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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연말 취임인사와 연초 2월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1978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희 한독경상학회는 연 5회의 학술대회와 CEO와의 대화, 연구회 등 다양하고 왕성한 학술활동
을 하는 등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대 회장님들의 수고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룩
한 결과라 믿기에 역대 회장님들과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의 임기 2년 동안 선배 교수님들께서 쌓아 오신 학회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적
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15년도 2차 뉴스레터의 지면을 빌어 2015년 학회 운영에 관하여 몇 가지 말
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희 학회가 연 4회 발간하고 있는 경상논총은 연구재단의 등재지로 현재까지 연구재단의 등재지 지속평가를
통과하여 등재지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논문의 투고 및 심사의 투명성제고와 지속평가에 대비하
여 연구재단에서 요구하는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학회들에서 이미 도입하고 있어서 거스를 수 없
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도입 후 회원 여러분들의 불편이 따를 수 있으나 연구재단으로부터의 지원과 평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인 바, 회원 여러분들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둘째, 저희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BMW Korea, FES, KIEP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세 기관의 상
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질적으로 보다 성장하는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임 회장님들께서 기틀을 마련
하신 CEO와의 대화 및 독일경제연구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모이는 학회, 연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셋째, 2015년도 회장단, 이사회 및 편집위원 구성은 총회에서 위임해 주신 바 있어 다음과 같이 소폭 변경하였습니
다. 지난 2년 동안 수고해주신 박성훈 교수님(고려대)을 선례대로 고문으로 위촉했으며, 신임 부회장은 김익성 교수
(동덕여대)를 위촉하였습니다. 그 동안 수고해주신 고명덕 박사님께서 감사 드립니다. 기타 편집위원회 구성은 변동
없이 유지하였습니다.
넷째, 2015년 학회 사무국을 맡아 학술대회 등 각종 행사를 지원하게 될 장태석 박사께서 수고해 주시기로 하였습니
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윤승환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부족하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선배 고문들이 계시기에 저와 학회
회장단은 든든한 마음으로 올 한 해에 소신껏 학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넘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오며, 다가오는 5월 춘계학술대회에서 모두 직
접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회장 손승희 올림

2015년 회장단 구성
고문
백영훈(KID), 한희영(서울대), 김해천(고려대), 이필우(건국대), 조희영(동국대),
권영훈(한양대), 오광우(성균관대), 박기안(경희대), 유임수(이화여대), 이상우(연세대),
정종운(성신여대), 안두순(서울시립대), 박경규(서강대), 심지홍(단국대),
김광수(강원대), 박광작(성균관대), 김성국(이화여대), 황신준(상지대), 장민수(선문대), 김호균(명지대),
황준성(숭실대), 김강식(항공대), 박성훈(고려대)
회장단
회장
: 손승희(단국대)
차기회장 : 김유찬(홍익대)
부회장
: 김익성(동덕여대), 고종환(부경대), 김인숙(성균관대), 배진영(인제대), 신동호(상명대)
신언명(서울디지털대), 이연희(경기과학기술원)
사무국장 : 장태석(덕성여대)
감사

: 정남기(동아대), 박양규(건국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김봉석(경희대)
편집위원 : 고민창(부위원장, 원광대), 이상민(부위원장, 한양대), 김강식(항공대),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호균(명지대), 박성훈 (고려대), 박주홍(계명대),
배진영 (인제대), 손승희 (단국대), 홍태희(조선대), Martin Pohl(University of Tsukuba)
이 사 (가나다 순)
강수돌(고려대), 강달원(숭실대), 고민창(원광대), 권혁철(자유기업원),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상철
(한세대),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영윤(통일연구원), 김익성(동덕여대), 김정호(전주대), 김진숙(남서
울대), 김창권(전주대), 김태헌(조선대), 김홍기(우송대), 김효준(BMW Korea), 남기창(전주대), 남상민
(동명대), 박경선(영산대), 박순찬(공주대), 박양규(건국대), 박주홍(계명대), 박희천(인하대), 백광현(선
문대), 백평선(연세대), 설광언(KDI), 송태복(한남대), 신경환(경기대), 신동진(국회예산정책처), 안규문
(밀레코리아), 안상록(독일대사관), 안웅(서경대), 안흥순(신라대), 유근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승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형모(부경대), 이덕호(성균관대), 이동명(항공대),
이동임(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근(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상민(한양대), 이성봉(서울여대), 이순배
(선문대), 이완영(국회의원), 이은정(Freie Universität Berlin), 이정언(배재대), 이정우(인제대), 이준영
(서울시립대), 이준우(한밭대), 이헌대(경기대), 임금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정남기(동아대),
정명기(한남대),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여천(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중재(충북대) , 정형곤(대
외경제정책연구원), 조병남(숙명여대), 조한형(바커케미칼 코리아), 주재범(한국경영컨설팅협회), 차윤
석(LG Display), 최선(한양사이버대), 최연혜(한국철도대), 최연수(한양대), 최정호(울산대), 최항석(동덕
여대), 한성안(영산대), 홍태희(조선대), 홍현기(청주대), 황기돈(한국고용정보원), Martin
Pohl(University of Tsukuba)

