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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기 이사회 및 총회 개최

 ◈ 코로나19로 연기되었던 정기 이사회와 총회를 

2월 18일 개최하여 2021년 사업보고와 결산, 그

리고 2022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심의, 승인하였

습니다. 

 학현학술상을 공동 주관하기로

 ◈ 이사회와 총회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경제발전학

회가 주관하여 왔던 ‘학현학술상’을 2023년 제

13회 시상식부터는 우리 연구소, 한국경제발전학

회, 한겨레신문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기

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금을 3,000만 원

으로 높이고, 시상 대상 범위를 국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된 논문으로 확대하여‘학현학술상’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0차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제30차 심포지엄이 ‘(가

제)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5월 12

일(목) 오후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개최될 예

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추후 안내해드

리겠습니다. 

� SIES�이슈와 정책」제48,�49호 발행
 ◈「SIES 이슈와 정책」 제48호; 배영목, “코로나

19 위기 하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완대책”이 2
월 15일 발행되었습니다. 

 ◈「SIES 이슈와 정책」 제49호; 유재원, “아베노

믹스의 평가”가 2월 22일 발행되었습니다. 

 지속발전위원회 개최 안내

 ◈ 제18차 지속발전위원회가 3월 11일(금) 12시 한

식당 중원에서 개최되어, 우리 연구소의 재정, 연

구 방향, 회원 확대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됩니다.

 
 3월 운영위원회 및 월례토론회 안내

 ◈ 3월 월례모임이 3월 11일(금) 연구소 회의실과 

줌으로 병행 개최됩니다.

∙운영위원회: 오후 2시 ~ 3시
(https://us02web.zoom.us/j/81126750032?pwd=R1NmS3BEUlh6bi95VXk2aDJ2WlUvUT09)

∙월례토론회 및 간담회: 오후 3시 ~ 5시 50분
(https://us02web.zoom.us/j/88337915808?pwd=bEovWDRFTXZhdXJsQW9lWjF5UCt3UT09)

월례토론회1 (오후 3시～ 4시 20분)

발 표: 배현기 대표(웰스가이드)

 “금융 마이데이터의 현황과 과제”
월례토론회2 (오후 4시 30분～ 5시 50분)

발 표: 강신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안적 소득보장제도와 포괄성 문제”

 회원 동정

 ◈ 제12회 학현학술상 시상식이 2월 11일 한국경

제발전학회 총회에서 열렸습니다. 수상 논문은 

조원기·이우진·최준영, “인구고령화는 소득불

평등의 원인인가?”입니다. 

 ◈ 상영무역 이종기 회장이 2월 18일 이사회, 총

회 후 만찬 비용을 희사하였습니다. 이종기 회장

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경성대학교 이재희 교수가 2월 말에 정년퇴임

을 하였습니다. 깊이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활발

한 연구 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 이재희 교수가 2월 22일 연구 활동 후원금으로 

300만 원을 희사하였습니다. 이재희 교수에게 깊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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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