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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청년허브 

사진없음 □ 사진있음 ▣ 쪽수 : 13쪽
홍보 

담  당  자
이지현 010-5244-4021 

일본 청년 평화운동가, 영국의 비영리단체 활동가, 

뉴질랜드의 혁신 플랫폼 설립자, 프랑스 영화평론가까지... 

총 6개국, 18명 화제의 해외 게스트들

12월 8일(목)부터 12월 10일(토)까지 

서울시, 서울시 청년허브가 주최하는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삶의 재구성 시즌 3'

참여 해외 게스트들 화제

-일본 평화운동가 스와하라 타케시, 

뉴질랜드 ‘루미오’ 공동설립자 리처드 바틀렛을 비롯 

정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비영리, 환경, 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 내한    

□ 서울시와 서울시 청년허브(이하 청년허브)가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주최하는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삶의 

재구성 시즌 3’(이하 ‘삶의 재구성 시즌 3’)에 참여하는 국내외 게

스트들(해외 게스트 총 6개국 18명, 한국 포함 총 50여명)의 면면

이 흥미로워 화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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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청년허브 컨퍼런스는 3개의 메인 섹션

과 네트워크 페스티벌, 특별전시 등으로 짜여져 총 프로그램만 15

개에 달한다. 형태도 동시통역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컨퍼런스부터

워크숍, 강연, 전시, 공연, 파티 등 다양하다. 특히 첫 회부터 취지

에 공감하는 관련 분야 그룹들과 기획부터 함께하는 플랫폼 형태

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도 기관, 전문가, 청년팀 등 총 14개

파트너가 참여, 더욱 다양한 형식과 내용, 게스트진이 구현되었다.

  □ 첫 번째 세션인 ‘동아시아 포럼’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조

금씩 다른 상황과 선택에 직면해 있는 한국, 홍콩,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청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정치 및 사회적 주제

에 집중해 청년 정치인, 학자, 언론인 등이 주로 초대되었다. 

○ 12월 9일 오후 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열리는 포럼 1 ‘정당정치

의 새 지형: 변화의 정치–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에는

지난해 아베 정권의 평화헌법 개헌에 반대하는 활동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학생운동 그룹 ‘실즈(SEALDs)’의 핵심멤버였던 스와하

라 타케시 국민연합 공동설립자, 올해 차이잉원(蔡英文) 당주석이

총통이 되면서 집권여당이 된 대만 민주진보당에서 청년세대를 대

변하고 있는 페이 위 민주주의연구소 국장 등이 내한한다. 국내에

서는 정치발전소 김형근 사무국장,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장지웅 정의당 청년미래부 부본부장, 조원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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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학위원장 등이 한국 상황을 전달할 예정.

○ 12월 10일 열리는 포럼 2 ‘고령화 사회의 민주주의-청년이 체

제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는 연구공동체 ‘메리디안 180’이 주관해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사회에서 정치적 소수자가 된 청년세대의

해법을 모색해 보는 자리. 대만의 법률 전문가인 그레이스 쿼 국

립성공대학교 부교수, 일본의 김경묵 와세다대 교수가 내한하며

조한혜정 연세대 명예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김유니스 이화여

대 교수, 우석훈 성공회대 교수, 이원재 여시재 기획이사, 이현출

건국대 교수 등 국내 학자들, <세대전쟁>의 저자인 KBS 박종훈

기자도 함께한다.

   ○ 같은 날 열리는 포럼 3 ‘동아시아 취재진들의 못 다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에는 각국의 정치, 사회 전문 언론인들이 모인다.

최근 홍콩에서 성장세인 뉴스채널 <나우 뉴스>의 편집장 빌리 고,

온라인 언론 <스탠드 뉴스> 기네스 호 콰이-람, 일본의 유명 프

리랜서 저널리스트 이포 나카하라, 대만의 <더 저널리스트> 기자

유주 리가 참여한다. 한국에서도 청년들의 현실을 알려왔던 국내

기자들이 함께해 취재 과정에서의 생생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전

망을 세우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두 번째 세션 ‘이슈포럼’은 다년간 청년들과 프로젝트를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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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온 이들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 공무

원, 비영리 조직 활동가 등 현장 전문가들이 주로 참여한다. 

