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님께,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따가운 햇볕도 적당히 쏟아지는 비도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여러 차례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 추계국제학술대회는 “Exploring
Growth Potential in EU and Korea: The Way to the Sustainable Growth and Stable
Employment (유럽과 한국의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의 모색- 지속성장과 고용안정)” 이라는
주제로 9월 18(본행사)~19일에 개최됩니다. 세션별로 각각 유럽전문가와 KDGW 전문가(혹은
KIEP 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1. (Session I) Economic Circumstances, Challenges and Prospects
사실상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들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실
업과 저성장, 경기침체 등을 겪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예측하며, 현 위기상황
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유럽전문가는 같은 주제로 유로존 위기 후 유럽의 경
제상황/특징, 미래 전망, 대응, 극복과제 등을 발표할 예정)
2. (Session II) Raising Growth Potentials and Employment
현재의 경제상황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기 위한 성장잠재력과 확충방안이 무엇
인지? 경기변동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
인가?
3. (Session III) Collaboration between EU and Korea
(분야와 상관없이) 한국과 유럽의 협력방안을 모색함. 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필요하고
유럽의 경우를 한국과 비교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큰 관심은 직접 참여하시는 것이기에 위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 혹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 및 토론으로 참여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회원님께서는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를 바라오며, 주요 일정은 다음
과 같습니다.
- 주제/요약문(1쪽):

7월 15일까지(최종 프로그램 인쇄 전까지 수정가능)

- 최종 발표문:

8월 31일까지

- 토론희망자:

7월 31일까지(프로그램 제작 및 대외 홍보를 위해서)



모든 발표문은 프로시딩 이외에 정식 책자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발표는 ppt형식으
로 하셔도 되지만, 최종본은 텍스트형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문 및 최종본은 한글 혹은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학회에서 발간되는 경상논총이 연구재단으로부터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
템 도입 대상으로 선정되어 9월 발간 호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예전과 달리 다소 불편하실
수 있으나, 논문투고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무엇보다 학회지 평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양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DOI번호 도입, 논문 투고 및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회(편집
위원장, 경희대 김봉석 교수)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추계학술대회가 열리는 9월 18일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한독경상학회 회장
손 승 희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