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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칼	폴라니	100주년(Karl	Polanyi	Centenary),	헝가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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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n	Nature),	몬트리올,	1996

제7회	 	인간의	필요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Human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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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허구	상품으로부터	사회와	자연의	보호(Protecting	Society	and	Nature	

from	the	Commodity	Fiction),	터키,	2005

제11회	 	21세기의	칼	폴라니(The	Relevance	of	Karl	Polanyi	for	the	21st	

Century),	몬트리올,	2008

제12회	 	칼	폴라니와	라틴	아메리카(Karl	Polanyi	and	Latin	America),	

아르헨티나,	2012

제13회	 	칼	폴라니의	지적	유산(The	Intellectual	Legacy	of	Karl	Polanyi),	

몬트리올,	2014

제14회	 	‘거대한	전환’과	현대의	위기들(‘TheGransformation	& Contemporary’	

Crises	2014),	한국,	2017

안녕하십니까?	

제14회	폴라니국제학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세계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세계경제

는	아직도	확실한	회복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자유

주의	30년	만에	세계는	극도의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회

는	분열됐고	자연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	직후

에는	국가가	나서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기를	자극하는	정책에	

나섰던	미국과	유럽의	정부들은	또다시	긴축재정이라는	시장	논

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경제학은	여전히	자기조절적	시장self-

regulated	market이라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열네	번째	칼폴라니	국제학회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립니다.	촛

불	시민이	대통령을	탄핵해서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킨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더욱	뜻깊습니다.	한국의	촛불은	폴라니의	이중운동	

중	하나의	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제는	“폴라니와	현대자

본주의의	위기”이며	여기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

성장”을	집중	분석하고	촛불운동을	이중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	논

의하는	것,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다듬는	것,	그리

고	아시아의	폴라니	연구와	사회적	경제를	다루는	것도	의미심장

합니다.	

이번	학회를	계기로	참가자가	더욱	다양해지고,	더	젊어지며,	학회

가	다루는	주제도	더	현실에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시	

한	번	“거대한	전환”을	이뤄서	조금	더	생태적이고	평등한	사회,	민

주주의를	이룬	복합사회complex	society가	되는데	이번	학회가	조

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칼폴라니국제학회 연혁 인사말

_박진도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_캐리	폴라니	레빗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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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칼폴라니와 21세기”

일시|  2017. 10. 12.(목) 10:30

장소|  서울시 신청사 다목절홀(8F)

캐리 폴라니 레빗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이사장

맥길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주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일시|  2017. 10. 14.(토) 09:00

장소|  서울시 신청사 다목절홀(8F)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콩코르디아 대학 교수

기조강연자

| 행사일정표 |

12일(목) 14일(토)

다목적홀

기조강연

마거릿 멘델

세션13
한국의 사회혁신
마거릿 멘델

폐회

다목적홀 A홀 B홀 C홀

9 : 00

9 : 30

등록

10 : 00 개회

10 : 30

11 : 00 기조강연

캐리 폴라니 레빗11 : 30

12 : 00

12 : 30

13 : 00 세션01
폴라니와 소득주도성장

1부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2부 

엥겔베르트 스톡해머
(킹스턴대학교)

세션07
폴라니와 이론1
원용찬
(전북대학교)

세션02
폴라니와 경제위기

류동민
(충남대학교)

세션09
폴라니와 사회적경제1
진희선
(경희대학교)

13 : 30

14 : 00

14 : 30

15 : 00

15 : 30

16 : 00

16 : 30

17 : 00

17 : 30

18 : 00

13일(금)

다목적홀

세션06
기본소득

캐리 폴라니 레빗
(맥길대학교)

세션05
이중운동과 포퓰리즘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A홀

세션03
폴라니와 생태위기

이병천
(강원대학교)

세션08
폴라니와 이론2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C홀

세션11
아시아의 사회적경제1
루 펑
(중국 사회과학아카데미)

세션12
아시아의 사회적경제2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B홀

세션10
폴라니와 사회적경제2
마거릿 멘델
(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세션04
폴라니와 이중운동

김상준
(경희대학교)

※수록한 정보는 기조강연자, 세션별 주제와 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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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거시경제학과 현대의 위기들

1부		좌장: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금융화된 경제에서 임금주도성장 전략

조복현(한밭대학교)

한국의 소득주도성장: 위대한 유산 또는 희망사항인가?