○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포럼 1. ‘공유와

사유, 그 사이’는 청년활동을 위한 거점 공간인 ‘청년청’을 운영하

고 있는 서울시 청년허브와 혁신 관련 140여 개 단체가 입주해 있

는 서울혁신파크를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혁신센터가 공동기획했

다. 그들이 초대한 해외 게스트 역시 최근 성공적인 민관 협력 프

로젝트로 꼽히는 일본 이와테현 시와초의 ‘오갈 프로젝트(ogal

project)’ 담당자 가마다 센이치. 이와테현 시와초 공민제휴실 소속

인 그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으로서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

한 사례를 나눈다.

○ 같은 날 열리는 포럼 2. ‘청년 지원의 재구성’은 다양한 청년활

동을 지원해온 청년허브와 서울NPO지원센터가 공동 기획했으며

아름다운가게, 협동조합 성북신나, 서울문화재단도 그간의 경험을

공유한다. 해외 게스트로는 주류사회에서 소외된 청년 난민들에게

예술과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영국 비영리 단체 ‘리퓨지유스(Refugee

Youth)’의 코디네이터 말라 악숀(Mahla Axon)이 참여한다.

   ○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포럼 3 ‘일상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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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활동, 일, 직업에서 선거와 운동까지’의 메인 게스트는 수

백 명의 혁신가,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등이 모인 수평적인 조직이

자 네트워크인 ‘엔스파이럴(Enspiral)’과 협력적 의사결정을 돕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인 ‘루미오(Loomio)’를

공동 설립한 뉴질랜드의 혁신가 리처드 바틀렛. 특히 ‘루미오’는 대

만의 해바라기 운동 주도 그룹, 유럽 해적당, 스페인의 신생 정당

포데모스 등이 사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 환경, 문화예술, 소수자, 장애 정체성, 리사이클링 등 각기 다른 

분야 및 개성을 가진 7개 청년단체들이 선보이는 ‘협력단체 세션’

의 경우 더욱 다채로운 게스트진들이 참여한다. 

○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및 가족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진 청년팀

아토피스타는 12월 10일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아토피 때문

에 실명까지 겪은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한 노무라

치요 주식회사 언티클 발기인,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긴 임의단체

인 아토피 프리컴 아리타 쇼조 대표를 초대해 포럼을 연다.

○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아래 태어난 청인 자녀인 코다

(CODA: Children of Deaf Adults) 청년들이 주축이 된 코다 코리

아 역시 12월 10일 마리 디몬드 CODA UK&IRELAND 설립자,

신디 첸 CODA Hongkong 창립대표를 초대해 강연을 진행한다.

○ 멸종 위기 해양생물 보호와 해양 생태계 보존 활동을 펼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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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청년 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켈리 쳉 중화고래류보호협회

활동가(대만), 마사코 스즈키 북방 한계선의 듀공을 지켜보는 모임

(일본)을 초대해 12월 8일, 10일 양일간 세미나를 연다.

○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제작, 판매하는 햇빛서점의 커뮤니티

공간인 프랙클스가 12월 10일 주최하는 강연의 게스트는 한국 청

소년·청년 감염인 커뮤니티 ‘알’ 소속의 박상훈 활동가이다.

○ 라디오 작가 겸 대중음악평론가, 일러스트레이터, 기획자 겸 셰

프, 애니메이션 감독 등으로 구성된 아트크루 ‘홉’은 12월 10일 오

후 6시부터 청년허브 1층 공작실에서 ‘뿌연 수증기 속 가운만 걸

친’ 속 시원한 목욕토크를 진행한다. 프랑스의 영화 비평가 휴고

빠라디 빠레르가 프랑스와 목욕,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문화기획자 서상혁이 50년 된 목욕탕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든

‘행화탕’ 프로젝트 사례를 나눈다. 기존 사고를 뒤엎는 흥미로운 창

의력 강의로 잘 알려진 작가 겸 교수 정효찬도 함께한다.

