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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말씀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무술년새해를맞이하여 2018년 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참가하신여러분들께건강과행운이함

께하기를기원합니다. 올해로열여덟번째를맞는공동학술대회를강원대학교에서개최하게된것

에대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2018년제18회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는총50개학회가참여하

고있으며, 400여 편의논문들이발표될것입니다. 관련 학회들의적극적인참여로경제학공동학

술대회는학계, 연구소, 정책담당자등여러분야에서종사하는경제학자들이모여서로의지식과

경험을공유하고의견을나누어한국경제학의발전을위한장으로발전하고있습니다. 이러한공동

의장을통해서로의연구를공유하고의견을나눌수있게된것은경제학연구발전을위해뜻깊은

일입니다. 앞으로도더욱발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계경제의 본격적회복에 따라대외환경은 우호적일것으로 예상되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생산가능인구의감소, 소득분배양극화의심화, 남북관계의정치적위험요소등한국경제의구

조적문제는여전히존재하고있어중장기적관점에서한국경제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새로운

비전과발전방향을차분히모색해야할필요가있습니다. 한국경제의주요관심사를다루는전체회

의중제1전체회의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미래지향적경제정책방향”이라는주제로

“한국경제의 발전단계와 미래”, “소득주도성장의 이해와 과제”, “기업동학과 서비스업 생산성”에

대해논의할예정이며제2전체회의에서는“글로벌금융위기10년: 세계경제와한국경제”이라는주

제로“젊은이들의부채에대한시각”, “글로벌금융위기와거시·금융패러다임의변화”, “글로벌통

상패러다임의변화와한국의대응방향”에대해논의할예정입니다. 

첫째날의제1전체회의를통해한국경제의발전과정을전체적으로개관하고이를바탕으로앞으

로의발전방향을모색하며, 작년에새롭게출범한정부에서새롭게주목받고있는소득주도성장관

한심층적이해를도모하고, 관련학술적정책적과제에대해정리하는한편, 앞으로의성장가능성

이높은서비스산업의생산성과기업동학과의관계에관한분석결과를살펴봄으로써한국경제의

지속적발전을위한경제정책방향에관한활발한논의가진행될것입니다. 둘째날의제2전체회의

에서는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10년째를맞이하는올해에세계경제와한국경제의변화들을

되돌아보는기회를갖습니다. 최근경제적사회적압박으로인해다양한가치들을상실해가는젊은

이들의부채에대한시각을살펴보는한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거시, 금융, 통상패러다임의변

화와이에대응하는정책방향에대한논의를통해급격하게변화하는국내외경제환경하에서한

국경제가나아갈방향을집어보는자리가될것입니다. 전체회의의발표와토론은경제학은물론한

국경제의지속적발전을위한경제, 사회정책의방향과구체적대안들을제시하는장이되리라믿

습니다. 아무쪼록전체회의와세션별논문발표와심도깊은토론을통해주요현안과정책방향에

대해모든경제학자들이자리를함께하여의견을나눌수있는소중한기회가되기를바랍니다. 

이번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지원을아끼지않으신여러관계자여러분, 그리고

후원단체관계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학술대회준비기간동안많은도움을주신한국

경제학회실무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리며아울러발표자, 사회 및토론을위해기꺼이시간을

내어주신참가자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가대한민국 경제발전에커다란기

여를할수있도록여러분들께서적극적으로많은참여와제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 구 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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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일 정 개 요

09:00 - 09:20 등록 글로벌경영관2층로비

09:20 - 10:50 제1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11:00 - 12:30 제2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천지관

14:30 - 16:30 제1전체회의 글로벌경영관201호

16:30 - 18:00 제3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19:00 - 20:30 만찬 베니키아춘천베어스호텔, 지하1층컨벤션홀

2월1일(목) - 강원대학교(춘천)

09:00 - 09:20 등록 글로벌경영관2층로비

09:20 - 10:50 제4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11:00 - 12:30 제5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천지관

14:00 - 16:30 제2전체회의 글로벌경영관201호

16:30 - 18:00 제6분과회의 경영1호관, 글로벌경영관각강의실

2월2일(금) - 강원대학교(춘천)



회의장배치

시간별 분과회의 내용입니다.

2월 1일(목) 2월 2일(금)

룸
제1분과회의

(09:20-10:50)

제2분과회의

(11:00-12:30)
제1전체회의
(14:30-16:30)

제3분과회의

(16:30-18:00)
만찬
(19:00-)

제4분과회의

(09:20-10:50)

제5분과회의

(11:00-12:30)

제2전체회의
(14:00-16:30)

제6분과회의

(16:30-18:00)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층관

지하

1층

1층

4층

6층

1층

3층

글

로

벌

경

영

관

경

영

1

호

관

4층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국제금융

학회B

정보통신정책

학회

국제지역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법경제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총회

(12:30-13:00)
001

002

한국세무학회

한국경제학회대학
원생발표세션시상
식(18:00-18:30)

한국동북아경제
학회총회

(17:15-18:0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총회
(18:00-18:30)
한국산업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질서경제
학회총회

(08:50-09:20)
한일경상학회

총회
(12:30-13:00)

한국사회보장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연구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발전
학회총회

(12:00-12:40)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총회
(12:30-13:00)
한국국제통상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노동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법경제
학회총회

(12:20-13:00)

한국APEC
학회총회

(12:30-13:00)

경제사학회
이사회

(12:30-13:30)

한국항만경제
학회종회

(12:30-13:00)

한국제도·경
제학회총회

(12:00-12:50)
한국계량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중사회과학
학회총회

(18:00-18:30)
한국환경경제
학회총회

(17:30-18:10)

한국금융정보
학회총회

(16:00-16:3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총회
(18:00-18:30)

정보통신정책

학회

국제지역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C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문화경제
학회B

(14:00~17:30)

한국문화경제
학회A

(14:00~17:30)

한국문화경제
학회C

(15:00~17:30)

한국경제통상

학회A

한국경제발전
학회

(09:20-10:20)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10:30-12:00)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질서경제
학회

(09:30-10:40)

한일경상학회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한국응용경제학

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09:30-10:50)

한국질서경제
학회

(10:50-12:00)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A

한일경상학회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국응용경제학

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III

한국경제통상

학회B

한국자원경제
학회A 

(14:00-17:00)
한국자원경제

학회B
(14:00-17:00)
한국여성경제

학회
(14:00-17:10)
한국산업조직

학회A
(14:00-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B
(14:30-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C
(16:30-18:00)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B

한국경제교육
학회

(13:30-17:00)

한

국

경

제

학

회

주

관

글

로

벌

경

영

관

2

층

2

0

1

호

14:30~

16:30)

한국경제
학회
총회

(13:45-
14:30
글로벌
경영관
2층

201호)

한국경제
학회

특별세션 II
(16:30-
18:00
글로벌
경영관
2층

201호)

한국경제
학회

특별세션 I
(10:00-
12:30
글로벌
경영관
2층

201호)

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주

관

글

로

벌

경

영

관

2

층

2

0

1

호

14:00~

16:30)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A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B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C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D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E

한국경제학회

일반세션

한국동북아
경제학회A

(13:00-17:15)
한국동북아
경제학회B

(13:00-17:15)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독경상학회

(14:00-18:0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D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재정학회A

경제사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농식품정책

학회A

한국농식품정책

학회B

한국재정학회B

경제사학회

한국APEC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14:00-16:50)
한국지역경제

학회
(14:00-16:30)

한국EU학회

한국기독교
경제학회

(14:00-17:20)

한러통상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B

한국환경경제
학회A

(13:20-17:30)
한국환경경제

학회B
(13:20-17:15)
한국금융정보

학회
(14:00-16:0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중소기업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09:20-10:30)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생산성학회

중소기업학회B

한국농식품정
책학회총회

(11:00-12:30)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10:40-11:50)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생산성학회

003

004

005

101

102

103

104

105

106

416

417

418

419

616

617

618

1101

1102-2

1301

1302

1303

1307

1319

1401

1402

1403

1404

1420

한국문화경제
학회총회

(17:50-18:20)

한국자원경제
학회총회

(17:15-18:00)

한국여성경제
학회총회

(17:10-17:40)
한국산업조직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재정정책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경제교육
학회총회

(17:10-18:00)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총회
(16:50-17:30)
한국지역경제
학회총회

(16:30-17:00)
한국EU학회

총회
(18:00-18:30)

한국기독교경제
학회총회

(17:30-18:00)

5

* 1일(목), 2일(금) 오찬은천지관1층식당입니다.    
(오찬식권은조직위원회본부석인글로벌경영관2층로비에서배포합니다. 오찬시간: 12:00 - 14:00) 

* 1일(목) 만찬은베니키아춘천베어스호텔, 지하1층컨벤션홀입니다.(시간: 19:00 - 21:00)
18:15 부터18:45분까지셔틀버스운행예정(글로벌경영관출발예정)



전체회의 프로그램 안내

제1 전체회의-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미래지향적경제정책방향

•주 관 : 한국경제학회

•일 시 : 2월 1일(목), 14:30 - 16: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개 회 사 : 구정모(한국경제학회회장, 강원대)

•축 사 : 김헌영(강원대학교총장)

•기조연설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한경제학자의모험”

•사 회 : 이종원(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성균관대) 

•발 표1 : 조장옥(서강대명예교수)

“한국경제의발전단계와미래”

•발 표2 : 주상영(건국대교수)

“소득주도성장의이해와과제”

•발 표3 : 전현배(서강대교수)

“기업동학과서비스업생산성”

•패널토론 : 강성진(고려대교수), 한홍열(한양대교수)

6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9:00 - 20:30

• 장 소 : 베니키아 춘천 베어스호텔, 지하1층 컨벤션홀

• 개 회 : 구정모 한국경제학회 회장, 강원대

• 환 영 사 :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

• 기념연설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고용우선의 경제 운용”



제2 전체회의- 글로벌금융위기10년 : 세계경제와한국경제

•주 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일 시 : 2월 2일(금), 14:00 - 16: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후 원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개회사: 박대근(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한양대교수) 

<세션 1 : 주제 발표>

•사 회 : 이항용(한국국제경제학회사무국장, 한양대교수) 

•기조연설 : 김광두(국민경제자문회의부의장)

“젊은이들의부채에대한시각”

•발 제1 :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

“글로벌금융위기와거시·금융패러다임의변화”

•발 제2 : 정 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무역통상본부장)

“글로벌통상패러다임의변화와한국의대응방향”

<세션 2 : 패널 토론>

•좌 장 : 유재원(건국대교수) 

•토 론 : 김창규(무역위원회상임위원), 문지성(기획재정부외화자금과장), 

박지형(서울대교수), 성태윤(연세대교수), 이영섭(서울대교수)

7



한국경제학회 행사 안내

8

I. 제1전체회의개최

•개회사/학회장인사말 : 구정모(한국경제학회회장, 강원대) 

•기조연설 : 정운찬(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 “한경제학자의모험”

•주 제 : 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국의미래지향적경제정책방향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4:30-16: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발표1 : 조장옥(서강대명예교수), “한국경제의발전단계와미래”

•발표2 : 주상영(건국대교수), “소득주도성장의이해와과제”

•발표3 : 전현배(서강대교수), “기업동학과서비스업생산성”

II. 2017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3:45-14: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III.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1. 특별세션 I :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의대응과전략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0:00-12: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공동주최 : 한국경제학회, 지방연구원협의회,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강원대학교LINK+사업단

•주 관 : 강원연구원

2. 특별세션 II : 한국의경제생태계와경제생태계연구의과제

•일 시 : 2018년 2월 1일(목), 16:30-18:0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2층201호

•공동주최 : 한국경제학회, NEAR재단

3. 특별세션 III : 미중관계와한반도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11:00-12:3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후 원 : 한국거래소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 시 : 2018년 2월 2일(금), 16:30-18:00

•장 소 : 강원대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002호, 003호, 004호, 005호각강의실

•사회및논평 : 김형건(강원대), 이윤수(서강대), 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 임재영(고려대), 

주병기(서울대)

•우수논문시상식 : 2018년 2월 2일(금), 18:00-18:30, 강원대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발표논문13편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 회 : 신범철(경기대)

발표1 : 김준엽(경희대)

“쿠바산업단지활성화방안연구”

논평1 : 최혜경(이화여대)

발표2 : 최국현(중앙대)

“감사대상기업의사회적책임과감사의

효율성”

논평2 : 김재구(명지대) 

발표3 : 남기범(서울시립대)

“쿠바산업단지의효율적관리방안연구”

논평3 : 황윤섭(경희대)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 회 : 이의영(군산대)

발표1 : 신범철(경기대), 이영석(경기대)

“ICT 산업에서기술혁신과기업성과”

논평1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2 : 한종택(경희대), 김준엽(경희대)

“Low Carbon City Development for Urban 

Sustainability : Case of Sri Lanka”

논평2 : 정성훈(강원대)

발표3 : 김남훈(성균관대), 김경환(성균관대)

“환경에따른비즈니스모델변화

- 넷플릭스사례중심으로”

논평3 : 이철원(경민대)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616호)

사 회 : 박기주(성신여대)

발표1 : 김성남(성균관대)

“호적등미시자료를이용한식민지기

인구이동에관한실증연구”

논평1 : 홍제환(통일연구원)

발표2 :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戰時期(1937-1945) 일본큐슈에므카에

