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한독경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연구하신 소중한 결과들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2016년
한독경상학회 춘계학술대회에 회원님들을 초대합니다.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을 통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평가” 연구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의 조세제도와 노동시장 관련 논문과, “독일 4차 산업혁명
과 디지털 주권”, “한국 CSR 경영의 변화- 한독간 사례중심” 그리고 “ODA 공여 요인의 계량 분
석 - OECD를 중심으로” 등의 경제 및 경영 분야 연구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 불황의 여파에 대한 경제제도의 변화와 정책적인 대응
이 시급한 작금의 현실에 맞추어 “사회적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으로서의 독일의 경제정책” 이라는
주제로 독일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와 노동시장정책, 재정정책, 사회보장정책(연금/
보험), 안정화정책, 에너지정책, 기업정책(실업/창원지원) 등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
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저희 한독경상학회 학술대회 때마다 발표, 토론, 좌장으로 혹은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도
록 참여해주신 학회 회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이번 춘계학술대회에 적극
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가 학술대회를 더욱 풍성하고 알차게 만
들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계획하시는 모든 연구마다 넘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라며, 춘
계학술대회가 열리는 오는 5월 20일(금) 오후 1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211호)에서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20일
(사)한독경상학회 학회장
손 승 희 올림

2016년 한 독 경 상 학 회 춘 계 학 술 대 회
일 시: 2016년 5월 20일(금) 13:00 ~ 18:00
장 소: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 (211호)
후 원: BMW Group Korea

13:00~13:15 1. 등
등록

13:15~13:30 2. 개회

사회: 윤승환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개회사: 손승희( 사단법인 한독경상학회 회장)

13:30~14:20 3. 제1부 조세제도와 노동시장

좌장: 황신준교수(상지대)

발표 1: ‘유효부가가치세율의 계산을 통한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평가’
( 박정호·공진규·김유찬교수/홍익대)
발표 2: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강식교수/항공대)
토

론: 정남기교수( 동아대) , 장민수교수( 선문대)

14:20-14:30 4. Coffee Break

14:30~15:45 5. 제2부 경제·경영 분야

좌장: 김강식교수(항공대)

발표 3: ‘ODA 공여 요인의 계량 분석 - OECD를 중심으로’ ( 황신준교수/상지대)
발표 4: ‘독일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주권’ ( 김인숙박사/K DI , 남유선교수/원광대)
발표 5: ‘한국 CSR 경영의 변화- 한독간 사례중심’ ( 김익성교수/동덕여대)
토 론: 임소영박사( 산업연구원) , 이연희박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 김창권교수( 전주대)

15:45~16:00

6.
Coffee Break
7.

16:00~18:00

8.
제3부 사회적 시장경제와 독일의 경제정책
9.
발표
발표
발표
발표
발표
발표
발표

좌장: 심지홍교수(단국대)

6: ‘사회적 시장경제’ ( 심지홍교수/단국대)
7: ‘독일 통일 이후 노동시장정책’( 고명덕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8: ‘사회정책으로서의 독일의 재정정책’( 김유찬교수/홍익대)
9: ‘독일의 사회보장정책( 연금/보험) ’( 남기창교수/전주대)
10: ‘독일의 안정화정책’ ( 장태석교수/경북대)
11: ‘독일의 에너지정책’( 정연미교수/중앙대)
12: ‘독일의 기업정책( 실업/창업지원) ’( 정미경박사/단국대)

토론: ( 6) 황신준교수( 상지대) , ( 7) 이상호박사( 한겨례경제사회연구원) ,
( 8) 정남기교수( 동아대) , ( 9) 김상철교수( 한세대) /류근춘박사( 보건사회연구원) ,
( 10) 신언명교수( 서울디지털대) , ( 11) 유재국박사( 국회입법조사처) ,
( 12) 박충렬박사( 국회입법조사처)

18:00

10.
폐회 및 만찬
11.
:00

찾아오시는 길
위치: 국회 의원회관 2층 제8간담회의실(211호)

[버스 이용]
· 61, 153, 363, 461, 153, 263, 461, 262, 153, 162, 263, 153, 162, 262, 362 5615,
8153(맞춤버스), 5618, 8620(주말맞춤버스), 6623, 8153(맞춤버스), 8153(맞춤버스),
5618, 7613, 8153(맞춤버스),

[지하철 이용]
·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6번 출구

[승용차 이용]
· 국회 경내에는 공무차량과 장애인 등 보호대상차량에 한하여 주차를 할 수 있음.

학술대회 관련 문의: 손승희 학회장(010-3722-4913) / 장태석 사무국장(010-7504-74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