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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심포지엄 개최

 ◈ 연구소 제30차 심포지엄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가 지난 5월 12일(목)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
서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
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심포지엄 자료집은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심포지엄 실황은 유튜브에서 ‘서울사회경
제연구소’나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를 입력하
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SIES 이슈와 정책」제51~54호 발행

 ◈ 제51호: 강병구(인하대), “새 정부에 바라는 세
제 개혁”가 4월 20일 발행되었습니다.

 ◈ 제52호: 류동민(충남대), “누구의 무엇을 위한 
공정인가?”가 4월 22일 발행되었습니다.

 ◈ 제53호: 이강국(리쓰메이칸대), “윤석열 정부 재정정
책 기조, 달라져야 한다”가 5월 22일 발행되었습니다. 

 ◈ 제54호: 전강수(대구가톨릭대), “땅은 누구의 것
인가?”가 5월 31일 발행되었습니다. 

공동 학술대회 개최 안내
 ◈ 우리 연구소는 한국경제발전학회와 공동으로 6월 

24일(금) 오후 2시부터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변화하는 경제 환경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과제’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
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구성 개편 및 제20차 회의 개최
 ◈ 지속발전위원회는 5월 6일(금) 제19차 회의를 개

최하여 강철규 이사장 취임으로 궐석이 된 위원장
에 장지상 교수를 선임하였습니다. 신임 위원으로
는 이용우 의원, 원승연, 박복영 교수를 임명하였
습니다. 새로이 구성된 지속발전위원회의 제20차 
회의가 6월 10일(금) 12시 중원에서 개최됩니다.

   
6월 운영위원회,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6월 운영위원회가 10일(금) 2시에 연구소 회의
실과 ZOOM에서 병행 진행됩니다.
https://us02web.zoom.us/j/88424992342?pwd=Z3lpSWU4djJ4WVlqZk85bGpGS2lDZz09

 ◈ 6월 월례토론회가 10일(금) 3시부터 연구소 회
의실과 ZOOM에서 병행 진행됩니다.
https://us02web.zoom.us/j/85735282219?pwd=ekx0bkpYQlhwY21ZcEN1YktaQ2VEQT09

  1세션: 3:00 ~ 4:20

   (발표)정신동(KB저축은행), “지속가능금융과 ‘그린워싱’”
  2세션: 4:30 ~ 5:50

   (토론 주도) 박규호(한신대), “시장이냐? 정부냐”

회원 동정

 ◈ 산업은행이 심포지엄 후원을 위해 5월 17일 
1,000만원을 희사하였습니다. 산업은행에 깊이 감
사드립니다.

 ◈ 심포지엄 공동 개최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개
최 비용으로 4월 8일 500만 원을 보내왔고, 산업
연구원은 행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였습니다. 두 
연구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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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