탄광으로동원된조선인노무자의임금: 

“민족차별”이라는문제”

논평2 : 김두얼(명지대)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6호)

사 회 : 박기주(성신여대)

발표1 : 홍석철(서울대)

“Foreign Assistanc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논평1 : 이창근(KDI)

발표2 : 주익종(낙성대경제연구소)

“베트남전쟁기한국정부의월남경제

진출정책”

논평2 : 이상철(성공회대)

경제사학회이사회

(1일12:30 - 13:30·글로벌경영관616호)

경제사학회

국제지역학회

학회별 프로그램 안내 (학회명가나다순)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경제사학회

국제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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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경영1호관1층1101호)   
- 라운드테이블 : 가상화폐와국제통화금융질서
- 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정식(연세대)

패 널 : 조원경(기획재정부국제금융심의관) 

채희율(경기대) 

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정유신(서강대) 

성태윤(연세대)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경영1호관1층1101호)
- 라운드테이블 : 한국경제의성장전략
- 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패 널: 안충영(중앙대, 동반성장위원회) 

표학길(서울대) 

이정우(경북대) 

오정근(건국대)

김정식(연세대)

등 록 (1일 09:00 - 09:1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개회식 (1일 09:10 - 09:2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회 : 김성환(정보통신정책학회총무이사, 아주대)

개회 : 강형철(정보통신정책학회회장, 숙명여대)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 회 : 김진기(항공대)

발표1 : 정현준(KISDI)

“글로벌금융위기이후산업별생산성과

ICT 및혁신자산의성장기여연구”

논평1 : 문성배(국민대)

발표2 : 최세라(서울대), 김범준(카톨릭대)*

“하이테크산업에서의최고경영자의특성이

기업의연구개발투자행태에미치는영향”

논평2 : 권세원(서울대)

발표3 : 정광재(KISDI)

“유선과무선인터넷환경에서검색서비스

의존도차이에관한실증연구”

논평3 : 이경원(동국대)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 회 : 김민철(KISDI)

발표1 : 이민석(KISDI)*, 정세은(인하대)

“Flat-Rate Bias and Ambiguity”

논평1 : 김용재(한국외대)

발표2 : 이상원(경희대)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시대의콘텐츠

산업융합전략과정책”

논평2 : 곽동균(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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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Session I (1일 13:30 - 15:30·글로벌경영관616호)

사 회 : 오영수(경북대)

발표1 : 최윤정(이화여대)

“대학생을위한‘참여·혁신형’금융교육

모델개발: 이론부터적용까지”

논평1 : 한경동(한국외대)

발표2 : 김진영(한국개발연구원)

“중고교교과서에나타난금융상품의범위와

깊이에관한연구”

논평2 : 박세현(충남삼성고) 

발표3 : 김상규(대구교대) 

“시대별동요를활용한효과적인경제교육”

논평3 : 김명정(강원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일 15:50 - 17:00·글로벌경영관616호)

사 회 : 이윤호(순천대)

발표1 : 이윤우(한국개발연구원)

“‘R’for window를이용한경제교육

key-word분석”

논평1 : 신혜원(경인교대)

발표2 : 김진영(강원대)

“대학생들의경제선지식”

논평2 : 김영우(서원대)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일17:10 - 18:00·글로벌경영관616호)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8호)
- 대학원생세션

사 회 : 백성준(한성대)

발표1 : 이현철(광운대), 박태원(광운대)

“고속도로휴게시설특성요인과매출상관

관계분석”

논평1 : 김태황(명지대)

발표2 : 이희봉(한성대), 백성준(한성대)

“영국, 일본, 한국의빈집정책비교연구”

논평2 : 조덕훈(세종사이버대)

종합토론

제6 분과회의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8호)

사 회 : 김태황(명지대)

발표1 : 한영오(광운대), 박태원(광운대)

“타운매니지먼트를활용한도시재생

모델연구”

논평1 : 백성준(한성대)

발표2 : 김재열(한성대), 백성준(한성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개발이익정산과

재투자”

논평2 : 김명수(가톨릭대)

발표3 : 전광섭(호남대)

“자치분권으로서지방의주택정책”

논평3 : 이상영(명지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2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8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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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Session I (1일 14:00 - 15:20·글로벌경영관618호)

사 회 : 심상열(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발표1 : 김재진(KIET/고려대)*, 이용호(KIET)

“대·중소기업산업연관표를활용한중소

기업수출기여도분석”

논평1 : 조병도(경성대)

발표2 : 전우성(KLI)

“공급제약모형의국내적용과비교분석

- 포항지진사례를중심으로”

논평2 : 이진면(KIET)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일 15:20 - 16:50·글로벌경영관618호)

사 회 : 김지영(수원대)

발표1 : 이재형(KDI)

“국가통계개혁을위한리더십강화와거버

넌스체제의개선”

논평1 : 김지영(수원대)

발표2 : 김정현(KIET/고려대)*, 

김바우(KIET/Nagoya University)

“세부품목단위수출수요의가격탄력성

추정에관한연구”

논평2 : 박성근(KIET)

2/2(금) 오전,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제4 분과회의,

제5 분과회의로진행

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2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 산업생태계와고용(부경대SSK산업생태계연구단)

사 회 : 장지상(경북대)

발표1 : 최현정(부경대박사과정)*, 김종호(부경대) 

“외주가고용에미치는영향: 대기업거래네

트워크에의포함여부를중심으로”

논평1 : 박규호(한신대)

발표2 : 문영만(부경대경제발전연구소)

“기업차원의고용결정요인: 노동소득분

배율을중심으로”

논평2 : 김혜원(한국교원대)

제5 분과회의 (2일10:30 - 12: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사 회 : 이두원(연세대)

발표1 : 이정훈(전관동대)

“근대화100년과생산성”

논평1 : 여인만(강릉원주대)

발표2 : 신호철(서울대박사과정)*, 이 근(서울대)

“The Effect of Financialization on 

Inequality, Investment, and Growth : 

Panel Cointegration Approach”

논평2 : 류덕현(중앙대)

발표3 : 허윤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종욱(미네소타대)*

“베트남안보건증진사업에대한영향력

평가: 탱화성사례를중심으로”

논평3 : 박복영(경희대)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학현학술상시상식

(2일12:00 - 12:4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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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2일09:30 - 10:50·글로벌경영관618호)
-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KESRA)·환태평양산업
연관분석학회(PAPAIOS) 공동

사 회 : 이재형(KDI)

발표1 : Md. Masum(Ritsumeikan Univ.)*, 

Kazuo Inaba(Ritsumeikan Univ.), 

Sevara Madgazieva(Ritsumeikan Univ.)

“Textile-clothing Industry of Bangladesh: 

An Economic Impact Analysis”

논평1 : 이용호(KIET)

발표2 : Mitsuo Yamada(Chukyo Univ.), 

Kiyoshi FUJIKAWA(Nagoya Univ.)*, 

Yoshito UMEDA(Toho Reinetsu Co.)

“Scenario Input-Output Analysis on the 

New Hydrogen Supply System and 

Diffusion of Fuel Cell Vehicles”

논평2 : 이진면(KIET)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8호)

사 회 : 이춘근(경일대)

발표1 : Muhammad Zeshan(부경대)*, 

고종환(부경대)

“Climate Change and Global Food 

Security: A CGE Approach”

논평1 : Kiyoshi FUJIKAWA(Nagoya Univ.)

발표 2 : 권태현(한국은행)*, 정영호(한국은행)

“TIVA로본우리나라전자산업의특징”

논평2 : 이춘근(경일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일16:50 - 17:30·글로벌경영관618호)

제4 분과회의A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416호)
- 거시분과

사 회 : 허현승(연세대)

발표1 : 현춘희(고려대)

“New Dynamics of Consumption and 

Output”

논평1 : 한광석(부산대)

발표2 : 김유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Do Unexpected Shocks Influence 

Consumption?: Application of Sentiment 

Index Based on Big Data Analysis ”

논평2 : 박철범(고려대)

발표3 : 김남현(한국주택금융공사)

“국내경제정책불확실성이거시및금융변

수에미치는영향”

논평3 : 장한익(한국주택금융공사)

발표4 : 최영준(한국은행)

“기존경영자관리인(DIP) 제도의회생기업

경영성과에대한영향”

논평4 : 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제4 분과회의B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417호)
- 자원및환경분과

사 회 : 임재영(고려대)

발표1 : 김재혁(고려대)

“우리나라최대전력과기온반응의추이: 

2003~2017년의장기분석”

논평1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이진상(한국뉴욕주립대)

“독과점시장구조에서추측변화모형의

실증분석: 한국의도시가스와석유정제품

시장의비교연구”

논평2 : 정용운(Green Technology Center)

발표 3 : 이동렬(성신여대)

“The Formation of Groups in Contests”

논평3 : 이종화(한국국방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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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 회 : 이기동(계명대)

발표1 : 강기천(영남대)

“Identifying the Dispersion of the Pareto 

Productivity Distribution in International 

Trade”

논평1 : 이희용(영남대)

발표2 : 김동운(동의대)

“1945년이전일본섬유업과외국자본: 

영국면사제조업체의투자를중심으로”

논평3 : 남병탁(경일대)

발표3 : 이병근(부경대)

“Hawkes process를이용한아시아

주식시장간충격전이에관한연구”

논평3 : 김윤민(계명대)

발표4 : 이종문(부산외대)

“러시아경제와국제유가”

논평4 :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제3 분과회의B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 회 : 박병진(영남대)

발표1 : 김종웅(대구한의대), 이우형(계명대)*

“저성장의원인과대안에대한소고”

논평1 : 여택동(영남대)

발표2 : 강지수(서강대), 조장희(제주대)*

“지역별인구구조와사업체연령구조분석”

논평2 : 정진화(계명대)

발표3 : 손수석(경일대)

“베트남시장진출전략에관한연구”

논평3 : 서민교(대구대)

발표4 : 최창곤(전북대)*, 이선경(전북대)

“지역노동시장과거시경제”

논평4 : 송영남(전북대)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제5 분과회의A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6호)
- 노동분과

사 회 : 김성태(청주대)

발표1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적

시사점”

논평1 : 허재준(노동연구원)

발표2 : 권태희(한국고용정보원)

“노동시장에서의외국인근로자의고용특성

분석”

논평2 :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3 :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역의일자리창출, 소멸과노동이동

분석”

논평3 : 이충언(한림대)

제5 분과회의B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7호)
- 경제성장분과

사 회 : 이연호(충북대)

발표1 : 조동근(명지대)

“현금의특성및대기업의현금보유성향에

대한실증분석”

논평1 : 정무권(국민대)

발표2 : 김정훈(경기연구원)

“사회자본의경제안정화효과분석”

논평2 : 이순국(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발표3 : 이현훈(강원대)

“Policy Factors Influencing FDI Inflows: 

A Comprehensive Analysis”

논평3 : 성한경(서울시립대)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4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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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 : 4차산업혁명시대, 지역의대응과전략

- 일시 : 2월 1일(목), 10:00 - 12:30

- 장소 : 글로벌경영관2층201호

- 주최 : 한국경제학회, 지방연구원협의회,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강원대학교LINK+사업단

- 주관 : 강원연구원

<개회식 : 10:00 - 10:20>

- 진행사회 : 이원학(강원연구원연구위원)

- 개회사 : 육동한(강원연구원장)

- 환영사 : 정초시(충북연구원장)

- 축 사 : 구정모(한국경제학회장, 강원대)

<주제발표세션 : 10:20 - 11:10>

사 회 : 이원학(강원연구원연구위원)

발표1 : 김석중(강원연구원선임연구위원)

“강원도의4차산업혁명대응과전략”

발표2 : 남윤명(충북연구원연구위원)

“4차산업혁명, 충북의대응전략”

<전문가토론세션 : 11:20 - 12:30> 

좌 장 : 한종호(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

토 론 : 권호열(강원대교수), 

김영훈(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인중(강원연구원초빙연구원), 

설영훈(충북연구원연구위원), 

홍원표(충남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

특별세션 II : 한국의경제생태계와경제생태계연구의과제

- 일시 : 2월 1일(목), 16:30 - 18:00

- 장소 : 글로벌경영관2층201호

- 주최 : 한국경제학회, NEAR재단

사 회 : 김정식(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연세대)

기조강연 : 정덕구(NEAR재단이사장)

“생태계적관점에서본한국경제”

발표1 : 김정식(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연세대)

“한국경제의제문제와생태계접근의

필요성”

발표2 : 김도훈(전산업연구원장, 경희대)

“산업생태계의정체현상과개선을위한

제언”

<패널토론세션: 경제생태계연구의방향과과제>

패 널 : 강성진(고려대), 

김경수(성균관대), 

김도훈(전산업연구원장, 경희대), 

김우철(서울시립대), 

김정식(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연세대), 

이인실(서강대)

특별세션 III : 미중관계와한반도

- 일시 : 2월 2일(금), 11:00 - 12:30

- 장소 : 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 주최 : 한국경제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후원 : 한국거래소

사 회 : 김진일(고려대)

발표1 : 왕윤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트럼프/시진핑시대의미중관계와

한반도의미래”

발표2 : 김병연(서울대)

“북한경제의현황과전망”

발표3 : 박상준(와세다대)

“1·2차양적완화와일본경제”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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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경영1호관4층1401호)
- 미시분과 I

사 회 : 이동렬(성신여대)

발표1 : 장인기(Xiamen University)

“Leadership through Reciprocity and 

Temptation”

논평1 : 황성하(KAIST)

발표2 : 이한얼(Southwester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Legal Entitlement and Bargaining Power 

of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논평2 : 이진혁(고려대)

발표3 : 신은철(경희대)

“A Theory of Electoral Fraud and Voter 

Turnout”

논평3 : 고영우(한양대)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경영1호관4층1402호)
- 거시분과 I

사 회 : 김용진(아주대)

발표1 : 이철인(서울대), 김용진(아주대)

“Sovereign Debt Crisis in a Monetary 

Union: Accounting for Excessive Debt, 

Housing Bubbles, and the Transmission 

of Crises”

발표2 : 박철범(고려대), 박유현(고려대)

“Exchange Rate Predictability, Risk 

Premium, and Predictive System”

발표3 :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Job to job Transition in Korea”

발표4 : 박웅용(서울대)

“The Role of Government Bonds as Safe 

Assets”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제6 분과회의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101호)

사 회 : 이영재(한국은행)

발표1 : 김규일(미시간주립대)

“Allowing for Heterogeneous Preferences 

on Unobserved Quality in Random 

Coefficient Demand Models”

발표2 : 손녕선(서강대)*, 전현배(서강대), 

허 정(서강대)

“한국다국적기업에의한제조업고용

구조의서비스화에대한실증분석”

발표3 : 이영재(한국은행)

“기혼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방안: 

이질적경제주체모형을이용한정책효과

분석”

한국경제학회총회

(1일13:45 - 14:30·글로벌경영관201호)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일반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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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경영1호관4층1402호)
- 거시분과 II

사 회 : 김영세(성균관대)

발표1 : 김영식(서울대), 김동섭(한국은행)

“A Model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표2 : 박상준(와세다대)

“Physical Investment of Japanese Firms 

during QE and Non -QE Periods: Did the 

Transmission Mechanism Work?”

