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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워크숍 개최 안내
◈ 연구소 추계 워크숍을 10월 8일(금) 구리 동구릉

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풍수지리학자로 
명망이 높으신 우석대 김두규 교수님께서 참석하
여 동구릉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버
스로 당일 오전 강남지역에서 출발하여 오후 3시
경 돌아오는 일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
가를 부탁드립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구소(sies@sies.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심포지엄 개최 안내
◈ 한국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깊이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

해 우리 연구소가 10월 29일(금) 오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

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심포지엄의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등을 통해 추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 빅이슈』세종도서에 선정
 ◈ 우리 연구소가 2020년에 발간한『한국경제 빅이

슈』가 세종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세종도서는 과
거 문화관광체육부의 우수교양도서에 해당합니다. 
세종도서로 선정된 책은 2,700여개 도서관에 보급
됩니다. 수고하신 필자들과 편집위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SIES�이슈와 정책」제39호,�제40호 발행
◈ 「SIES 이슈와 정책」 제39호; 이강국(立命館대), 

“일본의 재정과 국가채무비율”이 6월 1일 발행되
었습니다. 

◈ 「SIES 이슈와 정책」 제40호; 정원호(경기연구원), 
“최근 기본소득 논쟁의 허와 실”이 7월 23일 발행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 우리 연구소 홈페이지가 6월 중순부터 새로이 

제작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와는 

달리 메뉴나 내용의 수정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 개

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연구소(sies@sies.re.kr, 
02-598-4652)로 연락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동 학술대회 개최
 ◈ 우리 연구소는 지난 6월 4일(금) 한국경제발전학

회,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술
대회 <한국의 발전경험과 국제협력>를 개최하였습
니다. 

회원 동정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이 6월 7일 임기를 마치고 경

북대로 복귀하였습니다. 그간의 헌신과 봉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주)대우건설에서 부동산 심포지엄의 개최 후원비
로 7월 27일 2,0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주)대우
건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비납부 안내
◈회비금액: 정회원 월 3만원/5만원/10만원

     준회원 연 10만원
◈납부방법: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국민은행 809-01-0199-634   서경연
 농    협 052-01-078461     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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