조 제공 : 재난 관리에서 

시민 사회 역할 모색 

쿤정 리아오: (대만) 공공-민간 파트너십 

과 농촌 개발 

메건 알레산드리니:  동물보호단체에 

대한 기업후원 

석조은: CSR 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션 C: 사회적기업-실태와 현안 

좌장: 마리아 R. 닌디타 

라드야티 

 

타나카 타카후미: 3.11 재해 

이후 일본 후쿠시마의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마크 윌슨*: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소티 키엥: (캄보디아) 비영리 

기구의 수익모델 개발 

야마자키 유키코: 

사회복지서비스와 소비자조합이 

제공하는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세션 D: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사업 10 주년 

성과 평가 

좌장: 전현경 실장  

 

 

임은의: 젠더적 관점에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의 

효과분석 

 

 

도현명: Good is Not 

Good Enough- 희망가게 

사회적 성과평가 

1200-1300 중식 및 스폰서 기업 프리젠테이션(삼성, SK, 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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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CT 2013  

1300-1400 
총회 C: 한국의 비영리기구 섹터 

좌장: 정구현,  발표자: 김준기 ”한국의 세제, 준조세 및 기부자 행동”,  토론자: 손원익 

1430-1600 분과세션 4 

 

세션 A: 사회적 기업- 시장과 도전과제 

좌장: 목불 모르셰드 아흐메드 

 

 

리 리먼: 사회적기업의 구조적 혁신: 사회적 

미션부터 사회적 제품까지 

 

 

주양 창: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장 개발 및 

기반 기술 형성을 위한 이론개발  

세션 B: 제 3 섹터와 사회정의 

좌장: 김준기 

 

V.J. 바이라 레디: 인도의 불평등 감소: 

보건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와 제 3 섹터의 

역할성과 비교분석 

 

유창 첸: 도호쿠 대지진 후 재해지원 협력 

시스템 : 비영리기구의 재해 지원 방식 

 

하이징 다이: 누구를 위한 돌봄(Care)인가: 

현대 중국의 다양한 형태의 노인지원 

주거시설에 대한 고찰 

세션 C: 패널 프리젠테이션  

좌장: 새미 하산 

 

아시아의 (재)민주화와 제 3 섹터 법률-

진보인가 회귀인가? 

 

사미 하산: 방글라데시의 재 민주화와 제 3 

섹터 

마리아 R 닌디타 라드야티: 인도네시아 

비영리기구의 개발과 규제 

마 올리버 Z. 도밍고: 필리핀 

제 3 섹터(비영리섹터)의 법적 프레임워크 

P. 이시와라 브하트: 인도 비영리기구에 대한 

소득세 면제 

사미 하산: 요약 및 Q&A 

 

1600-163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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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OCT 2013  

1630-1800 분과세션 5 

 

세션 A: NPO- 세금, 책임성 & 현안  

좌장: 박태규  

 

이시다 유우: (일본) 비영리기구의  재무 

구조와 공시에 관한 실증적 연구 

 

김진: (한국) 비영리기구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세액 공제한도는 효과적인가? 

 

P. 이시와라 바트: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제 

3 섹터 기관(기구)에 대한 소득세 혜택 

 

세션 B: 라운드 테이블  

좌장: 존 클래머 

 

시민권리에 입각한 접근 방식에서 나아가 

책임기반의 시민사회 모델 

 

 

V.J.바이라 레디 

 

마 올리버 도밍고 

목불 모르셰드 아흐메드  

 

세션 C: 패널 프리젠테이션   

좌장: 김경묵  

 

호주, 일본, 한국의 사회적 기업 

 

김경묵: 일본의 시민사회의 변화- NPO 의 

퇴조와 사회적기업의 성장?  

 

김효정: 사회적 기업과 여성운동은 

양립가능한가?- 한국 할머니들의 지식과 

커뮤니티지원농가 

 

브로웬 달튼: 호주 MBA 커리큘럼의  사회적 

기업- NPO 경영 교육의 미래? 