발표3 : 김성은(세종대)

“Quality, Price Stickiness, and Monetary 

Policy”

제2 분과회의C (1일11:00 - 12:30·경영1호관4층1403호)
- 계량분과 II

사 회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1 : 김재영(서울대/Hitotsubashi University)

“Bayesian Analysis for Heterogeneity”

논평1 : 박상수(고려대)

발표2 : 강규호(고려대), 김영민(고려대)*

“Likelihood Inference for Dynamic Linear 

Models with Markov Switching 

Parameters: On the Efficiency of the Kim 

Filter”

논평2 : 송호신(이화여대)

발표3 : 홍이석(서경대)

“TensorFlowOnSpark 구축방법”

논평3 : 한효진(Xiamen University)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경영1호관4층1401호)

제1 분과회의C (1일09:20 - 10:50·경영1호관4층1403호)
- 계량분과 I

사 회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1 : 김유정 (고려대), 박상수(고려대)*

“조건부가치추정법(CVM)에서의저항응답

처리에관한연구”

논평1 : 김재영(서울대/Hitotsubashi University)

발표 2 : 송호신(이화여대)*, 전병힐(한국외대)

“Tests for Detecting Probability Mass 

Points”

논평2 : 김영민(고려대)

발표3 : 한효진(Xiamen University)*, 

Eric Renault(Brown University)

“Identification Strength with a Large 

Number of Moments”

논평3 : 홍이석(서경대)

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경영1호관4층1401호)
- 미시분과 II

사 회 : 이진혁(고려대)

발표1 : 조진희(경희대)

“Why Polls Can be Wrong but Still 

Informative”

논평1 : 신은철(경희대)

발표2 : 이성섭(숭실대)

“Sympathy-consent Process Mapping as 

the Model of Bounded Rationality”

논평2 : 김영철(서강대)

발표3 : 김상현(연세대)

“Multilateral Bargaining with Proposer 

Selection Contest”

논평3 : 이동렬(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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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사 회 : 박대근(한양대)

발표1 : 우준명(한국은행)*, 김양우(수원대)

“최근저인플레이션기조와글로벌요인

영향분석”

논평1 : 김권식(국제금융센터)

발표2 : 이서진(Shanghai Lixin Univ. of

Accounting and Finance)*, 

김영민(고려대)

“Exchange Rate Predictability: A Variable 

Selection Perspective”

논평2 : 정대선(삼성경제연구소)

발표3 : 김효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주(한국은행), Zhipeng Liao(UCLA), 

Aaron Tornell(UCLA)

“The Principle of Contrarian Opinion and 

Its Implications for Forecasting    

Exchange Rate”

논평3 : 김수현(한국은행)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사 회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1 : 김행선(제주대)*, 

Elisabetta Magnani(Macquarie University)

“The 2011 Tsunami and Adjustment along 

a Global Production Network: Evidence 

from Japanese Subsidiaries in South 

Korea”

논평1 : 최혜린(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 최혜린(대외경제정책연구원)

“Labor Market Regulation and MNE’s 

Production”

논평2 : 박단비(강원대)

발표3 : 허 인(가톨릭대)*, 박주영(가톨릭대)

“소득불평등도결정요인분석”

논평3 : 송헌재(서울시립대)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제1 분과회의C (1일09:20 - 10:50·경영1호관1층1101호)   
- 라운드테이블 : 가상화폐와국제통화금융질서
- 주 최 : 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사 회 : 김정식(연세대)

패 널 : 조원경(기획재정부국제금융심의관), 

채희율(경기대), 이대기(한국금융연구원), 

정유신(서강대), 성태윤(연세대)

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사 회 : 백승관(홍익대)

발표1 : 김도연(영남대)

“무역대붕괴와환율변동성간의상관관계

분석”

논평1 : 김경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 조인숙(연세대)

“금융이해력과위험자산투자결정”

논평2 : 노을아(연세대)

발표3 : 서성원(아주대)

“투자자심리가신용등급과주가수익률의

관계에미치는영향”

논평3 : 고덕기(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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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사 회 : 허찬국(충남대)

발표1 : 박단비(강원대) 

“Private Credit, International Debt, and 

Bank Performance: Cross-country 

Analysis”

논평1 : 김영준(상명대)

발표2 : 김수현(한국은행) 

“Detecting Currency Manipulation: 

An Application of State-Space Model with 

Markov Switching”

논평2 : 이종화(연세대)

발표3 : 안현미(연세대)*, 박단비(강원대) 

“Fiscal Status and ODA Decision: 

A Cross-Country Evidence before and 

after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논평3 : 김종희(전북대)

제2 분과회의C (1일11:00 - 12:30·경영1호관1층1101호)
- 라운드테이블 : 한국경제의성장전략
- 주 최 : 아시아금융학회·한국국제금융학회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패 널: 안충영(중앙대, 동반성장위원회), 

표학길(서울대), 이정우(경북대), 

오정근(건국대), 김정식(연세대)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 회 : 안세영(서강대) 

발표1 : 최남석(전북대) 

“TPP에따른글로벌가치사슬재편의국내

고용파급효과분석(The Spillover Effect 

Analysis of TPP’s Global Value Chain 

Reorganization on Domestic 

Employment)”

논평1 : 이현훈(강원대)

발표2 : 음지현(한국은행)

“Trade liberalization and Endogenous 

Quality Choice in Food and Agricultural 

Trade”

논평2 : 성한경(서울시립대)

발표3 : 황운중(KIEP) 

“수출이국내고용에미치는영향: 산업

-수준의분석을중심으로”

논평3 : 김양희(대구대)

발표4 : 김민정(원광대)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R&D 

on Productivity and Patents: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Manufacturing Firms”

논평4 : 김정숙(세종대)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 회 : 허 윤(서강대)

발표1 : 최병일(이화여대) 

“한미FTA 개정협상, 어디로가나?”

논평1 : 정 철(KIEP), 최석영(광장), 

박천일(한국무역협회), 이한영(중앙대), 

정인교(인하대)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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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1호)

사 회 : 이근영(성균관대)

발표1 : 김남현(성균관대박사과정)

“유가불확실성이국내거시변수에

미치는영향”

논평1 : 박선영(KAIST)

발표2 : 손종칠(한국외대)*, 최영준(한국은행)

“외자유입의인플레이션에대한영향분석”

논평2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발표3 : 이건희(경기대)*, 이기환(경기대)

“지식자본과은행의성과간의연관성연구”

논평3 : 정현재(예금보험공사)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2호)

사 회 : 박래수(숙명여대)

발표1 : 이종욱(서울여대)

“시스템위기하의포용적성장위한중소

기업정책금융과통화정책의한계”

논평1 : 김형석(KAIST)

발표2 : 정희수(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홍주(성균관대)

“연금과저축의관계에관한실증연구”

논평2 : 최장훈(보험연구원)

발표3 : 김영도(한국금융연구원)

“주택담보대출규제가주택가격에영향을

미치는경로분석”

논평3 : 빈기범(명지대)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제3 분과회의 (1일14:00 - 16:00·경영1호관4층1403호)

사 회 : 박창균(중앙대)

발표1 : 박도현(가천대)

“옵션거래지표를통한KOSPI200변동성

예측”

논평1 : 강 민(서울대)

발표2 : 김예희(서울대)

“가계의심리적부채부담에관한연구”

논평2 : 김병진(한국산업기술대)

발표3 : 정진영(인하대) 김선현(고려대)

“ Information Asymmetry, Corporate 

Dividend Policies, and Risky Firms”

논평3 : 박도현(가천대)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일16:00 - 16:30·경영1호관4층1403호)

진행사회 : 박창균(중앙대)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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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1호)

사 회 : 박창균(중앙대)

발표1 : 문정훈(성균관대박사과정)*, 

황수성(성균관대)

“네트워크를통해분석한국내금융기관간

및금융산업과실물경제와의시스템리스크

및위험전이연구-외환위기와글로벌금융

위기를중심으로-”

논평1 :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P2P 대출중개플랫폼의금융중개역할에

관한연구”

논평2 :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문정훈(성균관대)*, 황수성(성균관대)

“패스트트랙기업회생절차가법정관리

기업의이자보상비율에미친영향”

논평3 : 임형준(한국금융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2호)

사 회 : 위경우(숙명여대)

발표1 : 고영미(숭실대)

“도산금융회사의적격금융계약(QFC) 관련

법적쟁점과안전조항(Safe Harbor 

Clause) 개선의국제적논의동향”

논평1 : 서재홍(전금융위원회)

발표2 : 한상범(경기대)*, 이영섭(서울대)

“Short-sales and Foreign Investors’

Behavior in the Korean Stock Market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

논평2 : 이재현(숭실대)

발표3 : 김무환(경남대)

“한국에서금은주가에대한헤지인가

아니면안전한피난처인가?”

논평3 : 강병진(숭실대)

2/2(금) 오전, 한국금융학회제5 분과회의로진행

제5 분과회의A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1호)
- 국제금융연구회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서상원(중앙대)

“Unexploited Currency Carry Trade Pro’t 

Opportunity”

논평1 : 이진수(KDI국제정책대)

발표2 : 박하일(경희대)

“The Cyclical Properties of Capital Inflow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논평2 : 송원호(중앙대)

발표3 : 이진수(KDI국제정책대)*, 

유복근(한국은행경제연구원)

“What Drives the Stock Market 

Comov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Japan, and the US?”

논평3 : 박하일(경희대)

제5 분과회의B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2호)
- 금융산업조직연구회

사 회 : 김정민(서울시립대)

발표1 : 김용준(서울시립대)

“Labor Skills and Technology Change: 

An Asset Pricing Implication”

논평1 : 김정민(서울시립대)

발표2 : 김정민(서울시립대)

“Do Peso Problems Explain Positive Alpha 

in Hedge Funds?”