   □ 정치,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생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

임없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의 장 ‘서울시 청년허

브 컨퍼런스 2016-삶의 재구성 season 3'. 각각 다른 배경과 상황

속에 살고 있으나 동시대인으로서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국내외 청년들이 만나서 만들어낼 시너지가 기대된다. 

◦ 보도자료 및 취재 문의 / 이지현 010-5244-4021, uze@youthhub.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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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 세부 개요   

행사명 :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 ‘삶의 재구성’ 시즌 3

(Seoul Youth Hub Conference 2016

“Reshaping theWay We Live” Season 3)

☐ 방향 :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
한 국내외 청년, 언론인, 전문가들의 해법 모색 및 확산

의 장

☐ 일시 : 2016년 12월 8일(목) - 12월 10일(토) 총 3일간
☐ 장소 : 서울시 청년허브 및 서울혁신파크 일대
☐ 대상 : 청년, 청년단체 활동가, 정부, 각 지자체 관련 정책 담당자 및 관계자,

청년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누구나

☐ 주최 : 서울시, 서울시 청년허브
☐ 주관 : 서울시 대청마루, 씨닷
☐ 협력 : 메리디안180, 서울혁신센터, 서울시NPO지원센터, 정치발전소, 노뉴워크,

써클활동, 아토피스타, 코다코리아, 핫핑크돌핀스, 프랙클스, 홉

☐ 문의 : 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사무국
프로그램 및 참여 문의 070 4432 6180, hello@youthhub.kr

홍보 및 협업 문의 070-4432-6183, uze@youthhub.kr

☐ 공식 사이트 : http://youthhubconference2016.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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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허브 컨퍼런스 2016 주요 해외 게스트 리스트 

스와하라 타케시(諏訪原健)  일본 시민연합 공동설립자, 실즈

(SEALDs) 공동설립자 

1992년생으로 가고시마현 출신이다. 츠쿠바대학 및 대학원에서 공부

했으며 2014년 실즈의 전신인  SASPL(Students Against Secret 

Protection Law)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아베 신조(安倍晋

三) 정권의 안보 법안에 저항하며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냈던 학생 

그룹 '실즈(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학생긴급행동/ SEALDs:Student 

Emergency Action for Liberal Democracy-s)를 공동으로 설립하고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실즈’는 도쿄가 있는 관동지역을 비롯해 일본 내 5개 지역에 걸쳐 3백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고 전국에 걸쳐 헌법 제 9조 개헌 반대 및 입헌민주주의의 부활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펼

쳤다. 올해 8월 ‘실즈’는 해체를 선언했고 그는 시민연합에 머무르면서 다음 행보를 준비 중이다. 시민연

합(http://shiminrengo.com/)은 아베 정권의 개헌 야욕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즈'(SEALDs)

를 비롯해 '안보법 폐지와 입헌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 연합', '학자들의 모임', '엄마의 모임' 등 시

민단체들이 모여 설립했으며 안보법 폐지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의하는 각의결정의 철회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1 ‘정당정치의 새지형 : 변화의 정치 –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

‘(12/9) 

페이 위(Pei-Yi Wu) 대만 민주진보당 민주주의연구소 국장 

민주진보당 산하 민주주의연구소 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민주진보당(民主

進步黨)은 진보주의, 자유주의 정당으로 약칭 민진당(民進黨)이며 1986년에 

세워졌다. 2000년 천수이볜이 총통으로 선출되면서 이후 8년 동안 집권 

여당이었으나 이후 국민당에게 패배, 야당으로 돌아갔다. 올해 1월 당 주

석 차이잉원(蔡英文)이 대만의 첫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면서 다시 여당이 

되었다. 정치 분야에서는 대만 독립을 지향하고 사회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 반대, 환경보호, 양성 평등, 약자의 인권보호 등 자유로운 이념을 내

걸고 있다.

