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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종환 회장님 취임인사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님, 먼저 한독경상학회 회원분들께 인사를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나 건강하시옵고, 댁내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또
한 뜻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되시길 앙망합니다.
2019 년과 2020 년 두 해 동안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제가 유구한 전통의 한독경상학
회 회장을 맡게 되어 어깨가 매우 무겁습니다. 한독경상학회가 학술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면서
한편으론 참가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끈끈한 유대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독경상학회는 창립 이후 수많은 회장님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면서 이끌어 오셨
고, 회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지금과 같이 훌륭한 학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는 회장을 지내시고도 현역회원들보다 더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고문 분들도 큰 몫을 해주셨습
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임회장이신 김유찬 교수님과 신
동호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학회의 모든 일을 뒤에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잘 챙겨주신 역대 사무국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4 년간 사무국장의 역할을 멋지게 수행하여 주신 장태석 교
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독경상학회는 매년 이루어지는 행사로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국제학
술대회 및 이와 동시에 진행되는 BMW 학술상 시상, 그리고 경제학·경영학 통합학술대회에의 참
여, 춘계·동계학술대회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2010 년 출범한 “CEO 와의 대화”는 전임회장님들께서 잘 키워온 유익한 행사였는데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그 동안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CEO 와의 대화”의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다
시 “CEO 와의 대화”를 부활시키고 합니다. 구체적인 것은 결정 되는대로 회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산업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며, “산
업혁명 4.0 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산업혁명 4.0 분과위원회”의 신설은 지
난 2018 년 12 월 14 일 개최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임.) “산업혁명 4.0 분과위원회”의 첫 활동으
로 “독일의 Ausbildung 과 Arbeitsmarkt”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활동에 많은
회원 여러분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글로벌 CEO 상”을 제정하여 한국 주재 독일 기업 중 한국 경제발전과 한독경상학회의 발전
에 기여한 기업을 찾아 수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회가 2019 년 1 월부터 한독상공회의소의 준회원으로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한독상
공회의소의 규정에 따라 저희 학회가 학술단체이므로 준회원으로 가입합니다만, 정회원의 혜택

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 학회가 한국에 진출한 500 여개의 독일 기업과 함께 연구, 컨
설팅, 학생 취업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
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12 월 14 일 개최된 동계학술대회에서 김효준 대표이
사님께서 저희 학회 후원금을 50% 인상하여 지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
어 김효준 대표이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 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채택된 우리 「경상논총」은 회원님들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는 장으로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이 학회지가 등재지로 계
속 유지되면서 독일 경영경제 관련 연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논
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경상논총」 발행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상논총」을 전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인쇄본 발
행은 논문 저자에게 별쇄본으로 보내드리는 수준으로 줄이고 모든 회원님께서 전자자료로 보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상논총」에 투고된 논문 심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투고 논문 자체의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논문심사 우수상”을 신설하였는데, 2018 년 12 월 14 일 처음으로 고명
덕 박사님께서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회원님께서 “논문심사 우수상”을 수상하시기 기대합
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학회의 모습은 모두 선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회원 선생님들의 적
극적인 참여 및 BMW Korea,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등 협력기관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
에 가능하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회가 회원님들께 유익하고 의미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아
이디어나 제안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해야 할 사항도 바로 지
적해 주시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해년 한해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취임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년 1 월 2 일 고 종 환 배상

▶ 한독경상학회 총회 – 조직체계 구축하고 새로운 출발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와 도움으로 지난 2월 15일 성균관대학에서 개최된 “경제학 공동학술대
회”를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한독경상학회

총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앞으

로 2019-2020년 우리 학회를 함께 이끌고 갈 임원진에 대한 소개와 2019년에 학회 차원에서 계획
하고 있는 학술대회 및 여러
고 드렸습니다.

가지 행사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 가지 일에 대해 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석하였던 회원님께도 기억을 환기시켜드리
는 의미에서 총회 자료를 보내 드립니다. 한번 읽어 보시고 학회를 위해 필요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
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에는 기존에 있었던 3 개의 위원회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및 자동차산업위원
회) 이외에 3 개의 위원회(4 차산업혁명워킹그룹, AUSBILDUNG 위원회, CSR 위원회)를 창설하였습
니다. 즉, 21 세기 시대적 흐름과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 여건 및 젊은이들이 처한 일자리의 어려
움을 고려하여 4 차산업혁명워킹그룹, AUSBILDUNG 위원회, CSR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산업위원회, 4 차산업혁명워킹그룹, AUSBILDUNG 위원회, CSR 위원회 등 4 개 위원회에
서 활동하시고자 하시는 회원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회 자료를 보시고 연락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학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별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님 여러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드리고, 한독경상학회가 기획하고 있는 의미 있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2 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미경 박사님(단국대)”을 새로운 사무국장님으로 모시고, “안영철 박사님(부산국제교류재단 사
무차장)”과 함께 우리 학회 사무국을 이끌어 나가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안영철 박사님과 정미
경 박사님 두 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무국에 연락을 주실 때 번거러우시더라도 아래 3 개의 메일
사무국 <kdgw@daum.net>
안영철 박사<s105752@hanmail.net>
정미경 박사<jungmeekyung@gmail.com>
로 함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한독경상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
한독경상학회는 지난 2월 15일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하였습니다. 본 학회는 당 학술
대회에 세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토론회와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전체 40여명의 전문가
들과 학자들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한독경상학회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참가프로그램
일시: 2018년 2월 15일(금)
장소: 성균관대학교(서울) 퇴계인문관 6층
제1분과회의 (09:20~10:50), 사 회: 고명덕(고려대)

