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과학협의회 역대 회장

모시는글

회차

성명

기간

약력

제 01대

고병익

1976.04 ~ 1980.04

서울대 총장, 역사학회 • 동양사학회장

제 02대

박동서

1980.05 ~ 1982.04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 정치학회장

제 03대

한배호

1982.05 ~ 1984.04

고려대 정치학과 교수, 한국정치학회장

제 04대

홍승직

1984.05 ~ 1988.04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사오니,

제 05대

황일청

1988.05 ~ 1990.04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영학회장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 06대

한상복

1990.05 ~ 1991.12

서울대 인류학과 교수, 한국인류학회장

제 07대

임종철

1992.01 ~ 1993.12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제 08대

백완기

1994.01 ~ 1996.12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제 09대

임희섭

1997.01 ~ 1998.12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제 10대

안병영

1999.01 ~ 1999.12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제 11대

이상주

2000.01 ~ 2001.12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울산대 총장

제 12대

이돈희

2002.01 ~ 2003.12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장

제 13대

김광웅

2004.01 ~ 2005.12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

일 시 : 9월 9일 (금) 오후 4시 ~ 7시 30분

제 14대

원우현

2006.01 ~ 2007.12

고려대 언론학과 교수, 한국언론학회장

•

제 15대

정운찬

2008.01 ~ 2009.09

서울대 총장, 한국경제학회장

장 소 :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삼성관 지하 1층 국제원격회의실

제 16대

이종원

2009.09 ~ 2011.12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학회장

•

식 순 : 개회식 (4:00 – 4:15 pm)

제 17대

정용덕

2012.01 ~ 2013.12

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장

•

환영사 : 이진규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고려대)

제 18대

임현진

2014.01 ~ 2015.12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사회학회장

제 19대

이진규

2016.01 ~ 현 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인사조직학회장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1976년에 설립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과학계를 대표해 온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한국사회과학협의회 회장 이진규 拜上

기념식 및 세미나 일정 소개

40주년 기념 세미나 (4:15 - 5:45 pm)
•

발 표 : 최장집 명예교수 (고려대)
" 한국사회과학 발전에 관한 하나의 숙고"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참여 학회 및 학회장
학회

회장

학회

회장

경제사학회

박기주 (성신여대 경제학과)

한국사회복지학회

박병현 (부산대 사회복지학)

국제개발협력학회

손혁상 (경희대 공공대학원)

한국사회학회

조성남 (이화여대 사회학)

대한지리학회

양보경 (성신여대 지리학)

한국심리학회

한국경영학회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

한국경제학회

•

사 회 : 조성남 한국사회학회 회장 (이화여대)

•

토 론 : 진동섭 한국교육학회 회장 (서울대)
정병호 한국문화인류학회 차기회장 (한양대)
40주년 기념식 (6:00 – 6:30 pm)

•

기념사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한국사회과학협의회 15대 회장

김재휘 (중앙대 심리학)

•

축 사 : 염재호 고려대 총장

한국언론학회

조성겸 (충남대 언론정보학)

•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

한국여성학회

오정화 (이화여대 영어영문학)

격려사 : 김동기 대한민국학술원 부회장

한국교육학회

진동섭 (서울대 교육학)

한국정치학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

한국국제정치학회

최영종 (가톨릭대 국제학)

한국행정학회

유평준 (연세대 행정학)

한국문화인류학회

유철인 (제주대 철학)

리셉션 (6:30 – 7:30 pm)
•참석 여부를 kossrec10@naver.com 또는 010-4779-9847로 알려주시면, 행사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invitation

본관
대학원

한국사회과학협의회
100주년기념삼성관

중앙광장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LG-POSCO
경영관

시각장애인
서비스

출구

창립 40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고려대역
1번출구

정문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 100주년기념삼성관은 고려대 정문 오른쪽 방향 도보 2분 거리에 있습니다.
• 주차는 고려대 중앙광장 지하주차장에 하실 수 있습니다.

The Korean 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

(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25, Inwangsan-ro 1 gil, Jongno-gu, Seoul 03028, Korea
Tel. 82 - 2 - 735 - 2159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왕산로 1길 25 (사직동)
T. 02 - 735 - 2159 F. 02 - 737 - 3264
E-mail. kossrec10@naver.com
Homepage. www.kossrec.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