페이 위는 대만국립대에서 정치학을 전공했으며 2014년 3월 18일부터 4월 10일까지 3주간 대만 학생들

이 입법원과 행정원 건물들을 점거함으로써 대만의 광범한 서비스 분야를 중국에 개방하려는 국민당 마

잉주 정부의 무역정책 의회 통과를 저지했던 일명 해바라기 운동을 생생히 목격했다. 그때 그는 낡은 

정치의 폐해를 목격했으며 정치권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켜 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15년 5월부터 그는 민주진보당 본부에서 일하기 시작했으며 ‘Grass of Democracy’ 등 지역 청

년과 당을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해에는 차이잉원 총통선거 캠프의 일원으로 소셜 네트

워크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담당하기도 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1 ‘정당정치의 새 지형 : 변화의 정치 – 헬조선, 귀도, 같은 좌절, 다른 대안

‘(12/9) 

그레이스 쿼(Shu-chin Grace Kuo) 대만 국립성공대학교 교수 

그레이스 쿼는 대만 국립성공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연구 관심사는 민사분쟁 해결의 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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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분야이며, 가족법, 민사소송법, 대체분쟁해결을 포괄한다. 특히 법인류학

과 법민족지학 방법론과 이론에 관심이 크다. 최근의 연구는 의무적 이혼 조

정, 특히 사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협상을 통해 생활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지원하거나 개입하는 방식을 다룬다. 노스웨스턴 대학 로스쿨에서 법

학박사와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립 대만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

득하였다. 노스웨스턴대학에서 박사논문을 완성한 후 코넬 로스쿨에서 클라

크 동아시아 법과 문화 프로그램 방문 연구원을 지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2 ‘고령화사회의 민주주의 : 청년들은 체제를 바

꾸어낼 수 있을까’(12/10)  

 김경묵(KyungMook Kim) 와세다대학교 교수 

 와세다대학교 문화, 미디어, 역사 대학에서 국제 아시아학 교수로 재직 중

이다. 도쿄와 서울에서 성장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학사를 취득한 

뒤 동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관심

사는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역할과 한계이다. 일본 국제 자원봉사 센터와 

일본 옥스팜 이사를 지내고 있다. ‘일본의 북한 난민 – 하나 이야기’ 

(Asiapress International, 2016) 등 다수의 저서를 저술하였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2 ‘고령화사회의 민주주의 : 청년들은 체제를 

바꾸어낼 수 있을까’(12/10)  

그웨니스 호 콰이 람(Gwyneth HO Kwai-lam) 

홍콩 <더 스탠드 뉴스(The Stand News> 기자  

그웨니스 호 콰이 람은 2012년부터 더 스탠드뉴스에서 홍콩과 마카오에서 

일어나는 사회 운동을 취재해왔다. 우산혁명 기간 동안 그는 홍콩인들에게 

자기결정과 독립에 대한 의지가 싹트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봐 왔다. 우산

혁명 이후에도 홍콩에서 지발적인 지역 그룹들이 생겨나고 주도 그룹이었던 

‘학민사조(Scholarism)’가 데모시스토 당을 창당한 뒤 기존 정계에 진출하는 

등 홍콩 역사의 역동적인 장면을 취재해 오고 있다. 그가 몸담은 더 스탠드

뉴스는 2012년 홍콩에서 설립된 온라인 언론사로서 정치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이인포

그래픽, 해설 등으로 어려운 주제도 쉽고 명쾌하게 전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3 ‘동아시아 취재진들의 못다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12/10)

빌리 고(Billy Chifai Ko) 홍콩 나우뉴스 편집장 

빌리 고는 1996년 홍콩대를 졸업하고 언론계에 투신했다. 그가 일하기 시작했을 때 홍콩은 영국의 식민

지배가 종식되고 중국에 반환되기 직전이었다. 1997년 7월 1일 반환식을 지켜보면서 그는 북경과 런던 

사이의 권력 투쟁에서 비롯된 정치적 혼란이 끝날 것이라 믿었다. 많은 경험 있는 정치부 기자들이 이

때 홍콩을 떠나려던 생각을 바꿨고 고 같은 젊은 세대들도 시야를 넓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다른 나머지 국가에서도 그렇듯이 상황은 반대로 전개되어 갔다. 홍콩의 정치적 혼란은 끝나지 않고 

