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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을미년을 마감하며...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족한 저에게 한독경상학회를 맡겨 주신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임 회장님
들께서 이루어 놓으신 학회의 위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음에도 지난 1년에 대한 아쉬움
과 후회가 남습니다. 2016년 병신년 1년 동안은 아쉬움과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학회 발전을 위해서 배가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며 회원 여러분께 2015년 마지막 소식을 전합니다.
2015년 2월 개최된 경제학공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춘계학술대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
습니다. 특히, 추계국제학술대회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와 지원 덕분에 에버트재단(FES)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와 공동으로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2016년의 모든 학술대회 및 행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과 지
원을 부탁 드립니다.
경상논총은 4회 발간(제70집: 33권1호 ~ 제73집: 33권4호)되었습니다. 학술지 발행과 관련하여 올 한 해 많은 변화
가 있었습니다. 학회 및 학술지 평가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시대적 흐름이기도 해서 연구재단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
시스템 도입을 신청하였으며, 최종 선정되어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kdgw.jams.or.kr)이 구축되어
2016.1.1부터 모든 논문 투고 및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께는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학회 및 학술지
평가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지바랍니다. 또한 연구재단에서 학술지 차별화를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우
수등재학술지 혹은 그 이상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에도 지원기관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학술대회(경제학통합, 춘계, 경영학통합, 추계국제, 동계) 및
CEO와의 대화 등 학술대회와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한독기업경영연구회)”와 “한독경제연구회”를 출
범하여 운영함으로써 학회 본연의 연구활동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6년 수행할 연구프로젝트를 위해서 3,000만원을 외부에서 확보하였으며, 2016년 1월에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연구주제 공모” 관련 공지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신입회원 발굴/확보 및 학회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회장단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서 2016년 말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문님들의 고언과, 이사님/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도 변함없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은 부족하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 그리고 선배 고문들이 계시기에 저와 학회
회장단은 든든한 마음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소신껏 학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넘치는 결과 얻으시기를 바라오며, 평안하고 즐거운 연말 연시 보내시기 바
라오며, 다가오는 2월 경제학통합학술대회에서 모두 직접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5년 을미년을 마감하고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며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회장
손승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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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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경상논총) 발행
•

•
•
•

학술지 발행
- 2015.03.31 제33권 1호 발행 (제70집)
- 2015.06.30 제33권 2호 발행 (제71집)
- 2015.09.30 제33권 3호 발행 (제72집)
- 2015.12.31 제33권 4호 발행예정 (제73집)
학술지 발행 지원: 2015년 학술지 발행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에 발행되는 경상논총 발간 비용
을 연구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음.
학술지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 연구재단 평가 우수학술지(전체 학술지 중에서 15개 선정) 및 장
기적으로 더 높은 수준 향상을 위한 준비 착수
편집위원 교체: 학술지 평가를 위해서 회칙 제6장 제19조에 의거하여 이사회 개최하여 동의를 구하고
2016년부터 왕성한 연구활동 및 지역, 실질적인 참여활동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2016년 2월 이사회 개최)

주요회의(회장단/이사회/편집위원회)
•
•
•
•
•
•
•
•
•
•
•
•
•

2015.03.20
2015.03.21
2015.03.21
2015.04.10
2015.04.18
2015.05.15
2015.06.17
2015.09.03
2015.09.11
2015.11.20
2015.12.05
2015.12.16
2015.12.16

사무국 인수인계
제1차 회장단회의 (추계국제학술대회 제안 주제논의)
제1차 이사회 (2015년 학회운영계획논의)
추계국제학술대회 (추계국제학술대회 KDGW-FES-KIEP 의견조율)
긴급 편집위원회 (jams 도입관련)
제2차 이사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발표자/토론자 선정회의
제1차 BMW학술상 심사회의
제2차 BMW학술상 심사회의
제3차 이사회(2016년 사업내용 및 운영계획 논의)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준비실무회의
제4차 이사회 (학회규정 개정 및 2016년 사업계획 논의)
2015년 정기총회

2015년도 학술대회
•

경제학통합학술대회
- 일시: 2015.2.24(금) 14:00~18:00
- 장소: 연세대학교 대우관 본관

•

춘계 학술대회 및 자동차 관련 논문 발표
- 일시: 2015.5.15(금) 14:00~17:00
- 장소: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 주제 발표 및 토론
1) 자동차 세션 (자동차산업의 도전과 대응) 2) 일반 세션 (경제학 및 경영학 일반 주제)

