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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워크숍 개최
◈ 11월 19일(금) 추계 워크숍을 구리 동구릉에서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과 해설해 주
신 우석대 김두규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구리 동구릉 - 건원릉 앞에서)

이사회,�총회 개최 안내
◈ 2021년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는 2022년 2월 

18일(금)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사회와 총회는 
2019년까지 송년모임을 겸해 12월에 개최하여 왔
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모임 시기를 조정하였습니
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심포지엄 세부 주제 모집
◈ 내년 5월 열릴 연구소 심포지엄은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하여 개최하기로 하
였습니다. 현재 산업기술 및 조직, 세계자본주의,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 다방면에서 질적 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심포지엄에서는 현 시기를 대
전환기로 규정짓고, 이에 한국경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를 깊이 토론하고자 합니다. 심포지엄에
서 다룰 개별 발표 세부 주제와 발표 적임자를 추
천해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sies@sies.re.kr).

「SIES�이슈와 정책」�제44,�45호 발행
◈ 「SIES 이슈와 정책」 제44호; 배영목(충북대 명예

교수), “주택시장 불안정과 가계대출 규제”가 9월 
16일 발행되었습니다. 

◈ 「SIES 이슈와 정책」 제45호; 옥우석(인천대 교수), 
“기본소득론과 일자리보장론에 대한 단상: 현존 
복지국가체제의 한계에 대한 두가지 대응”이 11
월 16일 발행되었습니다.

12월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12월 운영위원회는 12월 10일(금) 오후 2시에 연

구소 회의실과 ZOOM 회의로 병행 개최됩니다.
https://us02web.zoom.us/j/81031259452?pwd=a
EZRb2x5MFVtRmp5aFBzSlRuK2E2UT09

12월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12월 월례토론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12월 10일(금) 오후 3시 ~ 5시 50분
 ∙장소: 연구소 회의실(줌회의 병행) 
https://us02web.zoom.us/j/81068357667?pwd=
UTFQTlpSOFRvNG5zMS9rSnowRFNKQT09

제1세션(오후 3:00～4:20) 
  ▪발표: 장지상 교수(경북대)
   "산업연구원 소개와 소회"
 제2세션(오후 4:30～5:50)
  ▪발표: 전강수 교수(대구가톨릭대)
   "국토보유세의 내용과 도입 방안" 
 
회원 동정
◈ 안국신 교수가 11월 1일 『안국신 교수의 한국의 

분배』를 율곡출판사에서 발간하였습니다. 
◈ 이근, 류덕현 교수 등이 11월 24일 『2022 한국

경제 대전망』을 21세기북스에서 발간하였습니다. 
◈ 인재근 의원이 11월 23일 100만원을 후원금으로 

희사하였습니다. 인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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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