발표자
임일섭(충남대) “애덤 스미스 자유시장론의 계급적 함의”: 한성안(영산대)
안영철(부산국제교류재단) “메소포타미아 공동체의 경제적 의의”: 김창권(전주대)
정미경(단국대) “한•독 청년실업정책과 고용효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가설”: 신언명
(서울디지털대)
고종환(부경대)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ts
Economic Impact: A CGE Approach”: 최문찬(동양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11:00 – 12:30) 사 회: 김인숙(KDI)
제목: 직업훈련4.0 워크숍
참가전문가: 김성렬(지멘스 코리아), 김영진(한독상공회의소), 김인숙(한국개발연구원),

김효영(동반성

장이원회), 남유선(원광대학교), 이상돈(직업능력개발원), 이시헌(글로벌산업기술교육원), 이양수(기계산
업협회), 이인재(한국직업전문학교협회), 장은미(연세대학교), 전호성(나이스 컨설팅기업), 정서화(행정
연구원), 조세형(시앤피컨설팅그룹), 최현진(직업전문학교), 하정미(한국폴리텍대학), 홍선(서울시도심권
50+센터)
제6 분과회의(16:30 – 18:00) 사 회: 윤승환(고려대)
발표자
Yonatan Mathewos Baka(부경대), 고종환(부경대) “Predicaments of Least Developing Countries as
They Accede to the WTO”
Geoffrey Musyoki Kitetu(부경대), 고종환(부경대) “An Empirical Estimation of the Ad Valorem Tariff
Equivalents of Non-Tariff Measures in Cross-Border Trade in Goods”
Sone Esambe(부경대), 고종환(부경대) “Global Value Chain of the Automobile Industry of Korea at
Bilateral and Sectoral Levels”
Emmanuel Nigarura(부경대), 고종환(부경대)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Global Economy
in 2050: A Case Study of Eastern African Community”

▶ 경상논총 2019년 봄호 발간
매호 경상논총 발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봉석 교수님(경희대)께서 이번에도 각
고의 노력으로 경상논총 제 37권 1호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출판해주셨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경상논총 제 37권 1호에 옥고를 보내주신 교수님, 박사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한독경상학회 춘계학술대회
한독경상학회 춘계학술대회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
은 자동차 위원회 세션의 사회자와 토론자, 일반세션의 발표자, 사회자, 토론자로 많이 참여하여
주십시오.
일시:

2019년 5일 17일 오전11시 (토론회: 오후 2시),

장소: BMW Korea Driving Center
프로그램:
11시

BMW Korea Driving 센터 집결(Tour, 점심식사 등)

14시 토론회
1 부:

AUSBILDUNG 위원회 토론회 (150 분)

사회: 고명덕
발표: 이동임, Susanne Woehler, 정미경
토론: 신언명, 김진숙, 김창권

2 부:

자동차 위원회 토론회 (150 분)
사회: 자동차 위원회 결정
발표: 정명기, Elmar Hockgeiger, 고종환
토론: 자동차 위원회 결정

3 부:

일반 주제 (150 분)
사회: 추후 결정
발표: 안영철, 그 외 발표자 모집 중
토론: 모집 중

18시 30분

저녁 식사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 한독경상학회 위원회 활동소식
▷ 한독경상학회 4차 산업혁명 위원회
1. 아우스빌둥 워킹그룹(Ausbildung WG) 기획회의
일시: 2019 년 1 월 9 일, 목요일 16:00-18:00
장소: 이앤씨 드림타워 602 호(가산디지털단지역 4 번 출구)
목적: 직업훈련 4.0 워킹그룹 구성 및 워크샵 준비(4 차 산업혁명 분과)
2. 2월 15일 직업교육 4.0 헌장 제정을 위한 "아우스빌딩 워킹그룹 워크숍" 진행.
진행: 김인숙(KDI, 초빙연구위원)
논의주제: 참여자: 외부 현장 전문가 약 15명 내외

▷ 한독경상학회 AUSBILDUNG 위원회
1. 2019년 1월 17일 한독경상학회 AUSBILDUNG 위원회발족
2. 2019년 1월 31일 한동상공회의소와 한독경상학회 AUSBILDUNG 위원회 회의
3. 2019년 1월 31일 고종환 한독경상학회 회장 부산지역 한독상공회의소 소장 및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 면담
4. 2019년 2월 15일 한독경상학회 AUSBILDUNG 위원회 2019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
한 회의: AUSBILDUNG 포럼 제안됨.

5. 2019년 3월 15일 AUSBILDUNG 포럼 준비위원회 1차 회의: AUSBILDUNG 포럼의
목적과 주요 목표 확정
6. 2019년 3월 27일 한독상공회의소 방문:

AUSBILDUNG 포럼과 한독상공회의소

의 AUSBILDUNG Gremium과 기여와 역할의 차이 확인 상호협력 확인
7. 2019년 4월 4일 AUSBILDUNG 포럼 준비위원회 2차 회의 및 피터드러커 소사이
어티 워크숍 참가
* Winfried Weber교수님의 발표자료 첨부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8. 4월 23일 한독상공회의소 주최 아우스빌둥 트레이너-교수진 라운드테이블 미팅
참여 예정
9. 4월 17일 세종시에서 이동임 박사와 정미경 위원장이 AUSBILDUNG위원회와
AUSBILDUNG 포럼활동에 대해 간담회. 이동임 박사님은 2020년부터 AUSBILDUNG
포럼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적극 활동하시기로 함. 또 고용노동부 네트워크 형성
에 도움을 주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