논평2 : 김용준(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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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경영1호관4층1404호)
- 핀테크산업활성화와금산융합방향

사 회 : 오정근(건국대)

발표1 : 김양우(수원대)

“중국의금산융합과핀테크산업동향”

논평1 : 문종진(명지대)

발표2 : 서철욱(OJ WORLD)

“중국의핀테크산업현장동향과전망”

논평2 : 김양우(수원대)

발표3 : 김 욱(건국대)

“한중모바일결제경쟁력비교”

논평3 : 서철욱(OJ WORLD), 

신선희(강소기업협회)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경영1호관4층1404호)
- 가상화폐와통화정책

사 회 : 문종진(명지대)

발표1 : 김형중(고려대)

“화폐의역사와가상화폐의미래”

논평1 : 김기흥(경기대)

발표2 : 문종진(명지대)

“가상통화출현에대응한통화감독당국의

대응방안”

논평2 : 김형중(고려대)

발표3 : 김기흥(경기대), 이영석

“가상화페거래소활성화를위한표준화

제안- 소비자보호제도중심”

논평3 : 문종진(명지대), 유민재

제3 분과회의 (1일16:30 - 18:00·경영1호관4층1404호)
- 블럭체인 이용확대방안/핀테크 규제샌드박스 영
국의교훈과도입방안

사 회 : 이영환(차병원경영대학원)

발표1 : 이영환(차병원경영대학원)

“블록체인기술의미래”

논평1 : 오정근(건국대)

발표2 : 최경규(동국대)

“핀테크의규제샌드박스”

논평2 : 이영환(차병원경영대학원)

발표3 : Certon 조영준본부장, 주현태팀장

“의료및문서블록체인거래의동향”

논평3 : 문종진(명지대)

2/2(금) 오전, 한국금융ICT융합학회제4 분과회의,

제5 분과회의로진행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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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5호)
- 인터넷 전문은행 10개월 이대로 괜찮은가: 평가와
정책방향/ 빅데이타활용제고와신용분석제고방안

사 회 : 김양우(수원대) 

발표1 : 김도형(법무법인바른)

“인터넷전문은행활성화를위한규제

완화방안”

논평1 : 오정근(건국대)

발표2 : 김덕태(디티웨어)

“기계학습과딥러닝을이용한금융분석”

논평2 : 김도형(법무법인바른)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5호)
- AI 이용확대와보안강화

사 회 : 김형중(고려대) 

발표1 : 조영임(단국대)

“인공지능동향과전망”

논평1 : 기창진(남서울대)

발표2 : 오정근(건국대)

“4차산업혁명시대금융산업의미래와

금융정책방향”

논평2 : 조영임(단국대)

제6 분과회의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105호)
- 라운드세션 : 가상화폐의동향과전망및대응과제

사 회 : 오정근(건국대)

발표1 : 하태형(수원대)

“가상화폐동향전망과대응과제”

논평1 : 이영세(계명대)

발표2 : 오정근(건국대)

“Prospects of Bitcoin Price”

논평2 : 문종진(명지대)

발표3 :  이영세(계명대)

“가상화폐동향전망과대응과제지정토론”

논평3 : 하태형(수원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4층1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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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Session I 
(1일 14:00 - 15:50·경영1호관3층1302호)

- 일반세션

사 회 : 이홍구(건국대)

발표1 : 이경락(백석대)

“한국의사회·경제적딜레마와하나님의

구속사의경륜”

논평1 : 정세열(프리랜서/경제학박사)

발표2 :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4차산업혁명을위한SHC 기반기본자본

플랫폼”

논평2 : 이주선(동국대)

발표3 : 박동운(단국대)

“출애굽당시이스라엘자손들의수추계”

논평3 : 유경문(서경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일 16:00 - 17:20·경영1호관3층1302호)

- 기획세션 : 국제개발협력현안과기독교경제학회발전

사 회 : 이대식(한국기독교경제학회회장, 부산대)

발 제 :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교와구제의협력방안: 선교와개발

협력과이주”

논 평 : 조성봉(숭실대), 황진솔(THE BRIDGE),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일17:30 - 18:00·경영1호관3층1302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이인재(인천대)

발표1 :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본의감가상각률추정국제비교”

논평1 : 우광호(김&장법률사무소)

발표2 : 김정호(아주대), 최경수(KDI)

“기업성장과청년일자리”

논평2 :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김수현(한국고용정보원)

“기업별노동력변동분석:초과노동이동

결정요인분석”

논평3 : 최재성(성균관대)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5호)

사 회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발표1 : 박지혜(서울대), 이정민(서울대)

“근로장려세제의노동공급효과”

논평1 : 이아영(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장혜원(한국교원대)

“한국의숙련변화: 1993-2016년을

중심으로”

논평2 : 이찬영(전남대)

발표3 : 박철성(한양대)

“전문대와4년제대학졸업자간임금

격차에대한연구”

논평3 : 김보민(경북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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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박철성(한양대)

발표1 : 신호철(서울대), 이 근(서울대)

“Minimum Wage and Wage-led Growth: 

Panel Cointegration Approach”

논평1 :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발표2 : 양현주(인천대)

“Family Clans and Public Goods: Evidence 

from the New Village Beautification Project 

in South Korea”

논평2 : 윤참나(성균관대)

발표3 :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불안과노동자의건강”

논평3 :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4 : 김보민(경북대), 조대연(고려대)

“졸업유예의취업및임금효과분석”

논평4 : 양현주(인천대)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5호)

사 회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1 :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

“사회적현물이전의소득재분배효과분석”

논평1 : 이정민(서울대)

발표2 : 정유경(KDI), 고 선(중앙대)

“Cram School Curfew Laws and the 

Youth’s Allocation of Time”

논평2 : 최재성(성균관대)

발표3 : 조현국(영남대)

“학교시험에나타난남녀위험성향차이분석”

논평3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발표4 : 조동훈(한림대)

“대졸청년층직무만족도결정요인분석”

논평4 : 임재영(고려대)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4호)

제1 분과회의C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6호)

사 회 : 변양규(김&장법률사무소)

발표1 : 김남현(성균관대), 이해춘(성균관대), 

이근희(한국노동연구원)

“R&D 지원사업의고용효과: 소프트웨어

산업을중심으로”

논평1 :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2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임금피크제도입

유형별고용성과연구: 정년보장과정년

연장을중심으로”

논평2 :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년층니트족의특징과정책과제”

논평3 : 신종각(한국고용정보원)

제1 분과회의D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416호)

사 회 : 조동훈(한림대)

발표1 : 김태훈(세종대)

“The Effects of School Start Time on Sleep 

Time and Educational Outcomes: 

Evidence from the 9 O’Clock Attendance 

Policy in South Korea”

논평1 : 고강혁(울산과학기술대)

발표2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근로소득양극화연구: 2006-16년분석을

중심으로”

논평2 :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발표3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Decomposing the Gender Pay Gap 

among Doctorate Holders: The Case of 

South Korea”

논평3 : 조현국(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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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경영1호관3층1303호)  

사 회 : 김관수(서울대)

발표1 : 김용준(서울대), 안동환(서울대)

“쌀농업기후변화적응정책의경제적편익

분석-작기및가뭄관리를중심으로-”

논평1 :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김새봄(서울대), 정진화(서울대)

“귀농정책수혜가구의특성과귀농정책의

효과”

논평2 : 이상현(강원대)

발표3 : 임동근(서울대), 정진화(서울대), 

김영희(서울대)

“농가의영농형태비중과영농형태별경작

규모의결정요인분석”

논평3 : 이진홍(경기농업기술원)

발표4 : 김상만(강원대), 최선주(강원대)

“강원지역농업경영체의산업융복합

형태에따른효율성비교분석”

논평4 : 유도일(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일09:20 - 10:50·경영1호관3층1301호)  

사 회 : 김 호(단국대)

발표1 : 남호진(경상대), 김성용(경상대), 

김태영(경상대)

“가계패널자료를이용한계절별과일

수요분석”

논평1 : 이병훈(강원대)

발표2 : 이향미(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청년창업농육성대책사업추진방안에

대한검토: 논벼재배청년창업농의영농

활동선택분석결과를중심으로”

논평2 : 김경덕(강원대)

발표3 : 김세혁(경상대), 김태균(경상대)

“산지축산의경관및종다양성가치추정”

논평3 : 양성범(단국대)

발표4 : 강경수(농촌진흥청), 손찬수(농촌진흥청), 

정종민(농촌진흥청)

“쌀가공식품수출경영체수출전략우선

순위지표연구”

논평4 : 송춘호(전북대)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경영1호관3층1302호)

사 회 : 김태균(경북대)

발표1 : 이병훈(강원대), 윤종열(KREI)

“쌀공공비축매입량의수확기시장가격

영향분석”

논평1 : 이상호(영남대)

발표2 : 김태화(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이동현(농촌진흥청), 신성용(고려대)

“농업의다원적기능의논의동향과쟁점”

논평2 : 윤종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신성용(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선물투기수요의선물가격에대한

비대칭적영향검정”

논평3 : 김배성(제주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정기총회

(1일11:00 - 12:30·경영1호관3층130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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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경영1호관3층1303호)  

사 회 : 김관수(서울대)

발표1 : 반경훈(서울대)

“농업부문R&D투자의소비자후생효과

분석”

논평1 : 서동희(고려대)

발표2 : 김상호(서울대), 안동환(서울대)

“농가의농업생산다각화결정요인분석”

논평2 : 김태영(경상대)

발표3 : 박길석(경상남도농업기술원), 

김성란(경상남도농업기술원), 

최용조(경상남도농업기술원)

“흰점박이꽃무지사육·경영실태분석”

논평3 : 류상모(농식품신유통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경영1호관3층1307호) 

사 회 : 이종인(강원대)

발표1 : 유홍규(강원대), 이병훈(강원대), 

이병오(강원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따른소비자별

가축질병우려도에미치는영향”

논평1 : 김경덕(강원대)

발표2 : 하인혜(고려대), 안병일(고려대)

“육류가공품구매자의식품표시기준고려

정도분석”

논평2 : 서홍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 분과회의B (1일09:20 - 10:50·경영1호관3층1307호) 

사 회 : 이종인(강원대)

발표1 : 이균식(경상대), 김성용(경상대), 

김태영(경상대)

“농식품소비패널자료를이용한가정식

대체식품(HMR)의구매행태분석”

논평1 : 안동환(서울대)

발표2 : 추성민(서울대), 이상원(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안동환(서울대)

“기능성매실가공품의구매의사영향

요인분석”

논평2 : 이대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민선형(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주산지특성이작물소득에미치는영향

분석-주요양념채소(양파, 고추)를

중심으로-”

논평3 : 김용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4 : 주현정(제주연구원), 강영준(제주연구원)

“농가의수입원과소비패턴이농외소득

창출에미치는영향”

논평4 : 정진화(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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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B - Session 1 
(2일13:00 - 14:5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강희정(국립한밭대)

발표1 : Hao Chun Hong(중국내몽골재경대학)

“Optimal Tax, Current Tax System of 

China and Research on Tax System 

Reform From Welfare Economics 

Perspective”

논평1 : 김 욱(건국대)

발표2 : 최병헌(공주대)

“Alternative Fuel Vehicle (AFV) Business 

Alternative Fuel Vehicle (AFV) Business”

논평2 : 백 훈(중앙대)

발표3 : Shi Jun Hong(중국내몽골재경대학)

“Study on Characteristic, Decomposition 

and Measurement of Vulnerability to 

Poverty for Peasant Household”

논평3 : 최의현(영남대)

제6 분과회의A - Session 1 
(2일13:00 - 14:5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김정인(중앙대)

발표1 : Munkhtsetseg, D.(몽골재경대학)

“The Impact of Government Debt on the 

Mongolian Economy”

논평1 : 심의섭(명지대)

발표2 : Li Rui Feng(내몽골대)

“Labor Mobility, Cultural Integration and 

the Promotion of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of 

Interconnection between China and 

Neighboring Countries”

논평2 : 김양희(대구대)

발표3 : 심의섭(명지대), 

Saroj Koirala(Phoenix College)

“River Linking Project and its Impact in 

Indian Sub-continent”

논평3 : 현정환(광운대)

발표4 : 이규욱(한국기후변화연구원), 

김정인(중앙대)

“신기후체제합의에따른동북아시아국가

단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연계방안에

관한연구”

논평4 : 김준순(강원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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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 Session 2 
(2일 15:00 - 17:15·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김양희(대구대), 성명기(국민연금연구원)

“일본의‘저실업-저임금퍼즐’의원인고찰

및한국에의시사점”

논평1 : 홍승린(한성대)

발표2 : 현정환(광운대)

“Trade Credit, Group Affiliation, and Credit 

Contraction: Evidence from the 1997 

Korean Financial Crisis”

논평2 : 최병헌(공주대)

발표3 : 김 욱(건국대), 목 월(건국대), 

조현준(건국대)

“DEA방법을이용한한·중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효율성에대한비교분석”

논평3 : 전호진(서울사이버대)

발표4 :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의대중석탄수출통계에관한재고찰”

논평4 : 이기성(건국대)

발표5 : 임양택(한양대)

“동아시아의평화정책과경제발전을위한

신(新)실용주의적접근방향”

논평5 : 최원석(중원대)

제6 분과회의B - Session 2 
(2일15:00 - 17:15·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김시중(서강대)

발표1 :  Liu Rui(Renmin University of China)

“Problems and Solutions of Northeastern 

China Economy”

논평1 : 강희정(국립한밭대)

발표2 : Matsuno Shuji(Ritsumeikan University)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n New Stages of 

Development”

논평2 : 이홍배(동의대)

발표3 : Tang Lizhi(Xiamen University)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t Crossroads”

논평3 : 조현준(건국대)

발표4 : Kawaguchi Tomohiko(Nihon University)

“일대일로와한반도”

논평4 : 강승호(강릉원주대)

발표5 : Yoshida Hiroshi(Tokyo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Technology)

“환경정책과경제발전의관련- 한일의

농약규제정책을사례로”

논평5 : 김정인(중앙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2일17:15 - 18:00·글로벌경영관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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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 Session II 
(1일 16:00 - 17: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 라운드테이블 : Post-Olympics의문화경제학
(도서출판아트라이프/강원대학교SSK 후원세션)

사 회 : 구문모(한라대)

발표1 : 김재범(성균관대)     

“올림픽의경제적효과에대한오해와진실”

논 평 : 구문모(한라대),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인중(강원연구원), 이영주(강원연구원)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일 16:00 - 17: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 일반논문세션

사 회 : 김 진(동덕여대)

발표1 : 김일중(성균관대), 이주원(성균관대)

“매장문화재보호를위한효율적규제체계: 

실증적검토를중심으로”

논평1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 진(동덕여대)

발표2 : 이성태(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우리나라공휴일제도개선에대한

사회경제적효과변화분석”

논평2 : 이병민(건국대), 김 진(동덕여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일 14:00 - 15: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 기획세션: 가치기반관점에서의지역문화발전

