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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안내

◈ 2022년도 정기 이사회와 정기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이사 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2월 10일(금) 오후 5시

- 장소: 중원(서울 종로구 사직로12길 28, 02-730-3635)

- 안건: 2022년 사업보고 및 결산, 이사 선출,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결 등

학현학술상 후보 추천 요청

◈ 학현학술상은 학현 변형윤 선생의 학문적 업적과 

경제민주화 실천의 삶을 기리기 위해 제정되어 올해

부터는 우리 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겨레신문

사가 공동 주관하게 되었고, 상금도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후보 추천 기간이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입니다. 최근 3년간 경제학 및 한국경제의 

연구에 현저히 기여한 경제학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홈페이지(바로

가기 클릭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2월 운영위원회가 10일(금) 12시부터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Zoom 병행) 
(Zoom 회의 바로가기)

2월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2월 월례토론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2월 10일(금) 오후 2시~오후 4시 20분
∙장소: 연구소 회의실(Zoom 병행)
 (Zoom 회의 바로가기)

  1. 오후 2시 ~ 2시 40분 

   발표: 주현 원장(산업연구원)

   “CES 참관기”

 

 2. 오후 3시 ~ 4시 20분

   발표: 남기곤 교수(한밭대)

   “대졸 취업자의 학력 및 전공 불일치 현황에 대한 분석”

   토론: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

<이슈와 정책> 집필진 추가 모집
◈ 우리 연구소에서 수시로 발행하는‘이슈와 정책’

의 고정 필진을 추가 모집합니다. 집필자의 안정적

인 확보와 제2권까지 출간된『한국경제 빅이슈』시

리즈의 원활한 발간을 위해서입니다. 희망에 따라 

1년 1회 또는 2회 집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

청을 원하시는 회원은 연구소(sies@sies.re.kr)로 연

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동정
 ◈ 박복영 교수가 2월 3일 열린 한국경제발전학회 

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

립니다. 제28대 회장으로 일한 강신욱 박사도 수고 

많았습니다. 

◈ 1월 월례토론회(1월 13일, Zoom 병행) 모습

   

회비납부 안내

◈회비금액: 정회원 월 3만원/5만원/10만원

     준회원 연 10만원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국민은행 809-01-0199-634 서울사회경제연구소

농    협 052-01-078461   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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