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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 심포지엄 개최 안내
◈ 우리 연구소의 추계 심포지엄을 한국경제발전학

회와 공동으로 10월 28일(금)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소득분배’를 주제로 열리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SIES�이슈와 정책」�제55~56호 발행
◈ 「SIES 이슈와 정책」 제55호; 박복영(경희대 국

제대학원 교수), “팬더믹 이후 인플레이션의 원인
과 정책 대응 평가”가 8월 3일 발행되었습니다. 

◈ 「SIES 이슈와 정책」 제56호; 김희삼(광주과학기술
원 교수), “극저출생 현상의 미시경제학”이 8월 
8일 발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학현학술상 메뉴 설치
◈ 새로이 개편된 학현학술상을 알리기 위해 연구

소 홈페이지(www.sies.re.kr)  ‘학술행사’ 메뉴
바 아래에 ‘학현학술상’ 메뉴를 설치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고칠 부분이나 보완할 내용
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경제발전학회 
홈페이지(www.kdea.re.kr)에서도 이용 가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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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us02web.zoom.us/j/81401801176?pwd=SjI4e
lRxSWF6VzRORmZWaVFydXI2dz09 

9월 월례토론회 개최 안내
◈ 9월 월례토론회 다음과 같이 개최됩니다.  
 ∙일시 : 9월 2일(금) 오후 3시 ~ 5시 50분
 ∙장소 : 연구소 회의실(줌회의 병행) 

https://us02web.zoom.us/j/84728787442?pwd=aFVC
RStCRHY0Yjc3SC9vaGg5bUUxQT09 

제1세션(오후 3:00～4:20) 
  ▪발표: 이근식 교수(서울시립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토론: 류동민 교수(충남대)

 제2세션(오후 4:30～5:50)  
   ▪발표: 이상철 교수(성공회대)

  "1960년대 해운정책과 대한해운공사" 
  ▪토론: 김용복 박사(서울사회경제연구소)

※ 9월 월례모임은 둘째 주가 추석 연휴인 관계로 한 
주 앞당겨 첫째 주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착오 없으시
길 바랍니다.

회원 동정
◈ 김용복 박사와 조복현 교수가 각각 7월 27일과 8월 

2일에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김박사와 조교수에게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 우리 연구소가 운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경제발전
학회의 홈페이지(http://www.kdea.re.kr)가 새로
이 개편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새로 등록하신 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롯데장학재단의 소규모학술연구지원사업의 하반기 
지원금 500만 원이 7월 25일 입금되었습니다. 

◈ 김용복 박사가 8월 11일 연구소 후원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김용복 박사에게 깊이 감사드
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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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de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