이상헌(국제노동기구)

한국의 평등주도발전 전략

황선웅(부경대학교)

소득주도 개발 정책

외즐렘	오나란(그리니치대학교),	엥겔베르트	스톡해머(킹스턴대학교)

2부		좌장:	엥겔베르트	스톡해머(킹스턴대학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김현철(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의 변화

우니	히로유키(교토대학교)

좌장:	류동민(충남대학교)

현대 글로벌 자본주의의 두 가지 위기-거대한 전환의 필요성

안나마리아	아트너(헝가리	지역경제연구센터HAS,	세계경제연구소)

경제적 불평등에서 계급의 역할:

중국과 인도의 마르크스주의적 비교 연구

인	사이먼(허페이공과대학)

폴라니의 저주와 중국의 두 번째 거대한 전환의 위기

루	펑(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에서의 폴라니연구와 21세기에 남겨진 그의 지적유산: 

신자유주의 국가, 부채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의 자멸

와카모리	미도리(오사카시립대학교	경제대학원)

좌장:	이병천(강원대학교)

지속가능한 전환에 대한 개발 국가의 접근법: 중국 사례

카이	이판(클라크대학교	지리학대학원)

일본 토호쿠 지방 대재앙 이후 사회연대경제의 전망

사이토	후미히코(류코쿠대학교)

위험한 전환기의 세계–경제, 사회, 이중운동

이상헌(한신대학교)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폴라니적 관점: 

발전주의-기능주의에 반대한다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Ⅱ. 폴라니와 복합사회에서의 민주주의

좌장:	김상준(경희대학교)

전간기와 현대의 경제, 사회, 이중운동과 사회주의 세계관

클라우스	토마스버거(베를린	응용과학대학교)

현대 신자유주의에서의 대항운동: 한국의 1988-2013년

폴라니 유형과 마르크스 유형의 노동불안 역학

강민형(존스홉킨스대학교)

오사카에서의 신자유주의 공세와 노동자들의 대응

찰스	웨더스(오사카시립대학교)

좌장: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내핍과 연대: 그리스에서의 이중운동

러셀	헨쇼(옥스퍼드대학교	사회문화인류학연구소)

세션01 폴라니와 소득주도성장 10/12(목), 오후 1:00-6:00

세션02 폴라니와 경제위기10/12(목), 오후 1:00-6:00

세션03 폴라니와 생태위기10/13(금), 오전 9:00-12:00

세션04 폴라니와 이중운동 10/13(금), 오후 1:30-6:00

세션05 이중운동과 포퓰리즘 10/13(금), 오후 1:3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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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니의 이중운동론과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한 해석

이병천(강원대학교)

견고한 민주주의를 향한 이중운동으로의 

한국의 촛불시위(2016-2017)

김동춘(성공회대학교)

대한민국 촛불시위는 이중운동인가?

남영호(신한대학교)

좌장:	캐리	폴라니	레빗(맥길대학교)

소득보험으로서의 기본소득

강남훈(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과 칼폴라니의 실질적 자유

신종화(인천대학교)

복지국가 혁명: 한국에서 실현가능한 기본소득

김교성(중앙대학교),	백승호(가톨릭대학교),	서정희(군산대학교),	

이승윤(이화여자대학교)

칼폴라니의 침묵과 기본소득

금민(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정치경제연구소대안)

Ⅲ. 폴라니와 이론

좌장:	원용찬(전북대학교)

21세기의 거대한 이중전환

마이클	브리(로사룩셈부르크재단	사회비평분석연구소)