2003년 수많은 이들이 초대 행정장관 둥젠화(董建華)의 사임을 요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후 지

금까지 제도 및 사회 개혁을 위한 여정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 전문 기자로서 고는 홍콩 정치 상황의 진화를 가까이 지켜봐왔다. 그는 기자 생활 내내 사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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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지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고 있다. 그가 몸담고 있는 

나우 TV는 홍콩 최대의 정보통신기업인 PCCW(Pacific Century Cyber Works) 그룹의 자회사이다. 나우 

TV의 뉴스채널은 2008년 론칭했으며 24시간 뉴스를 방송하고 있다. 나우 뉴스는 또한 자매회사로 2016

년 론칭한 무료 위성채널 ViuTV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3 ‘동아시아 취재진들의 못다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12/10) 

이포 나카하라(Ippo Nakahara)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사가현 출신 이포 나카하라는 15세 때 어릴 때부터 부친과는 사이가 좋지 

않아 집을 나가기로 결심햤다. 그후 후쿠오카 하카타에서 포장마차를 경영

하는 좋은 아저씨를 만나,  청춘 시절 3년을 포장마차에서 라면을 끓이며 

가로등 밑에서 보냈다. 그 때부터 요리와 손님을 대하는 접객 등을 경험하

며 요리의 세계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지방 신문이나 잡지 등에 

‘식’을 테마로 글을 쓰게 된다. 19세에 도쿄로 올라와 별 탈 없이 글을 쓰며 

작가로 일을 하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던 배를 타고 지구 일주라는 포스터를 

보고 그대로 10년간 그 배를 타고 세계 각지를 여행했다. 바로 피스보트.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 환경 보호 등을 전파하기 위해 년 일본 젊은이들이 

창립한 국제 시민단체이자 배 자체의 이름으로 그는 2002년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잡지나 라디오 등의 기

획 구성 TV, 취재 코디네이터를 하면서 작가로도 계속 활동하고 있다. ‘도쿄의 부엌’ 이라 불리는 츠키지 

시장에 다니면서 긴자에 가게를 준비하는 튀김 덴뿌라 장인의 인생을 쓴 논픽션 『덴뿌라 콘도의 시대』 

를 집필했다. 현재로서 가장 힘을 쏟고 있는 프로젝트는 대표로 있는 도쿄로컬레스토랑 프로젝트이다. 

그릇의 안과 밖을 연결한다는 취지를 가진 도쿄로컬레스토랑은 지역 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된 신선한 

농산물을 도쿄 최고의 요리사들이 창의적 레시피로 조리해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 

레시피를 다시 지역의 농부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순한 식당을 넘어서 음식을 만드는 

이와 식재료를 길러내는 생산자 그리고 소비자가 서로 소통하는 레스토랑 미디어를 지향하고있다. 그는 

식재료 코디네이터를 담당하며 일본 각지의 지역 특산물 생산자를 찾아가고 연결하는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3 ‘동아시아 취재진들의 못다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12/10) 

유주 리(Zoe Lee), <더 저널리스트> 기자 

Zoe Lee는 1992년생으로 대만 태망대학교(Tamkang University)를 졸

업했다. 그녀는 현재 <더 저널리스트(The Journalist)>에서 일하고 있

으며 환경, 사회운동, 문화, 교육 분야 이슈를 주로 다룬다. <더 저널

리스트>는 1987년에 창간되었으며 대만 유일의 정치 주제 잡지로 주

목을 받고 있다. 참여 세션 / 동아시아 포럼 3 ‘동아시아 취재진들의 

못다한 이야기, 앞으로의 과제들’(12/10) 

가마다 센이치(鎌田 千市) 일본 이와테현 시오초 공민제휴실 

1991년 이와테현 시오초(紫波町)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2007년부터 기획총무부 기획과 산하의 공

