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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사무국 공지]

KDGW-TUD-DAAD 심포지엄 공지 및 참여안내
한독경상학회는 2016년 10월 2일부터 8일까지 독일 드레스덴공대에서 개최되는 TUD-DAAD 심포지엄에 다음
과 같이 참여합니다. 저희가 참여하게 될 세션은 10월 4일(수) 09:00~15:00까지 진행되는 “Medien und
Öffentlichkeit“ 세션입니다.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참여 및 발표 가능하신 회원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
하시어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심포지엄 참가 규모는 전 세계에서 초청되는 30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회에서 최대 5명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3명 TUD-DAAD지원/2명 KDGW지원). 저희가 참여하는 10월 4일(수)이지만, 지원조
건은 7일간 참여해야 하며 주제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는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6년 3월 28일
손승희 (한독경상학회 회장)

기

간

2016년 10월 2일~8일

대 주 제

Medien und Öffentlichkeit

자격/조건

① 자격: 연회비를 납부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인 한독경상학회 정회원
② 조건: 2016년 10월 2일~8일 참여 / 주제 발표(독일어 또는 영어)

지

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TUD-DAAD지원 ; 약 1,500유료)

원

관련 문의

학회장(손승희) 또는 사무국장(장태석)

기

2016년 4월 3일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께는 발표주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발표자료 제출시한: 2016년 5월 30일까지)

간

저희 학회가 참여하는 세션에서 발표되는 다른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희망주제를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öglichkeit und Grenzen der Rationalität von Kommunkation (Dr. Jerilala, Mdagaskar)
- Unternehmenswachstum durch moderne Netzweke (Prof. Sonntag, Germany)
- Die Mobile Revolution (T. Schultz-Homberg,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 Stand und zu erwartende Entwicklung der Kommunikationstechnologie (Prof. Sohn)
- Rolle der Medien in der modernen Gesellschaft(Prof. Donsbach, TUD)
- Journalistische Qualtität in Zeiten des digitalen Wandels (Prof. Hagen, TUD)
- Lokale Presse und Universitätsmedien als Werbeplattform (Prof. Aziz, Kairo)

본 학회의 경제학분야 회원들의 연구 및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KDGW-FES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과
병행하여 본 심포지엄은 경영학분야 회원들의 연구 및 활동지원을 목적으로 기획되었기 때문에, 경영학분야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