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제3기 임원 후보자 프로필

○ 이사 후보자 (총 5인)

1. 박성희 조합원

○주요경력

(현)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경기대학교 정치학 박사 

○출마의 변

조합원의 능동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해

나가는 폴라니 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이경미 조합원

○주요경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회적경제학 박사 / 박사후과정 연구원

(재)숲과나눔 특정주제연구원

○출마의 변

내부 갈등으로 갈라지고 활력이 떨어진 칼폴라니연구소가 어

떻게 다시 회생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

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이수연 조합원

○주요경력

(현)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사무관

(전)서울시 사회적경제담당관 주무관

○출마의 변

같이 하는 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기대어서 할 수 있는 만큼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4. 지민진 조합원

○주요경력

(현)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선임연구원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1기 및 2기 대의원 

○출마의 변

온전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말하는 데 함께 하고자 조

합원이 되었고, 연구소의 실행에 관심을 보태고자 대의원 활

동을 해왔습니다. 사회적경제를 말하는 이들의 연대가 드물 

때 구심이 된 연구소를 통해 여러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으

며, 또 연구조직이자 협동조직을 운영하는 지난한 과정을 지

켜보았습니다. 
2021년 총회준비위원회 활동은 연구소가 협동조직임을 가장 

극렬히 만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

자’ 독려해주셨고, 앞서 움직여주셨고, 채워가야 할 점을 정리

해주셨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포기

할 때 포기하더라도 좀 더 노력해보면 덜 부끄러울 거라는 

마음 하나를 보태보려 합니다.



5. 한영섭 조합원

○주요경력

(현)노동공제연합 사단법인 풀빵 공제팀장 (전 사무국장)
(현)세상을 바꾸는 금융연구소 소장

(전)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출마의 변

코로나19, 기후위기 등 시대의 거대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사회에는 칼폴라니 사상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중요한 전환기에 칼폴라니 연구소가 주춤하는 모습을 

안타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위원으로 대의원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부끄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전문 연구자는 아니지만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협동조합 연구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가지고 역

량을 발현하겠습니다. 연구소는 많은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

다. 함께 만들어나길 희망하며 출마의 변을 마무리합니다.



○ 감사 후보자 (총 1인)
1. 이무성 조합원

○주요경력

(현)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대안대학 녹색대학교 총장

○출마의 변

노동, 토지, 화폐의 시장거래를 통한 상품화는 인류를 큰 재

앙으로 몰고 간다는 칼폴라니의 기본철학에 동감하고 이를 

한국사회에 널리 공유하고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협동

조합 평생조합원으로 출범시 참여하였습니다. 목계(木鷄)로서

도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연구소의 지속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이나마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