민제휴실(公民連携室)에서 민관 협력 프로젝트 경험을 쌓았다. 2008년 본격 논의를 시작해 2012년 6월 

문을 연 문을 연 오갈 프로젝트(ogal project)를 담당했다. 오갈 프로젝트는 JR 시와 중앙역 앞에 오랫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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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방치된 10.7ha 규모의 토지에 신청사, 도서관, 농산물 직판장, 운동장, 광

장 등의 공공시설은 물론 카페, 레스토랑, 시장, 클리닉, 호텔, 주택 등 민간시

설까지 공동 건설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은 대표적인 민관협동 프로젝트로 

꼽힌다. 참여 세션 / 이슈포럼 1 ‘공유와 사유, 그 사이’(12/9)  

말라 악숀(Mahla Axon) 영국 리퓨지유스(Refugee Youth) 코디네이터 

영국 북부 지역의 주거 지원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지역의 

농촌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말라 악숀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위한 창의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개발하고 있다. 현재 

런던에 본부를 둔 리퓨지유스의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직접 설

립한 새로운 조직인 ‘The RISE Collective'의 대표를 맡고 있기도 

하다. 이 조직은 청년들이 그들의 미래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술과 자신감을 개발하는데 도

움이 될 창의적인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요한 매체는 예

술과 미디어이다. 그는 사회적 불평등을 자각하고 항의하는 조직, 

커뮤니티, 개인이 늘어나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참여 세션 / 이슈포럼 2 ‘청년지원의 재구성’(12/9) 

리처드 바틀렛 뉴질랜드 ‘엔스파이럴(Enspiral)’,  ’루미오(Loomio)' 공동 설립자 

리처드 바틀렛은 사회 혁신을 추구하는 비즈니스 툴을 사

용하는 사람들의 분산적 네트워크인 엔스파이럴(Enspiral)을 

공동으로 설립했다. 그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인 루미오(Loomio)의 공동 설립자이기도 하다. 오픈

소스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월스트리

트 점거 운동에도 참여했다.  

최근에는 일과 정치 사이의 교차라는 주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생태적 이상을 

취미 대신 일상의 일에 반영할 수 있을까?”

엔스파이럴은 250명 이상의 프리랜서와 사회적기업들이 

1:1로 모두 동등한 입장으로 참여해 시스템을 운영하는 네트워크이다. 엔스파이럴의 구성원들은 자율성

을 최대화하고 위계구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안에서 최대한 폭넓게 자금과 정보, 힘을 분산한

다. 

일종의 열린 협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엔스파이럴은 많은 프로젝트와 기업으로 이뤄져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루미오이다. 협력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툴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 루

미오(www.loomio.org)는 전세계적으로 정부, 활동가, NGO, 기업 등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특정 주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과 온라인을 통해 토론할 수 있으며 찬성, 기권, 반대, 차단 기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고 모두의 의견을 통해 의사를 결정한다. 유럽 해적당, 스페인 포데모스 등 신생 정치세력이 가장 애

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 하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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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세션 / 이슈포럼 3 ‘일상의 민주주의: 활동, 일, 직업에서 선거와 운동까지’(12/10) 

마리 디몬드 Marie Dimond

영국 농인 부모 아래서 태어난 코다이며, 부모에게서 우선 영국수화언어(British 

Sign Language)를 배운 후에 다음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한다. 코다와 관련한 논문

으로 농학(Deaf Studies) 학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수어통역학 전공으로 준석사 학

위를 받았다. 국제코다컨퍼런스에 다녀오고 난 후, 영국의 미래 코다 세대들을 지원

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행사를 조직하여 CODA UK&Ireland를 설립했고 지금까

지 운영해오고 있다. 열렬한 독자이며 예리한 여행자, 채식주의자이고 동시에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다. CODA UK&Ireland는 영국농아인협회 산하의 조직

으로 운영되었으나, 이후 독립적인 조직으로 구성하여 2007년부터 매해 컨퍼런스를 열고 코다 캠프 및 

워크숍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참여 세션 / 협력단체 세션 4 강연 '해외 코다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12/10)

신디 첸(Cindy Chan) CODA Hongkong 창립 대표

홍콩에서 태어난 코다이다. 어렸을 때부터 홍콩 수어와 광둥어를 배우며 자랐다. 