사 회 : 이병민(건국대)

발표1 : 서우석 (서울시립대)  

“지역문화자원과지역사회의공생적발전”

발표2 : 구문모 (한라대)

“창의적농촌경제의국내외사례분석”

발표3 : 송희영(서울예대)

“프랑스의지역콘텐츠개발사례”

논 평 :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문모(한라대), 안지언(천안문화재단)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일 14:00 - 15: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 미래전략위원회/성균관대문화융합연구센터세션

사 회 : 김재범(한국문화경제학회미래전략위원장/

성균관대문화융합연구센터장)

발표1 : 유은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미술시장인지도상승의가격효과분석

-국내미술경매시장의단색화사례를

중심으로-”

논평1 : 전주희(성균관대) 

발표2 : 유니스탁(성균관대), 양승규(성균관대) 

“오디션프로그램의진화- 팬텀싱어사례”

논평2 : 김지연(한국외대)

종합논평 : 김재범(성균관대)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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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일 09:00 - 09:10·글로벌경영관103호)

개회식 (1일 09:10 - 09:20·글로벌경영관103호)

사회 : 이창민(한국법경제학회총무이사, 한양대)

개회 : 고학수(한국법경제학회회장, 서울대)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4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허성욱(서울대)

발표1 : 이성섭(숭실대)

“Institutional Modality of Market with an 

Application to Financial Assets”

논평1 : 김인규(한림대)

발표2 :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Over-Screening by Damages”

논평2 : 윤경수(대구대)

발표3 : 양채열(전남대)

“벤처캐피탈의투자회수전략과기술탈취

문제에대한게임이론적접근: 징벌적손해

배상제도와소송펀드활성화를중심으로”

논평3 : 한은석(공정거래조정원)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제3 분과회의C (1일15:00- 17: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 강원대학교SSK 사회통합연구센터세션

사 회 : 박수호(중앙승가대)  

발표 1 : 김문조(고려대) 

“한국고령층의경제적복지수요에관한

연구: 유형별선호도와유관요인을

중심으로”

논 평 : 유승호(강원대) 

발표2 : 이혜수(고려대) 

“팬덤의세속화전략과내부규범형성에

관한연구”

발표3 : 이민정(고려대) 

“대학생의카페에대한공간적의미변화

연구: 한국카페의변천과정(1970-2017년)

에따른질적분석”

발표4 : 장안식(강원대)

“게임몰입의종단적변화유형과원인에

관한연구”

발표5 : 사영준(강원대) 

“영화소비집중도와산업성장성및

안정성의관계”

종합논평: 김지연(한국외대), 장예빛(아주대), 

김남옥(강원대), 석승혜(강원대)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일17:50 - 18:2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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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2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김일중(성균관대)

발표1 : 박성규(한국부동산연구원) 

“규제수용과보상: 장기미집행공용수용

사업들을중심으로”

논평1 : 권재현(인천대)

발표2 : 김현석(KDI) 

“A Law and Economics Analysis of 

Contract Law: with Focus on Reliability 

and Foreseeability”

논평2 : 신현탁(고려대)

발표3 : 윤진수(서울대) 

“현상광고의법경제학”

논평3 : 김성용(성균관대)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일12:20 - 13:00·글로벌경영관103호)

- 위공법경제학상시상식및강연

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 회 : 양채열(전남대)

발표1 : 김민기(KAIST)*, 정다인(KAIST), 

곽도원(고려대)

“The Economic Impact of Patients’Health 

Information - Korean DUR Case”

논평1 : 김태현(연세대)

발표2 : 홍석철(서울대)*, 이은주(서울대), 

오서정(서울대)

“Health-Risk Perception and Adopting 

Preventive Behaviors”

논평2 : 김우현(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임승환(일본동북대학)

“건강정보이해능력증진에관한연구

- 사회적요인에의한채널신뢰도에

관해서”

논평3 : 정완교(서울대)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 회 : 이철희(서울대)

발표1 : 정다은(고려대)*, 임재영(고려대)

“중·고령층여성농업인의건강수준

비교와변화에관한패널분석”

논평1 : 김노을(근로복지연구원)

발표2 : 김태화(고려대)*, 임재영(고려대)

“지역건강지수의개발 : 한국사례”

논평2 : 최윤정(심평원)

발표3 : 정영일(한국방송통신대)*, 김홍수(서울대)

“노인의보건의료비지출관련요인: 

건강보험표본코호트자료를이용하여”

논평3 : 권정현(KDI)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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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6호)

사 회 : 석재은(한림대)

발표1 : 김문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차원빈곤의변화와세대간비교”

논평1 :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주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빈곤경험이청년에게미치는영향”

논평2 : 조준용(한림대)

발표3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청년층의역할지위와시간사용특성”

논평3 :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6호)
- 주제: 동아시아경제모델과국가간협력

사 회 : 성원용(인천대)

발표1 : 권선주(국립창원대), 

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

“동아시아3국의개발정치경제와개발협력”

논평1 : 김영진(한양대)

발표2 : 정은이(통일연구원)

“북한해외파견노동자의해외송금실태에

관한연구”

논평2 : 송영훈(강원대)

제6 분과회의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616호)
- 주제: 러시아의극동개발과북방경제협력: 

동북아국가들의사례(한림대공동세션)

사 회 : 최태강(한림대)

발표1 : 김영식(강릉원주대)

“러시아극동개발에대한한국의정책”

논평1 : 이용권(한림대)

발표2 : 조정원(한양대)

“극동러시아개발에대한중국의정책방향

연구”

논평2 : 강승호(강릉원주대)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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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9호)

사 회 : 박성훈(조선대)

발표1 : 장동헌(전북대)

“유기농산물에대한소비자지식과지각이

고객충성도에미치는영향: 구매만족의

매개효과를중심으로”

논평1 : 송춘호(전북대)

발표2 : 김경호(서울대석사과정)

“기업규모의매개효과와외부R&D 투자의

성과”

논평2 : 박성훈(조선대)

발표3 : 임종옥(원광대)

“EVA 사회평가와사회공헌활동비와의관계”

논평3 : 송춘호(전북대)

발표4 : 황태홍(연세대)

“귀농인의생활기반배움과의식변환에

관한사례연구”

논평4 : 김미홍(대전대)

발표5 : 손판도(동아대), 진경재(동아대)

“인적자본비용과자본구조와의관계”

논평5 : 김승탁(상지대)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6호)

사 회 : 최병호(KDI국제대학원)

발표1 : 오건호(내가만든복지국가), 

남재욱(이화여대사회과학원)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의기초연금권리

보장”

논평1 : 문진영(서강대)

발표2 : 박동현(열린사이버대) 

“자활사업사례를중심으로본사회적경제와

기업사회적책임의연관성에관한연구”

논평3 : 오성욱(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정찬미(숭실대)

“아동빈곤율과아동에대한조세와이전

정책의영향: 주요국과의비교”

논평3 : 김경휘(예수대)

발표4 : 최은영(이화여대고령사회연구소), 

주소현(이화여대)         

“임금근로자의가계자산과소득이은퇴

시기에미치는영향”

논평4 : 김헌수(국민연금연구원)

발표5 : 한재명(국회예산정책처), 이상호(동국대), 

신우진(성공회대), 

이남형(연세대경영연구소)

“복지분야주요국정과제추진에따른

국가와지방의재정부담전망”

논평5 : 백운광(국회)

한국사회보장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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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일 14:00 - 14:20·글로벌경영관104호)

개회식 (1일 14:20 - 14:30·글로벌경영관104호)

사회 : 박민수(한국산업조직학회사무국장, 성균관대)

개회 : 신혁승(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숙명여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일 14:30 - 16:0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이상승(서울대)

발표1 : 이승훈(서울대)*, 김종민(국민대)

“매몰투자와진입게임”

토론1 : 장지상(경북대)

발표2 : 신위뢰(KIET)

“부당내부거래와사익편취규제의경제학적

분석”

토론2 : 권남훈(건국대)

발표3 : 김희천(KISDI)

“Repeated Two-Sided Matching with 

Muli-dimensional Preference Learning”

토론3 : 김진우(서울대)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일 14:30 - 16:00·글로벌경영관105호)

사 회 : 박동욱(KISDI)

발표1 : 오준병(인하대)*, 허원창(인하대)

“A Man is Known by the Company He 

Keeps? :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ackward Citation and Forward 

Citation of Patents”

토론1 : 이진형(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발표2 : 홍주원(KDI)*, 최동욱(KDI)

“Estimating the Effect of Competition and 

Public Subsidy on Private R&D 

Investment”

토론2 : 정세은(인하대)

발표3 : 박민수(성균관대)*, 이수정(성균관대)

“인터넷쇼핑서비스시장의경쟁과소비자

후생: 네이버와네이버쇼핑”

토론3 : 최윤정(연세대)

제6 분과회의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9호)

사 회 : 손판도(동아대)

발표1 : 박성훈(조선대)

“Unobservable Contingent Fee”

논평1 : 이종찬(고려대)

발표2 : 최수비(경북대박사과정)

“법인세가기업의고용과투자활동에

미치는영향 : 평균유효세율과한계유효

세율을중심으로”

논평2 : 임종옥(원광대)

발표3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국내휘발유·경유소비에대한비대칭적

연료가격효과에관한연구”

논평3 : 김재혁(고려대)

발표4 : 고종식(원광대)

“마음챙김의조직행동에대한영향력과

개인적정서의매개효과”

논평4 : 안상봉(남서울대)

한국산업경제학회총회

(2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9호)

35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I 
(1일 16:30 - 18:0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윤충한(한양대)

발표1 : 주하연(서강대)*, 이정민(서울대), 

박상곤(한국문화관광연구원)

“Every Drop Counts: A Water Conservation 

Experiment with Hotel Guests”

토론1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발표2 : 오현승(Vanderbilt University), 

윤참나(성균관대)*

“Time to Build and the Real-Options 

Channel of Housing Supply”

토론2 : 이윤수(서강대)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I 
(1일 16:30 - 18:00·글로벌경영관105호)

사 회 : 안일태(중앙대)

발표1 : 이홍재(아주대)

“정책목표에따른5G 주파수경매규칙

설계방안고찰”

토론1 : 박민수(성균관대)

발표2 : 장두석(KAIST)

“Agreements with Reciprocity: 

Co-Financing and MOUs”

토론2 : 남재현(고려대)

발표3 : 민대홍(KISDI) 

“Screening for Experiments”

토론3 : 윤경수(대구대)

제3 분과회의C - Session I 
(1일 16:30 - 18:00·글로벌경영관106호)

사 회 : 김진우(서울대)

발표1 : 한종희(연세대), 김 찬(연세대)*

“Input Price Discrimination with Vertical 

Product Differentiation”

발표2 : 윤성훈(KAIST)*, 김용재(한국외대), 

김민기(KAIST)

“Quality-Adjusted International Price 

Comparisons of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Using a 

Hedonic Approach”

발표3 : 신재경(성균관대),

“Vertical Integration in a Two-sided 

Market with Quality-dependent Network 

Externality”

토 론 : 김진우(서울대), 김현철(성균관대)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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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사 회 : 임태균(전북대)

발표1 : 임상빈(경기도청)*, 고영우(경기대)

“주택취득세율변화와취득세수의관계

연구”

발표2 : 김기영(명지대), 윤재원(홍익대), 

기은선(강원대), 심준용(명지대)*

“조세심판례분석”

발표3 :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4차산업혁명시대에로봇세과세가능한가?”

