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독경상학회 뉴스레터 2017년 제1호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회사무국입니다.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되고 벌써 오래입니다. 곧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니 학교에 재직
하시는 회원님들 마음이 분주하시지요? 지난 한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 가정에 웃음과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또한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
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하면서 뉴스레터를 전해 드립니다.
1. 2016년 고문-이사 연석회의
□ 내용
* 2016년 4월 1일(금), 신사역 노독일처
- 학회 학술지 경상논총 활성화 방안과 신규회원모집 확대방안 논의
* 2016년 8월 10일(수), 매봉역 우미각
- 추계국제학술대회 안건 논의
* 2016년 12월 10일(토), 역삼역 한미리
- 2017년 차기회장 고종환 교수(부경대) 추천
2. 2016년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 학술대회
* 내용: 김익성(덕성여대), 박양규(건국대), 손승희(단국대) 논문 발표
□ 정기총회 의결 사항
* 신임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
* 회장단 및 편집위원회 교체
3. 2017년 2월 10일(금) 경제학공동학술대회 한독경상학회 세션
* 내용: 김창권(전주대), 조규진(광운대), 김은경(한국외대), 임일섭(충남대) 논문 발표
- 이후 질서경제학회 회원분과 함께 홍원 중식당에서 오찬
4. 회원 동정
* 2016년 주한 독일 대사 Stephan Auer 취임
* 2017년 황준성 고문(숭실대) 총장 취임
* 김인숙 박사(KDI) 저서 출간: '4차산업혁명, 새로운 미래의 물결’
* 김유찬 교수(홍익대) 저서 출간: '왜 조세체계는 정의로워야 하는가?'
* 연구·학술·대외이사로 임일섭(충남대), 정연미(서울대), 윤승환(고려대) 임명
* 2017년 학진등재 유지평가를 대비해 2016년 12월호 경상논총 특집호 발간(77집)

5. 신임회장단, 감사 및 편집위원회
□ 회 장 단
회
장 :
차기회장 :
부 회 장 :

사무국장 :

김유찬(홍익대)
고종환(부경대)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동덕여대), 김인숙(성균관대),
신동호(상명대), 유근춘(건강보험정책연구원), 이연희(경기과학기술진흥원),
이정우(인제대), 정남기(동아대), 홍태희(조선대)
장태석(경북대)

□ 감
사
박양규(건국대), 신언명(서울디지털대)
□ 편집위원회
김봉석(위원장, 경희대), 홍태희(부위원장, 조선대), 이상민(부위원장, 한양대), 고민창(원광
대), 김강식(항공대), 박성훈(고려대), 손승희(단국대), 이성봉(서울여대), 장태석(경북대), 정
남기(동아대), Martin Pohl(University of Tsukuba, 일본), Stephen Sacht(University
of Kiel, 독일)

6. 회비납부 안내
우리 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와 국내학술대회"를 6회 이상 개최하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
술지 "경상논총"을 연 4회 발간합니다. 또한 독일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학술활동 및
네트워킹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주된 재원의 하나는 회원님들의 연회비입니다. 원활한 학회 운영을 위하
여 회원님께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비 납부에 동참하셔서 학회 운영 및 발전에 도
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회비(2017 연회비) 금액과 납부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회비: 고문 10만원, 회장 50만원, 차기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정회원 5만원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2-256-474603, 김유찬(한독경상학회)
회원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독경상학회 회장
김유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