부모의 통역을 담당해왔으며, 아주 어렸을 때에도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했다. 다른 많은 코다들이 청사회와 농사회 사이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을 보

았고, 현재 CODA HK의 운영을 위해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다. CODA Hongkong

은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설립된 코다 단체로서, 2013년에 홍콩 내의 코다를 지

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코다가 가진 그들의 잠재력(이중언어사용자, 이중문화)

을 배우고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독립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참여 세션 / 협력단체 

세션 4 강연 '해외 코다 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12/10) 

노무라 치요(Chiyo Nomura) 

주식회사 언티클(untickle, http://column.untickle.com/) 발기인

선천적 아토피 증상으로 백내장을 앓아 실명상태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증상 악화로 세 번이나 사회생활을 중단해야 했다. 정보 혼란을 겪으며 

좀처럼 자신에게 맞는 대책을 찾지 못해 고생했던 자신의 경험을 기반

삼아 2013년 언티클(untickle)을 시작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 아토피 

관련 장보 수집 및 네트워킹을 하며 폭넓게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참

여세션 / 협력단체세션 3 아토피 대안찾기 한일포럼: 아토피안이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12/10)

아리타 쇼조(Arita Shozo) 아토피 프리컴 대표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긴 아토피 임의단체인 아토피 프리컴

(atopy-free-com, http://atopyfree.web.fc2.com/about.html) 대표. 아토피 프리덤은 

가급적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지 않고 아토피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보를 모아 

격월간 책자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참여세션 / 협력단체세션 3 아토피 대안찾기 한일포럼; 아토피안이 말하는 '우리

가 살아가는 방법'(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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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쳉(Tseng Kelly) 대만 중화고래류협회 활동가 

타이완의 활동가로 중화고래류협회(Taiwan Cetacean Society, 

www.whale.org.tw) 소속.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바

다 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타이완이란 섬나라에 살고 있지만 바

다에 대해 너무 무지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계기였다고 한다. 이후 고래들이 

살아가는 바다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고, 현재 중화고래류협회 활동가

로 대중에게 해양 및 고래류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 있다. 중화고래류협

회는 1997년부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래 보호에 대한 대중적 관심

을 높이고 야생 고래들의 구조/치료 활동을 하고 있는 보호 단체이다. 

참여 세션 / 협력단체세션 5 / 핫핑크돌핀스 / 세미나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part1_한국과 타이완의 고래류 보호 활동' (12/8)

스즈키 마사코(Suzuki Masako) 일본 오키나와 북방 한계선의 듀공

을 지켜보는 모임(Association to Protect Northernmost Dugong, 

http://sea-dugong.org) 소속 활동가. 

지난 2000년 봄, 일본에서 처음으로 열린 '야생 듀공 보호 심포지

엄' 참석을 계기로 일본 듀공 보호 활동을 시작했다. 2007년에는 

오키나와 나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팀을 만들어 무분별한 

포획과 미군기지로 인한 해양 오염 등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오키

나와 듀공과 이들의 서식처를 조사하고 보존하는 활동을 해오고 

있다.

참여 세션 / 협력단체세션 5 / 핫핑크돌핀스 / 세미나 '무국경 바다의 친구들 part2_제주와 오키나와의 

멸종위기 해양동물' (12/10)

휴고 빠라디 빠레르(Hugo Paradis-Barrère) 영화비평가 

프랑스 영화잡지<Independencia>의 영화비평가로 일하고 있다. 파리 한국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를 맡았으며 독립 중국영화제 집행위원이기도 하다. 파

리3대학 영화학 박사과정 학생이면서 현재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으며 홍

상수 감독에 대한 책도 쓰고 있다. 

참여 세션 / 협력단체 세션 6 / 홉 '목욕관(沐浴觀) : 타인의 목욕을 엿보다' 

전시와 목욕토크(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