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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빅이슈』전자책(e-북)�발간
◈ 우리 연구소가 2020년에 발간한 『한국경제 빅이

슈』(출판사: 생각의 힘)가 전자책으로도 출간되었
습니다. 교보문고의 링크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https://digital.kyobobook.co.kr/digital/ebook/e
bookDetail.ink?selectedLargeCategory=001&b
arcode=4801185585926&orderClick=LEa&Kc=)

「SIES�이슈와 정책」�제41~43호 발행
◈ 「SIES 이슈와 정책」 제41호; 강철규(서울사회

경제연구소 이사장), “대선주자들의 ‘공정’ 논쟁 
감상법”이 8월 13일 발행되었습니다. 

◈ 「SIES 이슈와 정책」 제42호; 나원준(경북대 교수), 
“바이든 경제정책의 비판적 평가”가 8월 24일 
발행되었습니다.

◈ 「SIES 이슈와 정책」 제43호; 김희삼(광주과학기
술원 교수), “인구충격에 대응한 교육개혁의 방향 
- 유⋅초⋅중등 교육을 중심으로”가 8월 25일 발행
되었습니다.

9월 운영위원회 개최 안내
◈ 9월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 9월 10일(금) 오후 2시 ~ 2시 50분
 ∙장소 : 연구소 회의실(줌회의 병행) 

https://us02web.zoom.us/j/81486889981?pwd=W
DR1Qm12aEhxazdoakhTOWFKNDgzdz09

9월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9월 월례토론회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 9월 10일(금) 오후 3시 ~ 5시 50분
 ∙장소 : 연구소 회의실(줌회의 병행) 

https://us02web.zoom.us/j/86155748471?p
wd=OGh2Z3I0d01zYmlucmRtMkhQeEg5dz09

제1세션(오후 3:00～4:20) 
  ▪발표: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근로빈곤가구에 미치

는 영향 연구"
  ▪토론: 강신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세션(오후 4:30～5:50)  
   ▪발표: 권세훈 교수(상명대)

  "지속가능한 공공주택공급 방안" 
  ▪토론: 김선주 교수(경기대)

추계 워크숍 안내
◈ 이미 안내해드린 것처럼 연구소 추계 워크숍이 

10월 8일(금) 구리 동구릉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개최 여부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지금으
로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당일 9시경 
강남에서 출발하여 3시경 귀경하는 일정으로, 풍
수지리학자로 명망이 높으신 우석대 김두규 교수
님을 모시고 동구릉에 얽힌 얘기를 들을 좋은 기
회입니다. 연구소(sies@sies.re.kr)로 참가신청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동정
◈ 장지상 교수가 8월 말로 경북대학교에서 정년퇴임

을 맞았습니다. 깊이 축하드리고, 새로운 멋진 출발
을 기원합니다. 

◈ 이용우 의원 아들 상원군의 결혼식이 8월 28일(토) 
컨벤션 헤리츠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의원의 혼사
를 깊이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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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