종합논평 : 임태균(전북대), 고영우(경기대), 

배성호(경북대), 전홍준(신구대), 

정재연(강원대)

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경영1호관1420호)

사 회 : 최우재(청주대)

발표1 : 송관용(성균관대), 김경환(성균관대)

“본글로벌(Born Global) 창업사례연구”

논평1 : 최국현(중앙대)

발표2 : 신상훈(연세대), 김희웅(연세대)

“사후면세제도로살펴본서비스업부문의

정보기술활용”

논평2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3 : 정수경(숙명여대), 배희라(숙명여대), 

주희엽(숙명여대), 문형남(숙명여대)

“디지털왕진가방서비스플랫폼”

논평3 : 곽원준(숭실대)

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경영1호관1420호)

사 회 : 최우재(청주대)

발표1 : 김건규(앙상블라이프)

“4차산업혁명시대중소벤처기업의

생존전략과정부의역할”

논평1 : 곽인옥(숙명여대)

발표2 : 문형남(숙명여대)

“4차산업혁명의바른이해와유망

산업도출”

논평2 : 김경환(성균관대)

발표3 : 곽인옥(숙명여대)

“평양지역무역회사와시장에대한연구”

논평3 : 박명규(평택대)

발표4 : 박명규(평택대)

“4차산업혁명시대의스마트물류의진화”

논평4 : 최 선(한양사이버대)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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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617호)

사 회 : 김기승(부산대)

발표1 : 송호신(이화여대)*, 황지수(이화여대)

“The Impact of Ageing on Government 

Spending Policy”

논평1 : 조 단(부산대) 

발표2 : 조 단(부산대)*, 강상목(부산대)

“DEA모형을이용한중국각성별단기비용

제약하의에너지효율: 2005-2015년”

논평2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고령화가국내휘발유·경유소비변동성에

미치는효과”

논평3 : 송호신(이화여대)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7호)

사 회 : 홍기석(이화여대)

발표1 : 김태훈(세종대)

“Age Culture, School-Entry Cutoff and 

the Choices of Birth Month and School-

Entry Timing in South Korea”

논평1 : 고강혁(울산과학기술원)

발표2 : 고강혁(울산과학기술원)

“Labor Market Impacts of the Affordable 

Care Act Dependent Mandate”

논평2 : 박민정(이화여대)

발표3 : 박민정(이화여대)*, 

Denis Nekipelov(University of Virginia), 

Oystein Daljord(University of Chicago)

“A Simple and Robust Estimator for 

Discount Factors in Optimal Stopping 

Dynamic Discrete Choice Models”

논평3 : 김태훈(세종대)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제3 분과회의- Session I (1일 14:00 - 15:45·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차은영(이화여대)

발표1 : 이정아(한국고용정보원),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여성노동시장불평등과여성정책: 

모성보호제도를중심으로”

논평1 : 조인숙(연세대) 

발표2 : 윤자영(충남대)

“임금분포분위별분해를통한성별임금

격차요인변화”

논평2 : 김기승(부산대)

발표3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보육료지원정책이자녀수및고용에

미치는영향”

논평3 :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일 16:00 - 17:1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홍은주(한양사이버대)  

발표 1 : Gozde Gozlet(서울대), 홍석철(서울대)

“Women’s Employment, Multiculturalism 

and Islam: United Kingdom Case”

논평1 : 변혜원(보험연구원) 

발표2 : 신위뢰(산업연구원)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Optimal 

Contracts and Regulation”

논평2 : 한현옥(부산대)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일17:10- 17:4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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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 Session II 
(1일 15:45 - 17:00·글로벌경영관101호)

- 대학원생논문발표 I 

사 회 : 김동훈(연세대)

발표1 : 남영식(고려대)

“전기자동차도입규모를고려한충전수요

관리연구: 행위자기반모형의적용”

발표2 : 진정환(한양대)

“전력수요예측을위한인공신경망

구조화연구”

발표3 : 백민호(아주대)

“동북아시아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모델링”

종합토론: 김진수(한양대)

제2 분과회의B - Session II 
(1일 15:45 - 17:00·글로벌경영관102호) 

- 대학원생논문발표 II

사 회 : 최종두(고려사이버대)

발표1 : 최고봉(서울대)

“동북아LNG 도입의가격공식변동에

관한연구”

발표2 : 박지원(고려대)

“기온과전력수요: 부분선형모형을이용한

추정과예측”

종합토론: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일17:15 - 18:00·글로벌경영관101호)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일 14:00 - 15:30·글로벌경영관101호)

사 회 : 허은녕(서울대)

발표1 : 박성근(산업연구원), 홍순동(성균관대)

“시간변화기온반응함수로추정한전력

냉난방수요변화추정”

논평1:  이성로(한국가스공사경영연구소)

발표2 : Z. Yurnaidi(아주대), 백민호(아주대), 

김수덕(아주대)

“Coordination and Integration of Emission 

Abatement Effort between South Korea, 

China, and Japan: Super-grid versus 

Emission Trading System ”

논평2 : 김수이(홍익대)

발표3 : 이재형(고려대)

“Stochastic Dynamic Management of 

Groundwater Using Real Options 

Approach with the Uncertainty of Price”

논평3 :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일 14:00 - 15:30·글로벌경영관102호)

사 회 : 전영섭(서울대) 

발표1 : 박우영(에너지경제연구원), 이우헌(경희대)

“A DSGE Model for the Analysis of Korean 

Electricity Market”

논평1 : 박호정(고려대)

발표2 : 김대용(한국개발연구원), 

이성로(한국가스공사경영연구소)

“시도별도시가스소비에영향을미치는

요인에관한연구”

논평3 : 김형건(강원대)

발표3 : 김형건(강원대)

“수송용유류세의귀착효과: 거리수요의

가격탄력성추정을중심으로”

논평3 : 박우영(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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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6호)

사 회 :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1 :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세입분권이정부청렴도에미치는영향

분석”

논평1 : 조계근(상지대), 이종찬(고려대)

발표2 : 박병희(순천대)

“분권강화기지방재정조정제도발전방안”

논평2 : 이민정(충남연구원), 현성민(대진대)

발표3 : 한재명(국회예산정책처)

“주요복지사업차등보조율과보통교부세

결합이지자체재원구조에미치는영향

분석”

논평3 :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박상수(한국지방세연구원)

제3 분과회의B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7호)

사 회 : 염명배(충남대)

발표1 : 우명동(성신여대)

“제4차산업혁명과공공부문의역할: 

사회의지속가능성을중심으로”

논평1 :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발표2 : 김종웅(대구한의대), 이우형(계명대)

“사회적책임과지방공기업의역할: 

경북지역을중심으로”

논평2 : 홍근석(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발표3 : 조동근(명지대)

“한국의복지지출지속가능한가?: 

OECD 경험의시사점”

논평3 : 옥동석(인천대), 강병구(인하대)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6호)

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6호)

사 회 : 최병호(서울시립대도시보건대학원)

발표1 :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아동수당제도가출산율제고에미치는

효과”

논평1 :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2 : 전계형(한남대)

“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분석을위한

동태적일반균형모형: 출산, 교육, 연금

정책조합의비교분석”

논평2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동준(KDI공공투자관리센터)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7호)

사 회 : 국중호(요코하마시립대/서울대)

발표1 : 성효용(성신여대), 이경곤(단국대)

“기초연금의노동공급효과”

논평1 : 전승훈(대구대),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2 : 김재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애주기관점에서중고령자가구주의

소득변화및노후빈곤에미치는효과분석”

논평2 : 최장훈(보험연구원), 

이경배(KDI공공투자관리센터)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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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8호)

사 회 : 박명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1 : 송헌재(서울시립대)* , 

조하영(서울시립대대학원)

“The Effects of Father’s Parental Leave 

on the Second Birth in Korea”

논평1 : 전병힐(한국외대)

발표2 : 김진영(건국대)* , 이주호(KDI SCHOOL), 

김부열(KDI SCHOOL)

“한국공대재학생역량평가: 예비조사

결과분석”

논평2 : 송헌재(서울시립대)

제3 분과회의B (1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419호)

사 회 : 박기백 (서울시립대)

발표1 : 양현주(인천대)

“The Effects of High Speed Trains on 

Local Economies: Evidence from the 

Korea Train Express”

논평1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2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산및소득불평등과가계부채의분포”

논평2 : 권재현(인천대)

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8호)

사 회 : 우석진(명지대)

발표1 : 강철승(중앙대)

“한국이조세회피국인가?”

논평1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2 : 박종상(숙명여대)

“The Role of Leasing in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Tax Policy : Evidence from 

the 2002 Bonus Depreciation”

논평2 : 이 영(한양대)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419호)

사 회 : 박형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1 : 신우리(서울시립대대학원)*, 

송헌재(서울시립대)

“근로장려세제확대개편의효과분석”

논평1 : 김보민(경북대)

발표2 : 노영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리나라다주택소유자의투자적

주택자산수요추정”

논평2 : 강성훈(한양대)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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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제1분과회의 (1일09:20 - 10:30·경영1호관3층1319호)

사 회 : 이성규(안동대)

발표1 : 김정호(연세대)

“돈의주인은누구인가?: 유아교육비

국가부담제도에대한평가”

논평1 : 안재욱(경희대), 신도철(숙명여대), 

이종인(여의도연구원)

발표2 : Randall G. Holcombe(Florida State 

University)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논평2 : 이상학(국민대), 김진웅(동아대)

발표3 :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조선의문인제도를통한세계화와대마도

통치사고찰”

논평3 : 이헌창(고려대), 이성규(안동대)

제2분과회의 (1일10:40 - 11:50·경영1호관3층1319호)

사 회 : 김행범(부산대)

발표1 : 진혜영(국민대대학원), 이상학(국민대)

“면세점수의증감요인과면세점제도개선

방향”

논평1 : 이성섭(숭실대), 정회상(강원대) 

발표2 : 김영신(계명대)

“공공기관의역할변화: 공공선택학적관점”

논평2 : 김행범(부산대), 정정화(강원대), 

고인석(부천대)

발표3 : 이성규(안동대) 

“지도자의망라이익추구와경제발전”

논평3 : 구영완(충북대), 김영신(계명대), 

박성훈(조선대)

한국제도·경제학회제1회한국제도경제학술상시상식

(1일12:00 - 12:30·경영1호관3층1319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2:50·경영1호관3층1319호)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제2 분과회의A (1일11:00 - 12:30·경영1호관1층1102-2호)

사 회 : 홍재범(부경대)

발표1 : 김남현(성균관대)*, 이해춘(성균관대), 

정동관(성균관대)

“근로시간과고용효과- IT 업종을중심으로”

논평1 : 조태근(IBK경제연구소)

발표2 : 이종욱(서울여대)

“Give-Take 가설, 상생협력과협력사

기업가정신”

논평2 : 홍재범(부경대)

발표3 : 조태근(IBK경제연구소),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의지속성장을위한성장우선

전략은타당한가”

논평3 : 이종욱(서울여대)

제2 분과회의B (1일11:00 - 12:30·경영1호관3층1301호)

사 회 : 이지만(연세대)

발표1 : 구원모(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기술혁신의결정요인과정부

R&D 사업의체계화에관한연구”

논평1 : 박상문(강원대)

발표2 : 윤찬민(성공회대), 이희영(부경대)

“소셜크라우드펀딩팀의팀내공유리더십이

펀딩성과에미치는영향”

논평2 : 정현우(이화여대)

발표3 : 정현우(이화여대), 이희영(부경대), 

홍재범(부경대)

“창업보육센터매니저의서번트리더쉽이

입주기업의매니저만족과경영성과에

미치는영향- 자기효율감의매개효과”

논평3 : 윤현중(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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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Session I 
(1일 14:00 - 15:10·경영1호관1층1101호)

사 회 : 이춘근(경일대)

발표1 : 김민석(충남대), 안기돈(충남대)

“지역산업정책이기업의기술혁신역량에

미치는효과”

발표2 : 심완섭(충남대), 안기돈(충남대)

“독일연방정부의동독지역혁신기반

강화정책효과분석및시사점”

발표3 : 나주몽(전남대), 변장섭(전남대)

“국가간비영리단체의최종소비지출에따른

산업간연관효과: 국제산업연관표의36개

국가를중심으로”

공동논평 : 강동희(군산대),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 

박노광(계명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일 15:20 - 16:30·경영1호관1층1101호)

사 회 : 송해안(전주대)

발표1 : 김봉원(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역정체성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 

성남시사례를중심으로”

발표2 : 남병탁(경일대)

“경북지역인력및훈련수요실태와과제”

발표3 : 임영언(전남대한상연구단), 김일태(전남대)

“사회적기업과지역일자리창출: 

일본사회적기업의사례”

공동논평 : 고영구(극동대),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우 경(김포대)

한국지역경제학회정기총회

(1일16:30 - 17:00·경영1호관1층1101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2일09:30 - 10:4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고명덕(고려대)

발표1 : 김강식(한국항공대)

“독일산별교섭의특징과동향”

논평1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2 : 김상철(한세대)

“독일이민·난민정책의현황과과제”

논평2 : 임일섭(충남대)

제5 분과회의 (2일10:50 - 12:00·글로벌경영관103호) 

사 회 : 황신준(상지대)

발표1 : 김종헌(중앙대)

“German Ordoliberalism as Rule Setter 

for the Euro Crisis”

논평1 : 정남기(동아대)

발표2 : 백 훈(중앙대)

“Institutionalization of Ordoliberalism in 

Germany’s Economic Policy”

논평2 : 박종운(중앙대)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2일08:50 - 09:2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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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618호)

사 회 : 송계의(동서대)

발표1 : 백종실(평택대)

“국내자동차항만현황과과제”

논평1 : 김청열(동명대)

발표2 : 한철환(동서대)

“아시아크루즈기항지선정요인에관한

실증연구”

논평2 : 김현덕(순천대)

발표3 : 김성국(성균관대) 

“항만운송부대사업이항만가치에미치는

영향에관한고찰”

논평3 :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발표4 : 서수완(동서대) 

“부산항경쟁력강화를위한운영방안

개선에관한연구”

논평4 : 양원(목포해양대)

발표5 : 박영태(동의대) 

“A Study on the 2017’s Liner Market 

Review”

논평5 : 구경모(동의대)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 라운드테이블토론(Roundtable Discussion)
전임 회장들에게 듣는다: 자유주의의 위기와 하이
에크소사이어티의역할

사 회 : 최승노(자유기업원)

토 론 : 김영용(전남대), 민경국(강원대), 

안재욱(경희대), 황수연(경성대)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사 회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발표1 : 박동운(단국대)

“소유, 자유, 그리고복지정책”

논평1 : 김영신(계명대)

발표2 : 이기환(한국경제연구원)

“한국영화관에서좌석등급별가격차별에

따른수익증가효과분석”

논평2 : 이진영(한국경제연구원)

발표3 : 정회상(강원대)

“The Price Effect of Allowing Non-

Pharmacy Outlets to Sell OTC Drugs in 

Korea”

논평3 : 오경수(한국경제연구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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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8호)

사 회 : 박영태(동의대)

발표1 : 이태휘(경남과기대)

“Optimal Korea’s Government 

Organization of Shipping and 

Shipbuilding”

논평1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Htet Htet(순천대)

“Alterniatives for Activating the Myanmar-

China Border Trade”

논평2 : 백종실(평택대)

발표3 : 강기중(안전보건공단)

“조선산업안전수준평가시스템분석에

대한실증연구”

논평3 : 김성국(성균관대) 

발표4 : Theingi(순천대)

“An Empirial Analysis on Regional Hub 

Port Selection Criteria at Container Ports 

in the Bay of Bengal”

논평4 : 한철환(동서대)

발표5 : 구경모(동의대)

“최근10년간의온라인쇼핑몰(무점포통신

판매업)의경영분석”

논평5 : 서수완(동서대)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618호)

진행 : 박계각(한국항만경제학회장, 목포해양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1 
(1일13:20 - 15:20·경영1호관4층1401호)

사 회 : 이명헌(인하대)

발표1 : 이명헌(인하대)

“국내신재생발전의성과분석연구”

논평1 : 김금수(호서대)

발표2 : 정용훈(인하대)*, 이성훈

“신재생에너지에대한국가연구개발의

영향분석”

논평2 : 한택환(서경대)

발표3 : 홍인기(대구대)*, 오유진(대구대대학원)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및징수미시

자료를이용한부담금체납특성연구”

논평3 : 강성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4 : 이동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재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후석탄화력발전소가동중단에따른

미세먼지농도감소효과분석”

논평4 : 오형나(경희대)

발표5 : 박순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용성(고려대)

“한국배출권거래시장의가격결정요인

연구”

논평5 : 엄영숙(전북대)

발표6 : 이상호(전남대), 박철희(전남대)*

“Profitable and Desirable Corporate 

Environmentalism in a Delegation Model 

with Incentive Subsidy on Abatement 

Technologies.”

