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윤리교육학회 제7기 뉴스레터(4호)
(발간일: 2014. 12. 16. 학회메일: koreaethics@naver.com 사무국: 051-510-1620)

2014년 추계학술대회
“윤리상담과 윤리교육”
2014년 11월 21일 13시∼19시.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과 201호
< 주최 : 한국윤리교육학회

발

표

주관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

토 론

고등학교 윤리수업에서 윤리상담 실행 이론과 방안
박은미(창신대,엠마오마산
김국현(교원대), 권미정(매홀중)
미술치료센터소장)
도덕 교과에 활용할 수 있는 윤리상담의 실제
박민경(이서초)
이미식(부산교대)
공자의 윤리상담에 관한 연구
이영경(경북대)
이상호(경상대)
예의 기원으로 본 조상숭배
윤용남(성신여대)
김용수(경북대)
한국 양명학의 도덕과 내용요소 탐색과 수용 방안
김기현(전남대)
김민재(교원대)
군대윤리 교육방향 정립을 위한 군대윤리 개념
최흥순(공주대)
김진만(육군3사관학교)
종말을 바라보는 세 시선 -영화 멜랑콜리아, 토리노의 말, 테이컨 셀터를 중심으로최병학(경성대)
성지연(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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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정기 총회
<기간(2013년정기총회이후) 2013.11.6.∼2014.11.5.>
1. 활동 보고
1) 학술행사
(1) 2013년도 추계학술대회(2013.11.22.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성신여대 후원) 및 정기총회
<차기회장선임:박장호교수(경성대), 감사선임: 이영문교수(춘천교대),이영경교수(경북대)>
(2)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2014.5.23. “윤리상담의 이론과 실제” 부산대 후원)
2) 논문집 발간
(1) 『倫理敎育硏究』제32집 (2013. 12. 30. 논문 12편, 290쪽)
(2) 『倫理敎育硏究』제33집 (2014. 4. 30. 논문 15편, 398쪽)
(3) 『倫理敎育硏究』제34집 (2014. 8. 30. 논문 16편, 428쪽)
3) 「뉴스레터」 7기 2호(2013.12.18.) 3호(2014.6.10.) 발간, 윤리교육계 유관기구 협력활동 및 기타

2. 재무 보고 (2014년 11월 5일 현재)
1) 수입 : 총액- 39,360,979원
(1) 이월금 : 18,533,278원
(2) 회비 : 4,600,000원 (임원회비:2,400,000원 + 평생회비:600,000원 + 연회비:1,600,000원)
(3) 논문심사료 : 2,520,000원 (32집:72만, 33집:81만, 34집:99만)
(4) 논문게재료 : 8,590,000원 (32집:316만, 33집:294만, 34집:249만)
(5) 연구재단 논문발간지원금 : 3,800,000원(2014년도분)
(6) 논문인용인세수입 : 1,082,701원(학술정보원: 680,665원 + 학술교육원: 402,036원)
(7) 이자 등 기타 수입금 : 235,000원
2) 지출 : 총액- 20,107,901원
(1) 학술행사비 : 2,484,000원 <*2013년도추계학회-137만원(발표비:95만원, 토론·사회·기타:42만
원)

*2014년도춘계학회-111만4천원(사회·토론·여비:40만원, 준비·진행:38만원, 식대:334000원)>

(2) 투고논문심사비: 2,520,000원 (32집:72만, 33집:81만, 34집:99만)
(3)

논문집발간비

:

10,156,220원<*32집-3,131,900원(편집비:20만,

인쇄비:260만,

배송비:

204,900원, 회의·교통비:127천) *33집-3,476,200원(편집비:20만, 인쇄비:290만, 배송비:166200원,
회의·교통비:21만)

*34집-3,548,120원(편집비:20만,

인쇄비:298만,

배송비:204,120원,

회의·교통

비:164천)>
(4) 회의비·출장비 : 1,966,700원 (임원회및실무회:1,581,000원, 회장·부회장출장:385,700원)
(5) 연구재단지원반납금 : 1,352,035원
(6) 사무국 운영비, 잡비 기타 : 1,628,946원
3) 잔액(현 계좌) :

19,253,078원

< 위 1) - 2) >

- 감사 보고 3. 안건 제기, 논의

- ‘임용고시 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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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회비 납부 현황]

(2014년 12월 15일 현재)

1. 평생회비 납입 회원 명단 (30만원, 47인 –가나다순)
강임숙,

고대만,

김교환,

김기현,

김대군,

김명진,

김순자,

김연숙,

김용대,

김용환,

김진만,

문성학,

박균열,

박근수,

박병기,

박수명,

박영출,

박장호,

박진환,

배문규,

백춘현,

변종현,

부산대,

서규선,

손병욱,

이경무,

이경희,

이남원,

이미식,

이왕주,

이인재,

장현오,

전세영,

정탁준,

조남욱,

조수경,

조정현,

조혜영,

최병학,

최성희,

최종학,

최흥순, 하정혜,

한갑진,

한흥식, 황두환,

황종환.

*2014년도 평생회원가입 회원 : 고대만, 조수경, 조정현(이상 각 30만원)

2. 2014년도 임원회비 납입 내역 (이하 ‘만원’단위 표기 생략)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조남욱:100. 박장호:30. 김진만:15. 박병기:10. 이남원:15.

이경무:10. 조일수:10. 김대군:10. 이미식:10. 김남준:10. 김진경:10. 이경희:10.
3. 2014년도 연회비 납입 현황
고미숙:6, 김국현:3. 김미덕:3, 김민재:3, 김수청:3, 김연숙:3 김영은:3, 김용수:3, 김은수:3,
김종훈:3, 김치홍:5, 김형철:3, 남궁달화:3, 류혜숙:3, 문종길:3, 박재주:3, 박형빈:3, 백도
근:3, 변종헌:3, 성지연:3, 성현영:5, 손경원:6, 손병욱:3, 송선영:6, 신희정:5, 심성보: 3, 양
방주:3, 윤영돈:3, 윤용남:3, 이경식:3,

이경원:3, 이상호:3, 이연수:5, 이영문:5, 이윤선:3,

이일학:5, 이정렬:3, 이철주:3, 이태윤:5, 장승희:3, 장희선:3, 정탁준:3, 정창록:3, 조성택:5,
지현주:3, 차승주:3, 천명주:3, 최용성:3, 추병완:3, 한상엽:5, 허정훈:3, 홍석영:3, 홍성훈:3,
교원대도서관:10) * 이상 위 내용과 다른 점이 있을 경우, 학회 사무국에 연락주시면 확인 수정하겠습니다.

[회장 이임사]

안녕하세요. 지난 2년간 제가 상임이사님들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과 함께 우리학회 업무
를 주관하면서 회원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 속에 소임을 다하게 됨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학회 발전을 위하여 행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또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학회 운영은 소수의 노력만 가지고는 제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즉 우리학
회 회원 규모가 4백 명이 넘어서는 만큼 이와 병행하는 참여의식이 긴요하다고 봅니다. 특
히 우리 윤리교육학계의 목전에서는 중고등도덕윤리교과내용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임용고사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음을 직시할 때에, 우
리 회원님의 전문적인 식견과 단합된 대안 제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
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이제 신년도부터 우리학회를 이끄실 박장호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저는 학회 운영 전반을 체크하면서 검소하게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뉴스레
터2·4호에 보고한 바와 같이 사업상의 재정문제가 탈이 나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계속하여 우리학회가 우리나라 윤리교육
계를 선도하는 학술단체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윤리교육학회 회장 조남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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