칼폴라니의 사회적 배태성과 비배태성에 대한 비평적 성찰

지주형(경남대학교)

칼폴라니 사상의 개혁 또는 혁명적인 요소의 조화

한네스	라셰르(요크대학교)

평화: 칼폴라니 ‘거대한 전환’의 잊혀진 주제

임상헌(경희대학교)

좌장: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19세기 문명의 기원과 형성: 폴라니의 사상과 사회적경제

카사이	타카토(도시샤대학교)

프랑스 정치 철학에 대한 폴라니의 영향: 

유토피아적 자본주의와 아담스미스의 사회 해석

우에노	히로키(히토쓰바시대학교)

칼폴라니의 학문적 논의에 대한 통찰: 2000-2017
크리스토퍼	밀레(콩코르디아대학교)

Ⅳ. 폴라니와 사회적경제

좌장:	진희선(경희대학교)

아시아의 호혜성과 사회경제 대안: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크리스토발	도브르잔스키(커뮤니티포워드재단),	

김이경(성균관대학교)

결사체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

김의영(서울대학교)

사회적경제 서울모델: 공동생산을 중심으로

정태인(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김연아(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세션06 기본소득 10/13(금), 오전 9:00-12:00

세션07 폴라니와 이론 110/12(목), 오후 1:00-6:00

세션08 폴라니와 이론 2 10/13(금), 오후 1:30-6:00

세션09 폴라니와 사회적경제 110/12(목), 오후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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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회와 사회 보호를 위한 지역 선언문: 

정치 경제의 폴라니의 원리와 현대 추세

앨런	서던(리버풀대학교	헤셀틴	공공정책연구소)

좌장:	마거릿	멘델(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폴라니의 계승자, 타마노이와 일리치의 

폴라니의 생태적 잠재력에 대한 연구

나카야마	치카코(도쿄대학교)

폴라니의 사상이 타마노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일리치와의 교류

마루야마	마코토(도쿄대학교),	오카베	카요(랏엘엔지협동조합)

“토양의 철학”을 향하여: 

20세기 후반의 경제 사상에서 산업 문명에 대한 비판

쿠와타	마나부(후쿠야마시립대학교),	니시타니	오사무(릿쿄대학교)

선물기반 경제로서의 공동체 재조직

츠토미	히로시(시즈오카청년고용지원네트워크)

Ⅴ.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좌장:	루	펑(중국	사회과학원)

지속 가능한 소비의 연대와 실천: 대만의 소비자협동조합 분석

완	이량(펑치아대학교)

삶의 도덕적 경제에 대한 재고: 인류학적 관점

서보경(연세대학교)

‘호혜’와 공생의 경제에 대한 탐색: 

운남의 ‘차마고도’ 사례를 중심으로

예동근(부경대학교)

좌장: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 사회적경제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관한 연구:

폴라니의 관점을 중심으로

진희선(경희대학교)

주관적 복지에 미치는 사회적경제 영향의 통계적 추정

장종익(한신대학교),	김태환(연세대학교),	홍훈(연세대학교)

실질 경제조직으로서 사회적경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가 실질경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원오(성공회대학교),	김형돈(성공회대학교),	

송선영(성공회대학교),	이경미(성공회대학교)

한국 사회적경제의 성장에 따른 

대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협력의 의미와 역할

강민정(카이스트경영대학)

사회연대경제와 노동자 협동조합: 한국 해피브릿지협동조합 사례

장승권(성공회대학교),	송인창(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원종호(HBM협동조합경영연구소)

Ⅵ. 한국의 사회혁신

좌장:	마거릿	멘델(칼폴라니정치경제연구소)

서울시의 사회혁신 정책

박원순(서울특별시)

세션10 폴라니와 사회적경제 2 10/13(금), 오전 9:00-12:00

세션11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1 10/13(금), 오전 9:00-12:00

세션12 아시아의 사회적경제 2 10/13(금), 오후 1:30-6:00

세션13 한국의 사회혁신 10/14(토), 오전 10:00-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