•

추계국제학술대회
- 일시: 2015.9.18(금) 오전 09:00-19:00 ~ 9.19(토) 오전 09:00-12:00
- 장소: 프레지던트호텔 19층
- 주제: Exploring Growth Potential in the EU and Korea: The Way to the Sustainable Growth and
Stable Employment
- 발표자: 국외발표자(3명), 국내발표자(4명)
- 주최: KDGW, FES(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주관: KU-KIEP-SBS EU CENTRE
- 지원: BMW 코리아

•

동계 학술대회 및 2015정기총회
- 일시: 2015.12.16(수) 14:00~17:00
- 장소: 서울역 KTX별실 회의실

2015 BMW Korea 학술상
2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회의를 통해서 2015년 BMW학술상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
•
•

수 상 자: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황신준 교수
수상 논문: “A New Economic Order and the Perspective of Growth in Korea after the Global
Crisis(세계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새로운 경제질서와 발전 전망)”
수
상: Christian Wiedmann (CEO, BMW Group Korea Financial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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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도입(http://kdgw.jams.or.kr )
2016년부터 학술지 논문 투고 및 심사 방법과 과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경상논총에 투고하시는 혹은 심사자로 선정된 모든 분들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kdgw.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
•

경상논총 투고 방법: 경상논총에 투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먼저, http://kdgw.jams.or.kr에 접속 후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신청) – (가입승인) - 로그인 후 [논문제출] 메뉴 클릭하여 투고논문
을 시스템에 탑재하시고,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내부과정: 편집위원회는 심사자 선정 및 위촉)
경상논총 심사방법: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먼저, 회원가입(개인정보 입력 및 가입신청) – (가
입승인) - 로그인 후 [논문심사] 메뉴 클릭하여 해당 위촉된 투고논문 심사 진행합니다.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 안내는 별도 편집위원회 공지를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사용에 불편이 있으신 분들은 편집위원회 혹은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연구회 운영 (2016년 운영계획(안))
•

한독기업경영연구회
- 목적: 한, 독, 한-독 기업경영 연구 -> 연구결과/경상논총 투고, 한독기업연구총서 발행
- 2016년 목표: 한독기업 대상으로 [한독기업연구총서I] 발간
- 예산: 1,500만원 (외부지원+학회재정)
- 공모 및 선정: 1월 중 주제공모 공지 예정 (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 및 조건: 공모주제에 대해 관심 있고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정회원
• 한독경제연구회
- 목적: 한독경제&경제정책연구 -> 연구결과 공유 및 대외 홍보
- 2016년 목표: 에버트재단과 “Soziale Marktwirtschaft und Wirtschaftspolitik in Deutschland:
Wirtschaftspolitik als Gesellschaftspolitik” 공동연구 프로젝트 진행
- 기간: 2016.1.1~10.31
- 예산: 3,500만원(3,000만원 재단지원 + 500만원 학회재정)
- 지원 및 참가자격: 공모주제에 대해 관심 있고 연회비를 납부한 학회 정회원
- 공모 및 선정: 1월 중 주제공모 공지 예정 (학회-에버트재단 공동위원회에서 선정)
- 지원: 250만원(원고집필 및 발표사례비 포함)

2015년 학회비 납부자(기관) 명단 및 회비납부 안내
•
•

•

학회계좌: 국민은행 (예금주: 손승희(한독경상학회), 378201-04-049938)
학회비 납부현황 (2015. 12. 20일 기준) (가나다순): 5,600,000원
- 개인: 43명(5,000,000원) –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바랍니다.
강달원, 고민창, 고종환, 고명덕, 권혁철, 김강식, 김봉석, 김성국, 김유찬,
박경규, 박성훈, 박양규, 박주홍, 배진영, 손승희, 신언명, 심지홍, 성연옥,
정미경, 정명기, 조희영, 장민수, 장태석, 안세화, 안 웅, 안두순, 유근춘,
이상호, 이성봉, 이연희, 임금자, 임상호, 하성식, 한정숙, 홍태희, 황준성,
- 기관: 3기관(600,000원)
국회도서관,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기부: 28,000,000원 –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 익명처리
- 개인: 5,000,000원(*신*)
- 기관: 3,000,000원(㈜새서울**, 권**)
- 기관: 20,000,000원(BMW코리아) (예정)

김익성, 김호균
신동호, 정남기
윤승환, 이상민
황신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