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의 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원여러분께
회원여러분 안녕하시지요? COVID-19 사태가 1년이 훌쩍 넘고도 또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을 만나지 못하고 시간만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만 다행히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조만간 마스크 없는 일상생활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회의 2021년 여름학술대회는 안타깝지만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가을 통합학술대회에서는 얼굴을 보며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여름학술대회는 6월 25일 "ESG경영과 소비자의 신(新)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최근 ESG경영은 민간 기업의 경영뿐만 아니라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영
에서도 중요한 화두가 될 정도로 메가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E(환경), S(사회), G(지배
구조)라는 중요한 아젠다는 소비자교육과 소비자정책 등 소비자연구에서 이미 오랫동안
중요한 연구주제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추구하는 ESG
이슈들이 융합함으로써 새로운 소비가치가 실현되고 소비자후생이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조 강연으로 기업의 ESG경영의 전문가이신 박영숙
대표님(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께서‘ESG 경영과 새로운 소비자역할’을 발표
하십니다. 그리고 6편의 발제를 통하여 ESG 관련 경영과 소비자 연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디 학회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더 깊은 배움의 장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소비자정책교육연구」에 발표되었던 논문 중 우수 논문을 시상하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수상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6월 25일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2021년 여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전상민(충북대)
조 직 위 원 : 고대균(충남대), 이혜미(이화여대)

김 성 숙 올림

｜프로그램｜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3:00~17:30
ZOOM 접속 링크 : shorturl.at/fnxC6
회의 ID : 203 276 4633
일

발 표

정

및

내 용

13:00 ~ 개 회 사
13:10
김성숙 (소비자정책교육학회 회장)
1부

13:00 ~ 14:10

기조강연
13:10 ~
발 표 자 : 박영숙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대표)
14:00
강연주제 : ESG 경영과 새로운 소비자 역할

비 고

진행 :
고대균 교수
(충남대)

14:00 ~
휴식
14:10
주제발표
주제1. 유수현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사무총장)
소비자 관점에서 본 기업 ESG경영의 미래
주제2. 김종호 (SK텔레콤 ESG혁신그룹 팀장)
ICT-based ESG Company : SK텔레콤 ESG경영 추진 사례
14:10 ~
15:50

주제3. 황소영 (신한금융지주회사, ESG기획팀 부장)
신한금융그룹의 탄소중립 정책 Zero Carbon Drive
주제4. 박용혁 (한국소비자원 CCM운영팀 팀장)
ESG 차원에서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 및 우수 사례 소개

2부

14:10 ~ 17:00

주제5. 송유진·유현정 (충북대 교수)
기간별 체감환경과 환경문제인식이 친환경 태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
주제6. 천경희 (가톨릭대 교수)
ESD와 CSR 그리고 ESG

진행 :
서인주 교수
(상명대)

15:50 ~
휴식
16:00
종합토론
심 영
박수경
16:00 ~
조윤미
17:00
나종연
차경욱
지광석
3부

17:00~17:30

(서원대 교수)
(듀오정보 대표이사)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
(서울대 교수)
(성신여대 교수)
(한국소비자원 정책개발팀 팀장)

17:00 ~ 시상식 및 폐회
17:30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최우수 및 우수논문상 시상식

※ 포스터 발표는 학회 홈페이지의 학술대회 게시판을 통해 진행됩니다.

진행 :
이혜미 교수
(이화여대)

｜안내사항｜
▷ 홈페이지 새 단장(http://www.cope.or.kr)
학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하여 6월 14일부터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개편된 홈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회원 가입 및 회비 안내
본 학회는 회원을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비를 납부하시면 본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학술적 교류와 활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 분

정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학생회원)

자

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소비자정책 및 교육, 그리고
이와 관련된 분야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소비자 관련기관(공무원, 민간단체 및 산업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자
•소비자와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대학에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전공을 하는
학부생, 대학원 석·박사과정생

•대학, 기업 및 소비자단체 등
기관회원

•대학의 학과

회 비

연회비
50,000원

평생회비
500,000원

연회비
30,000원
연회비
200,000원 /
평생회비(7년)
1,000,000원
연회비
100,000원

회비납부계좌 : 우체국 013870-01-004797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사)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www.cope.or.kr)
사무국: (0417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 1206호(마포동, 한신빌딩)
전화번호 : 02-713-8605
이메일 : cope2012@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