논평6 : 김현철(제주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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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 Session 2 
(1일15:30 - 17:30·경영1호관4층1401호)

사 회 : 신영철(대진대)

발표1 : 오형나(경희대)*, 엄영숙(전북대)

“미세먼지의건강위해에관한시민의

인식에관한연구”

논평1 : 정용훈(인하대)

발표2 : 석선희(IGES)

“An Estimate of Internal Carbon Pricing 

of Korean Companies under the 

Emission Trading Scheme”

논평2 : 박순철(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발표3 : 한택환(서경대)

“생태계보전정책의경제적접근에관한

문헌적고찰”

논평3 : 홍인기(대구대)

발표4 : 엄영숙(전북대)*, 김승규(경북대), 

최성록(국립생태원)

“헤도닉가격접근을적용한도시녹지

생태계서비스의경제적가치측정 : 

서울시를사례로

논평4 : 임동순(동의대)

발표5 : 김금수(호서대)

“Regional Regulatory Competition: 

An Evidence from Unit Pricing of 

Municipal Solid Waste”

논평5 : 강상목(부산대)

발표6 : 최성록(국립생태원)*, 김승규(경북대), 

엄영숙(전북대)

“현시선호와진술선호를이용한서울도시

녹지의정주공간어메니티가치평가”

논평6 : 송인주(서울연구원)

제3 분과회의B - Session 1 
(1일13:20 - 15:25·경영1호관4층1402호)

사 회 : 강상목(부산대)

발표1 : 손동희(성균관대대학원)*, 

전용일(성균관대)

“한국탄소배출권시장의가격결정체계연구”

발표2 : 김진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엄영숙(전북대), 

안소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방어적행위접근법을적용한미세먼지

(PM10) 감소에대한건강편익측정 : 

단기급성호흡기질환을중심으로”

논평1, 2 : 최성록(국립생태원)

발표3 : 이민하(고려대대학원)*, 조용성(고려대)

“수송용에너지상대가격조정을통한

미세먼지저감방안구상”

논평3 : 신영철(대진대)

발표4 : 박윤선(서울대대학원)*, 권오상(서울대), 

장기복(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중국탄소배출저감정책이한국환경·경

제에미치는영향”

발표5 : 홍기은(중앙대대학원), 김정인(중앙대)*

“유럽의탄소배출권시장의효율성과

수익의달성가능성”

논평4, 5 : 강희찬(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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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617호)
- 국제통상정책의현재와미래

사 회 : 박정수(이화여대)

발표1 : 최병일(이화여대)

“국제통상정책현재와미래(가제)”

발표2 : 고종환(부경대), 

Muhammad Zeshan(부경대)

“How Much Would the Opportunity Cost 

of the U.S. Withdrawal from the TPP Be?”

토 론 : 정인교(인하대),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혜진(외교부)

맺음말 : 유장희(이화여대명예교수, 매일경제상임고문)

한국APEC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617호)

한국APEC학회

한국APEC학회

제3 분과회의B - Session 2 
(1일 15:35 - 17:15·경영1호관4층1402호)

사 회 : 김정인(중앙대)

발표1 : 김지수(고려대대학원)

“Sustainable Fishery Game Based on 

Predator-prey Model : The Case of the 

South China Sea”

논평1 : 박철희(전남대)

발표2 : 이성재(서울대대학원)

“사회적규범을고려한국내에너지고지서

사업의전력사용감축효과분석”

발표3 : 박시내(서울대대학원)

“개발도상국가정의오랜전자제품보유

기간결정요인에대한탐색적연구”

논평2, 3 : 이동규(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4 : 이우평(부산대대학원)*, 강상목(부산대)

“녹색인증기업의환경적성과”

논평4 : 변장섭(전남대)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일17:30-18:10·경영1호관4층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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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한독경상학회

제6 분과회의 (2일14:00 - 18:00·글로벌경영관106호)

사회1 : 김강식(한국항공대)

발표1 : 김익성(동덕여대)

“독일기업의4차산업혁명성공사례연구”

논평1 : 정남기(동아대)

발표2 : 김유찬(홍익대)

“독일의공동세제도와그정책적시사점”

논평2 : 김상철(한세대)

발표3 : 신동호(상명대)

“독일테러보험의성공적인정착소고, 

한국은?”

논평3 : 신언명(서울디지털대)

사회2 : 고명덕(전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4 : 임일섭(충남대)

“애덤스미스교육관의재조명”

논평4 : 황신준(상지대)

발표5 : Muhammad Zeshan, 고종환(부경대)

“Trade Liberalization and Poverty: 

A CGE Approach”

논평5 : 장태석(경북대)

발표6 : 이정우(인제대)

“2015년공무원연금개혁의비판적고찰과

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논평6 : 남기창(전주대)

제3 분과회의 (1일16:30 - 18:00·경영1호관1층1102-2호)

사 회 : 김태황(명지대)

발표1 :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디지털기술의심화와일자리”

논평1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2 : 강유덕(한국외대)

“유로존역내불균형(Internal imbalance)의

시각에서본독일의경상수지흑자와

그구조에관한연구”

논평2 :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정세원(고려대)

“Eurozone Crisis in Social Media: Social 

Network Analysis of Twitter and Youtube”

논평3 :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EU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1층1102-2호)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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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일16:30 - 18:00·경영1호관3층1303호)

사 회 : 김재호(충남대)

발표1 : 박경혜(충남대)

“한-러국가경쟁력비교를통한상호협력

전략도출”

논평1 : 김만길(한남대)

발표2 : 김만길(한남대)

“러시아물류시장발전가능성에대한고찰”

논평2 : 김순희(충남대)

발표3 : 문희철(충남대)

“러시아의4차산업혁명주요전략”

논평3 : 정종원(충남대)

발표4 : 채 훈(인천대)

“러시아수출시장에서의한국과중국

경쟁현황분석”

논평4 : 이찬용(충남대)

발표5 : 황인태(충남대)

“영어의러시아어차용어연구”

논평5 : 이형권(충남대)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제4 분과회의 (2일09:20 - 10:5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임천석(건국대)

발표1 : 

논평 1 : 

발표 2 : 

논평 2 : 

발표 3 : 

논평 3 : 

제5 분과회의 (2일11:00 - 12:30·글로벌경영관104호)

사 회 : 한광희(한신대)

발표1 : 

논평 1 : 강철구(배재대)

발표2 : 주노종(KIPE), 임천석(건국대), 

성태경(KoMIC)

“미국의망중립성원칙폐지에따른망

이용의효율화방안”

논평2 : 김양태(성공회대)

발표3 : 염동호(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원)

“주택담보대출이가계의위험자산선택에

미치는영향”

논평3 : 한광희(한신대)

한일경상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4호)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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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B (1일16:30 - 18:00·경영1호관3층1319호)
- 4차산업혁명과국제경제환경의변화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이명수(공주대) 

“경제성장과4차산업발전의영향-주요국

사례를중심으로”

논평1 : 이대엽(한국은행)

발표2 : 홍성효(공주대) 

“중소기업의기술혁신과수출”

논평2 : 김재준(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발표3 : 박홍서(강원대)

“4차산업혁명의함의와실체”

논평3 : 김민수(인천대)

발표4 : 남수중(공주대)

“4차산업글로벌발전지수의의미와

개발가능성”

논평4 : 오대원(경기대)

발표5 : 유정원(계명대)

“4차산업혁명시대중국과학기술혁신

체계의변화- 빅데이터사례중심”

논평5 : 김춘림(계명대)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3층1319호)

제3 분과회의 (1일16:30 - 18:00·경영1호관3층1307호)
- 중국경제의신경향과4차산업

사 회 : 최의현(영남대)

발표1 : 김 욱(건국대), 이광혜(건국대) 

“한중농촌금융시스템및농촌경제성장

요인에대한비교연구”

논평1 : 최준환(국립강릉원주대)

발표2 : 고정식(배재대)

논평2 : 조정원(한양대)

발표3 : 조은교(산업연구원)

“한중모바일헬스케어산업의생태계비교연

구- 주요어플리케이션사례를중심으로”

논평3 : 최정석(선문대)

발표4 : 원혜련(한국외대)

“중국농촌가계의소비구조분석”

논평4 : 김경환(강남대)

발표5 : 손점방

논평5 : 예성호(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50



제6 분과회의A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사회겸논평 : 김형건(강원대)

발표1 : 안병욱(연세대)

“중고령자부모부양에서의한국성인

자녀역할분석- 금전적사적이전구조를

중심으로”

발표2 : 김형태(부산대)*, 윤성민교수(부산대)

“장·단기담배수요: ARDL-ECM 모형을

이용한추정과예측”

발표3 : 김성희(서울대)

“The Impact of Mass Migration on West 

Germans’Trust in the Reunified 

Germany”

제6 분과회의B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사회겸논평 : 이윤수(서강대)

발표1 : 이유현(연세대, 한국금융연구원)

“Racial Discrimination in Mortgage 

Lending: A Machine Learning Approach”

발표2 : 최정훈(서울대)

“Estimation and Assessment of Emerging 

Asian Central Banks’Monetary and 

Foreign Exchange Intervention Policie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제6 분과회의C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사회겸논평 : 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

발표1 : 천동민(서울대)

“1995년소득세제개편이노동공급에미친

영향및임금불평등에대한시사점”

발표2 : 민이룩(성균관대)

“Endogenous Regime Swtiching Volatility 

Model with Time-Varying Threshold”

발표3 : 김수정(성균관대)

“Return Predictability Test Using a Regime 

Switching Model with Endogenous 

Feedback Effect”

제6 분과회의D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사회겸논평 : 임재영(고려대)

발표1 : 김혜진(서울대)

“Retirement and Cognitive Ability in Korea”

발표2 : 오성재(서울대)*, 옥승빈(서울대), 

주병기교수(서울대)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al 

Achievement: A Cross-national Analysis 

Using TIMSS and PISA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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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E (2일16:30 - 18: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5호)

사회겸논평 : 주병기(서울대)

발표1 : 고경웅(연세대)

“Snowballs and Dominoes: Towards a 

General Theory of Democratization 

Waves”

발표2 : 최온정(서강대)

“정보격차발생요인의비용·편익분석”

발표3 : 이응익(서울대)

“Higher Order Risk Attitudes and 

Prevention under Different Timings of 

Loss:  A Laboratory Experiment”

대학원생발표시상식

(2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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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위원장 구정모(한국경제학회장, 강원대)

경제사학회 김재호(전남대)

국제지역학회 이의영(군산대)

아시아금융학회 김정식(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강형철(숙명여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김태황(명지대)

한국경제교육학회 한진수(경인교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남기곤(한밭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심상열(데이터사이언스랩) 

한국경제연구학회 강성진(고려대) 

한국경제통상학회 이기동(계명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윤 택(서울대)

한국국제경제학회 박대근(한양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채희율(경기대)

한국국제통상학회 허 윤(서강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조성욱(서울대)

한국금융학회 박영석(서강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건국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이대식(부산대) 

한국노동경제학회 조준모(성균관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송경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창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두원(연세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유승호(강원대)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권순만(서울대)

한국비교경제학회 성원용(인천대)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용하(순천향대) 

한국산업경제학회 황진수(원광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신혁승(숙명여대) 

한국생산성학회 문형남(숙명여대)

한국세무학회 박재환(중앙대) 

한국여성경제학회 이은형(국민대)

한국응용경제학회 홍기석(이화여대) 

한국자원경제학회 박주헌(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재정정책학회 염명배(충남대)

한국재정학회 황성현(인천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안재욱(경희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정희(중앙대)

한국지역경제학회 김동주(국토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김강식(한국항공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항만경제학회 박계각(목포해양대)

