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한독경상학회 2015년 BMW 학술상 수상후보 추천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님께,
이제 2015년 1학기도 지나고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뒤숭
숭하지만 그 동안 안녕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여름도 건강하시고 좋은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BMW Korea의 후원에 따라 매년 ‘한독경상학회 BMW 학술상'(이하 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제학술대회가 9월로 다른 해보다 조금 앞 당겨져서 18일~19
일 개최 예정입니다. 이 때를 활용하여 학술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학술상 수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1인): 상금 1000만원과 상패, 단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 수여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우수상(2인): 상금 500만원과 상패, 단 대상 수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최대 2인까지
수여.
이에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학술상의 권위에 맞는 우수한 학술상후보를 추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2015년 BMW 학술상 추천 1. 추천 방법: 자천, 타천, 심사위원회 추천
2. 추천시 제출자료: 추천사유서, 추천 연구업적 2부(권)
3. 추천자료 제출처: 한독경상학회장 손승희 교수 (330-714,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03호), 논문 자료일 경우 이메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메일: shsohn@dankook.ac.kr, 전화: 041-550-3369.
4. 추천마감일: 2015년 8월 15일까지 (7월 1일부터)
5. 심사일: 2015년 8월 24에서 9월 6일 사이에 개최할 예정

** 참고로 우리 학회의 “한독경상학회 BMW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후보를 추천하실 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조 (목적)
이 학술상은 한독경상분야 연구활동 및 경제학·경영학 발전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4조 (상의 종류)
이 학술상의 종류는 대상과 최우수상으로 한다.
1. (대상) 가장 우수한 업적 1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단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2. (최우수상) 대상 시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우수한 업적을 2편까지 “최우수상”으로
선정하여 수상자에게 소정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 (수상자 자격)
1. 수상후보자는 한독경상학회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학술대회 참가, 학회발전 기여 등
회원의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2. 수상자는 수상 후 3년간 학술상수상자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 (학술상의 심사대상 업적)
1. (업적 기간) 학술상후보작은 심사일로부터 5년 내에 발표된 저서 또는 논문으로 한다.
2. (저서) 저서의 경우 단독 또는 2인 공저 저서를 심사대상으로 하며, 교과서 성격의 저
서 및 연구보고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3. (논문) 논문의 경우 학회지 “경상논총” 또는 한국연구재단등재지 이상의 국내외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1인 저자 논문 및 심사대상자가 주저자인 2인 공저 논문을 심사대
상으로 한다.

한독경상학회 BMW 학술상이 한국 최고의 학술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 적
극적으로 참여해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 년 6 월 18 일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회장 손승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