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독경상학회는 1978년 창립된 이래 38년 동안 추계국제학술대회를 포함하여 년 4~5회
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춘계학술대회는 저희 학회 단독으로 개최하는 첫 행사이기도 해서 회원 여러
분들이 서로 만나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뜻 깊은 행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특히,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지난 1년 동안 자동차 관련 연구 성과들과, 경영 및 경제 분야의
이슈들에 대한 연구 성과들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자동차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연구와, “한국 자동차업체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채용정
체에 관한 연구” 등의 자동차산업 관련 논문과,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인구변화와
경제적 시사점”과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지역의 노동시장변화” 등의 경제 및 경영 분야 연
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지도 모를 통일에 대비해야하는 우리
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기에 충분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리라 믿기에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귀
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독경상학회 학술대회 때마다 발표, 토론, 좌장으로 혹은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도록 참여해주신 학회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춘계학술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학술대회를 더욱 풍
성하고 알차게 만들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계획하시는 모든 연구마다 넘치는 결과
를 얻으시기 바라며, 춘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15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 년 4 월 21 일
(사)한독경상학회 학회장
손 승 희 올림

Sehr gegehrte MitgliederInnen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Seit ihrer Gründung im Jahr 1978 organisiert die KDGW im jedem Jahr fünf
nationale und internationale Konferenzen. Durch diesen Veranstaltungen konnten
wir unsere Forschungsarbeiten einer breiten Hörerschaft
diesem

Grund

möchte

Sie

zu

unserer

Veranstaltung

präsentieren. Aus
im

Frühling

2015

rechtherzlich einladen. Diese Veranstaltung findet am 15. Mai statt.
Im

Mittelpunkt

Autoindustrie

stehen
und

Themen

mit

Hinblick

Wirtwissenschaften.

Des

auf

das

Zusammenspiel

Weiteren

werden

von

aktuelle

wirtschaftspolitische Themen, wie z.B. die derzeitige Arbeitsmarktsituation und
Wettbewerbspolitik sowie die Wiedervereinigung in Korea diskutiert.

Weitere Einzelheiten entnehmen Sie bitte der beigefügten Einladung. Bei Interesse
nehme ich Ihre Anmeldung sehr gerne per Email entgegen.

Ich würde mich über Ihre Teilnahme freuen und hoffe Sie in Seoul begrüßen zu
dürfen.

Mit freundlichen Grüßen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ür Wirtschaftswissenschaften

( 첨 부 1)

2015 년 한 독 경 상 학 회 춘 계 학 술 대 회
일 시: 2015년 5월 15일(금) 14:30 ~ 17:00
장 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 클럽
후 원: BMW 코리아

14:00~14:20 1. 등록
14:20~14:30 2. 개회

사회: 장태석 박사(덕성여대)

개회사: 손승희 교수(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회장)

14:30~15:30 3. 제1부 자동차 산업

좌장: 정명기 교수(한남대)

발표 1: 장민수 교수(선문대)
‘한국 자동차산업의 무역경쟁력 분석’
토 론: 오대원 교수(한남대), 이성봉 교수(서울여대)
발표 2: 이상호 박사(국회사무처)
‘한국 자동차업체 생산직 노동자의 고령화와 채용정체에 관한
연구’
토 론: 박양규 교수(건국대), 최선 교수(한양사이버대)

15:30-15:45 4. Coffee Break
15:45~17:00 5. 제2부 경제·경영 분야

좌장: 심지홍 교수(단국대)

발표 3: 고명덕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소)
‘독일 통일이후 구동독 지역의 노동시장변화’
토 론: 정남기 교수(동아대), 이연희 박사(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발표 4: 김창권 교수(전주대)
‘독일 통일 25주년 구동독지역 인구변화와 경제적 시사점’
토 론: 김상철 교수(한세대), 한성안 교수(영산대)

17:00

6. 폐회 및 만찬
만찬 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 첨 부 2)

찾아오시는 길
위치: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한국언론진흥재단 건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

[버스 이용]
· 서울신문사 하차 : (간선) 101, 150, 402, 405, 501, 506, N40
(지선) 1711, 7016 (순환) 91S투어
· 광화문빌딩 하차 : (간선) 700, 707 (광역) 9703, 9714, M7106, M7111, M7119

[지하철 이용]
· 1호선 시청역 4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50M
·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프레스센터 방향 300M

[승용차 이용]
· 유료 지하주차장 시간당 6,600원(주차비 지원안함)

학술대회 관련 문의: 손승희 교수(010-3722-4913) / 장태석 박사(010-7504-7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