학회 사무국 인수 인계

•

새로운 사무국의 주소는 올 한해 사무국장으로 수고해주실 장태석 박사가 출강하는 덕성여대로 아래
와 같습니다.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전화: 02-901-8583
이메일: kdgw@daum.net

1차 이사회 및 회장단 회의
•

제1차 한독경상학회 이사회에서 신임 집행부의 계절별 학술대회, CEO와의 대화, 이사회 등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

3월 21일의 회장단 회의에서는 손승희 회장을 비롯한 김유찬 차기 회장, 신언명 부회장과 전 사무국
장을 맡아주신 윤승환 박사, 새로 사무국장을 맡게 된 장태석 박사가 참석을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춘
계 및 추계학술 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사무국의 인수·인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
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무국장 업무를 헌신적으로 맡아주신 윤승환 박사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올해에도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독일경제연구회를 지속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2015년도 학술대회 예고 및 논문모집
•

춘계 학술대회 및 자동차 관련 논문 발표
- 일시: 2015.5.15 (금)
- 장소: 추후공지
- 주제 발표 및 토론
1) 자동차 세션
2) 일반 세션 (경제학 및 경영학 일반 주제)

•

하계 경영학 공동 학술대회 참가
- 일시: 2015.8 (계획)
- 장소: 주관학회의 결정에 따라 추구 공지
(* 일정과 장소는 주관학회인 경영학회의 결정에 따라 결정됨)

•

추계 국제 학술대회 및 BMW 학술상 시상식
- 일시: 2015.9.18(금) 오전 09:00-19:00 ~ 9.19(토) 오전 09:00-12:00
- 장소: 추후공지
- 대주제: 고용과 실업 (FES, KIEP와의 협의를 거쳐 대주제 방향만 결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주제는
4월 경 최종 결정예정이며, 이후 뉴스레터에서 공지 예정임)
- 발표자: 국외발표자(2~3명), 국내발표자(4~5명)
- 주최: 저희 학회 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BMW-Korea,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동계 학술대회 및 2015정기총회
- 일시: 2015.12.11(금)
- 장소: 추후 공지

회비납부 안내
•

우리 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를 5회 이상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
경상논총"을 연 4회 발간하며, "Wissenschaft trifft Wirtschaft: CEO와의 대화" 개최 등 다양한 학술
활동 및 네트워킹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활동을 위한 주된 재원의 하나는 회원님들의 연회비입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하여 회원
님께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에 동참하셔서 학회 운영 및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

회비 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회장: 50만원, 차기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고문: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학회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손승희(한독경상학회) 378201-04-049938)

•

학비 납부 (2015. 3. 30기준)
고문: 조희영, 황신준, 황준성
이사: 정명기, 김상호(?)

회장단: 손승희, 신동호, 배진영, 김봉석, 장태석

2015-2호

Sehr geehrter Mitgliederinnen und Mitglieder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Die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möchte Sie über die folgenden
Entwicklungen in Kenntnis setzen:

(i) Online-Anmeldesystem einer Zeitschrift
Die KDGW hat im abgelaufenen Jahr 2014 fünf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Konferenzen organisiert. Vier der
von der KDGW publizierten Studien wurden in der „Koreanischen Zeitschri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publiziert. Das geplante Projekt „Wissenschaft trifft Wirtschaft“ bietet neue Möglichkeiten für den Aufbau bzw.
der Erweiterung eines sozialen Netzwerks zwischen Akademikern und Entscheidungsträgern aus der Wirtschaft.
Früher oder später planen wir neue Online-System für die Zeitschrift Vorlage.

(ii) Erstes Treffen der Gesellschafts-Kommission
Nach der erfolgreichen Winterkonferenz wurde das erste Treffen der Gesellschafts-Kommission abgehalten. Das
neubestimmte administrative Büro hat die Konferenzen und Gespräch mit den CEOs für die folgenden Jahreszeiten
unter dem aktuellen Management debattiert. Insbesondere wurde die Möglichkeit für eine weitere Studiengruppe
zum Themenfeld „Deutsche Wirtschaft“ diskutiert. Des Weiteren wurde bestimmt, dass die Frühlingskonferenz am
15. Mai 2015 zwischen 14:00 und 18:00 Uhr stattfinden wird. Der Tagungsort wird später noch offiziell
angekündigt.

(iii) Neuen Vorstand für Management
Im Jahr 2015 arbeitet der neue Präsident Seung-Hee Sohn zusamment mit dem nächsten Präsident Yoo-Chan Kim,
dem Vizepräsident Ik-Sung Kim, dem neuen Hauptgeschäftsführer Tae-Seok Jang. Der frühere Präsident
Seong-Hoon Park hat als Berater fungiert. Wir bedanken uns herzlich bei Herrn Prof. Dr. Park und Herrn Dr. Yoon
für seine sehr guten Leistungen und Engagement und freuen uns auf eine erfolgreiche Zusammenarbeit mit Herrn
Prof. Dr. Sohn.

Wir wünschen Ihnen alles Gute für Sie und Ihre Familie sowie viel Erfolg bei der Arbeit.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