1830-2100 
공식만찬  

- 대한적십자사 총재 축사 

- 청소년 밴드그룹 퍼포먼스 (노리단 연출 및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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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13  

0900-1030 분과세션 6 

 

세션 A: 정부, 국제사회 그리고 제 3 섹터 

 

좌장: 브로웬 달튼  

 

셀린타 클라크: 국가의 공적의사결정이 

인신매매방지 시민사회단체에 끼치는 영향: 

태국과 캄보디아 

 

엘리자 W.Y. 리: 홍콩에 소재한 

국제비정부기구의 역량 실태 

 

패트릭 킬비: 호주 정부와 

국제비정부기구의 관계 

세션 B: 패널 프리젠테이션 

 

시민사회, 사회적 자본과 시민정치의 최신 

동향과 흐름 

 

좌장: 정홍익 

 

하라다 히루: 설문방법으로 도출한 

동아시아의 사회적 자본 

 

요시노부 아라키: 일본의 사회적 자본 연구에 

대한 새로운 관점 

 

스티븐 라드겝 스미스: 미국의 사회적 자본, 

시민참여 및 비영리기구 

 

폴 데커: 유럽의 시민사회- 시민사회에서 사회 

적 자본과 뮤츄얼 케어로 무게중심 이동 

 

임현진: 글로벌시민사회와 세계화의 민주화 

세션 C: 비영리 관련 법·제도, 실무 및 결과 

 

좌장: P. 이시와라 브하트 

 

아머르 아파크: 파키스탄의 비영리 관련  

법·제도 

 

파라하 나와즈: 남녀불평등에 따른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이상과 현실 괴리: 

(방글라데시 교훈) 

 

스미타 미시라-판다: 성비불균형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도 시민 사회 단체의 역할- 

관련 법 제정 및 결과 

 

프란시스코 마그노: 필리핀의 제 3 섹터 관련 

법·제도의 발전적 진화 

1030-1100 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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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OCT 2013  

1100-1230 분과세션 7 

 

세션 A: 제 3 섹터: 과거, 현재, 미래 

  

좌장: 브렌다 게이너 

  

사사키 슈사쿠: 비영리기구를 위한 온라인 

모금 도구의 역할: 온라인 기부자 행동에 

대한 이해 

 

니시다 요코: 비영리기구의 차세대 리더 

육성 

 

이영미: 미국의 비영리 매니지먼트의 확장 

세션 B: 라운드테이블  

전통적 복지국가와 새로운 복지국가에서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 

 

좌장: 스티븐 라드겝 스미스 

  

루시 조단  

 

강철희  

 

아네트 짐머 

세션 C: 예술, 미디어, 지식 그리고 개발 

 

좌장: 엘리사 W.Y. 리 

 

제니퍼 첸: 문화행사 참여에 대한 인구 

통계학적 요인 및 미디어의 효과 

 

마크 윌슨: 경제개발을 도모하는 예술 및 문화 

분야의 제 3 섹터 자산 활용 

 

존 로버트 클래머: 예술로서의 사회적 기업: 

빈곤퇴치, 정책 및 지역사회개발 

1230-1330 중 식 

1330-1400 국제비영리학회 아태지역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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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비영리 파트너십 세미나  

한국비영리학회 2013 추계학술심포지엄 

 

장  소 : 백범기념관  

일  시 : 2013 년 10 월 25 일 오후 2 시 

 

주  제 :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을 위한 신뢰와 협력 

인사말 : 황창순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회장, 순천향대학교)  

격려사 : 박태규 교수   (한국비영리학회 이사장, 연세대학교)  

격려사 : 안재웅 이사장 (YMCA 연맹) 

 

좌장 : 양용희 교수     (호서대학교) 

주제 1 : “기업과 비영리조직의 파트너십을 위한 환경과 제도적 접근” 

발표 : 문형구 교수     (고려대학교)  

사례 : 김도영 팀장     (SK 브로드밴드)  

토론 :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토론 : 박치수 상무     (교보생명)  

토론 : 정진옥 본부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Coffee Break  

주제 2 : “섹터간 파트너십을 위한 커뮤니케이션과 신뢰구축” 

발표 : 김운호 교수     (경희대학교)  

사례 : 양진옥 사무총장 (굿네이버스)  

토론 : 이한준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 : 정윤길 실장     (한국국제협력단 민간협력)   

토론 : 이소원 팀장     (전국경제인연합회사회공헌)  

전체토론 20 분  

주최 : 한국비영리학회 

주관 : 엔씨스콤 

후원 : 교보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