한국환경경제학회 이명헌(인하대)

한국APEC학회 최경규(동국대) 

한국EU학회 허재준(한국노동연구원) 

한독경상학회 김유찬(홍익대) 

한러통상학회 박경혜(충남대)

한일경상학회 임상혁(단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남수중(공주대) 

경제사학회 김두얼(명지대)

국제지역학회 김준엽(경희대)

아시아금융학회 성태윤(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성환(아주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강민석(KB금융투자)

한국경제교육학회 박형준(성신여대)

한국경제발전학회 김혜원(한국교원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이진면(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임재영(고려대)

한국경제통상학회 정진화(계명대)

한국경제학회 김우철(서울시립대), 정용승(경희대), 

김진일(고려대)

한국계량경제학회 박웅용(서울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이항용(한양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 김정숙(서강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정진영(인하대)

한국금융학회 박선영(KAIST)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서철욱(OJ WORLD)

한국기독교경제학회 김 진(동덕여대)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재성(한국고용정보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재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백 훈(중앙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전주희(성균관대)

한국법경제학회 이창민(한양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비교경제학회 박지원(KOTRA)

한국사회보장학회 정창률(단국대)

한국산업경제학회 정호일(원광대)

한국산업조직학회 박민수(성균관대)

한국생산성학회 곽원준(숭실대)

한국세무학회 배성호(경북대)

한국여성경제학회 최윤정(연세대)

한국응용경제학회 송호신(이화여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재정정책학회 전승훈(대구대)

한국재정학회 송헌재(서울시립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성규(안동대)

한국중소기업학회 홍재범(부경대)

한국지역경제학회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 백 훈(중앙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한국항만경제학회 이청환(목포해양대)

한국환경경제학회 정용훈(인하대)

한국APEC학회 이주형(동국대)

한국EU학회 김미림(한국지방세연구원)

한독경상학회 장태석(경북대)

한러통상학회 김만길(한남대)

한일경상학회 김양태(성공회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유정원(계명대)

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 공동학술대회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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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위치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경영1호관

천지관 (오찬장소)

경영1호관

천지관

글로벌경영관

정 문

후 문

동 문



2/1일(목)
경제사학회이사회 1일12:30 - 13:30·글로벌경영관616호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일17:10 - 18:00·글로벌경영관616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일16:50 - 17:30·글로벌경영관618호
한국경제학회총회 1일13:45 - 14:30·글로벌경영관201호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경영1호관4층1401호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일16:00 - 16:30·경영1호관4층1403호
한국금융ICT융합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4층1404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일17:30 - 18:00·경영1호관3층1302호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4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정기총회 1일11:00 - 12:30·경영1호관3층1302호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일17:50 - 18:2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1호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일12:20 - 13:0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104호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일17:10 - 17:4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일17:15 - 18:00·글로벌경영관101호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6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2:50·경영1호관3층1319호
한국지역경제학회정기총회 1일16:30 - 17:00·경영1호관1층1101호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618호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일17:30 - 18:10·경영1호관4층1401호
한국APEC학회총회 1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617호
한국EU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1층1102-2호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일18:00 - 18:30·경영1호관3층1319호

2/2일(금)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2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8호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학현학술상시상식

2일12:00 - 12:4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2호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416호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4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2일17:15 - 18:0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사회보장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6호
한국산업경제학회총회 2일18:00 - 18:30·글로벌경영관419호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2일08:50 - 09:20·글로벌경영관103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지하1층003호
한일경상학회총회 2일12:30 - 13:00·글로벌경영관104호

후원기관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LINK+사업단, 강원도청,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강원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사회보장정보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전국은행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지방연구원협의회, 충북연구원, 포스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거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은행,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글로벌경영연구소,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SK텔레콤,

2018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안 내
•차를가져오신분들은글로벌경영관2층로비본부석에서주차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1일(목), 2일(금) 오찬은천지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식권은본부석(글로벌경영관2층로비)에서
받아가시기바랍니다.

•1일(목), 저녁 7시분부터시작되는만찬장소는베니키아춘천베어스호텔, 지하1층컨벤션홀입니다.
이동은1일(목) 저녁6시15분~ 45분까지버스를운행합니다. 버스타는곳은글로벌경영관입니다. 

•경영1호관2층, 1201호실은컴퓨터및출력이가능한장소입니다. 컴퓨터이용은자유이며, 출력은
현금결제만가능합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진행요원의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학회별 총회 알림



국제지역학회

경제사학회

경제사학(연3회: 4월, 8월, 12월발간)

편집위원장: 박이택(고려대)

편집부위원장: 임채성(릿교대)

편 집 위 원:

강진아(한양대), 고 선(중앙대), 김두얼(명지대), 선재원(평택대), 송병건(성균관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유동우(울산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철희(서울대), 임채성(릿교대),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우:08750) 서울시관악구봉천로31길5, 2층
전화: 02-886-8186~7   팩스: 02-873-5460
홈페이지: www.kehs.or.kr
이메일: kehs04@nate.com

연락처

『국제지역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김준엽(경희대) 

편집부위원장 : 김태균(서울대)

편 집 위 원 : 

고경민(제주대). 김광호(외국어대), 김영준(고려대), 김요환(단국대), 

김현철(군산대), 문경연(전북대), 박석강(전남대), 정성훈(강원대), 윤성환(계명대), 

윤동렬(울산대), 이기훈(Griffith대), 이병민(건국대), 이희진(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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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is a peer-reviewed, inte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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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연구는연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되는한국국제금융학회의경제학

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2011년창간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입니다.

국제금융연구는국제금융분야를중심으로금융, 국제경제및경제학일반에이르는

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

논문기고: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아래한글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로작성하는경우에는원고의마지막페이지에 200단어내외의영문요약을수

록해야합니다. 논문원고는편집위원장이접수하며논문접수마감일을따로정하지

않으나, 발간을위한최종편집회의이전에심사완료된논문은당호에게재하는것

을원칙으로합니다. 논문원고는편집위원장이메일(tsung@yonsei.ac.kr)또는한

국국제금융학회 홈페이지(www.kifa.ne.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

다. 논문기고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한국국제금융학회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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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연구 (영문제목: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는 국제통상학회의 대표 학술지로서 22년의 긴 역사(1996년 창간)를 자
랑합니다. 『국제통상연구』는 1년 4회 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영, 국제규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통상 연구를
선도하는대표학술지라할수있습니다. 보다수준높은연구논문게재를장려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매년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 한편을 선정하여 Best
Paper 상수상과함께격려금을수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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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7) 서울시마포구대흥동
서강대학교정하상관510호세계무역연구소
Tel.02-705-8662 
http://www.katis.or.kr
e-mail: gokatis1995@gmail.com

사무국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학회

『금융정보연구』(영문제목: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Studies)는금융정
보의생산, 공유및이용등에대한학제간연구및산학협력에집중함으로써금융관
련학문의발전은물론금융정보관련산업, 나아가금융산업의발전에이바지할것
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금융정보학회의 학술지입니다. 『금융정보연구』는 2012년
창간호이후로1년에 2회발간되며주로신용정보, 신용평가등금융정보관련산업
및금융시장의정보생산·흐름과관련된주제를다루는우수한논문이수록되고있
습니다.

(22212) 인천광역시남구인하로100 
인하대학교6호관103호
http://www.fisk.or.kr/   
e-mail : rfis.fisk@gmail.com

사무국

Journal of Money & Finance

About JMF :
Journal of Money and Finance, as the official academic journal of KMFA being quarterly
published jointly with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aims at providing the opportunities
for research publication and academic discussion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accumulation of financial knowledge and education by carrying professional and creative
research papers with theoretical, empirical and policy values in the areas of economics and
business management including macro-monetary economics, international finance and
foreign exchanges, financial institutions, finance and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policy

* ISSN : 1225-9489
* Publisher’s Name: Korea Money and Finance Association, Korea Institute of Finance

Journal of Money & Finance Editorial Office
Yedang Bldg., 4F Dohwa, 4-gil, 82, Mapo-gu, Seoul, 121-813, Korea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E-mail: jmf@kif.re.kr
Detailed information is at Homepage: http://www.kmfa.or.kr

Editori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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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勞動經濟論集』(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은한국노
동경제학회에서 1977년부터발간하고있는노동경제학분야의대표학술지입니다.
1년에4회발간되며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배무기
학술상’이있습니다.

위원장: 김진영(건국대학교)

위 원: 김우영(공주대학교), 김정호(아주대학교),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박윤수(한국개발연구원), 안태현(서강대학교), 

조동훈(한림대학교), 조현국(영남대학교), 최 충(한양대학교)

간 사: 박소현(한국개발연구원)

서울시종로구성균관로25-2, 퇴계인문관31715A호(HRD센터)
Tel: 0502-911-9999   Fax: 0502-911-9999
E-mail: kleapc@chol.com
홈페이지: http://www.klea.or.kr

사무국

한국기독교경제학회

『Oikonomos』는2014년에창간된한국기독교경제학회의학술지입니다. 1년에2회
발간되며경제학의모든분야를성경의관점에서분석하고한국경제에주는함의를
탐구하는연구결과를게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권명중(연세대)

편집위원회:   

김승욱(중앙대), 김인숙(신한대), 김 진(동덕여대), 김태황(명지대), 신성휘(서울시립대),

이대식(부산대), 이명헌(인천대), 이윤재(숭실대), 이재희(가천대), 이홍구(건국대), 

장석인(산업연구원), 조성봉(숭실대), 최승노(자유기업원), 황의서(서울시립대)

46241 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
부산대학교경제통상대학경제학부국제관807호
TEL: 010 9072 1780
e-mail:oikonomos1225@gmail.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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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업경제연구」는 1957년에 창립된 한국농업경제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로, 농업

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회지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과

관련된경제·정책·유통분야외에도, 식품, 환경, 자원분야의논문도게재되고있

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등4회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임정빈(서울대)

편집간사: 김윤형(전남대)

편집위원: 

김성훈(충남대), 김윤식(경상대), 김현석(경북대), 리경호(중국농학원), 

유지상(미국캔자스주립대), 서상택(충북대), 안동환(서울대), 안병일(고려대),   

이상호(영남대학교), 위용석(미국아칸소대), 이토쇼이치(일본큐슈대), 

장재봉(건국대학교), 정민국(KREI), 정원호(부산대), 한재환(순천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깅혜정(전남대학교), 김윤식(경남대학교), 안병일(고려대학교), 임정빈(서울대학교), 

최현섭(교보문고)

전남나주시빛가람로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61-820-2113 (fax) 061-820-2429
http://www.kjae.or.kr  
e-mail:kaeaadm@naver.com

사무국

「농업경영·정책연구」는 1973년 9월 최초 발간된「농업정책연구」를 시초로 하여
2001년부터 한국축산경영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입니다. 본 학회지는
1년에4번(3월, 6월, 9월, 12월) 정기발간되고있으며, 농업에관한이론, 정책, 식품
분야외에도축산경영및축산정책에관한연구논문이게재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김배성(제주대)

편집간사: 정원호(부산대)

편집위원: 

강혜정(전남대), 김성훈(충남대), 김윤식(경상대), 김태연(단국대), 김태훈(KREI), 

김현석(경북대), 서상택(충북대), 안동환(서울대), 안병일(고려대), 이종인(강원대), 

임송수(고려대), 황재현(동국대)

전라남도나주시빛가람로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61-820-2113 (fax) 061-820-2429
http://www.kaafp.or.kr
e-mail:kaafpadm@naver.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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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사)한국동북아경제학회는1988년한국中蘇경제학회로창립하여학회지『중소경제
연구』(창간호 1989년)를발간하였으며, 1992년한국북방경제학회로명칭을변경하
였고, 그에따라학회지명칭도『북방경제연구』로개칭하였습니다. 그후 1995년 한
국동북아경제연구회와 통합하여 한국동북아경제학회로 발전하였으여, 지난 30년
가까운기간동안사회주의권연구와동북아지역연구의결합이라는전통을계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북동아시아학회, 중국 유미경제학회(Chinese Economist
Society, CES) 및 중국거시경제학회와 연례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문적 협력을 이루어
가고있습니다. 계간 학술지『동북아경제연구』발행과연 4회 이상의정기국내및
국제학술대회를통하여동북아지역의경제현안논의를주도하고있으며, 급변하는
글로벌경제속에서동북아지역의역할증대에공헌하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사)
한국동북아경제학회의제28대 회장은연세대학교이두원교수이며, 학회사무국은
서울시서초동예술의전당맞은편에소재한창립50주년의순수민간연구원인한국
산업개발연구원(KID) 내에위치하고있습니다.

文化經濟硏究는한국문화경제학회의학술지로서 1998년에창간된등재학술지입니

다.  문화경제연구는1년에3회(4월, 8월, 12월) 발간됩니다. 

문화경제연구편집위원회는넓은의미의문화경제학에관한이론및실증연구논문

들의투고를환영합니다. 

문화경제학분야의뛰어난학자에게시상하는현우문화경제학술상이있으며, 문화

경제학분야의신진/중견학자에게수여하는아트라이프겸산문화경제학술상(도서

출판아트라이프후원)을2018년부터시행합니다. 

문화경제연구의투고이메일주소는kaceedit@naver.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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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는보건경제및보건정책분야를아우르는국내대표학술지로보건경
제이론, 보건의료기술경제성평가,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산업등다양한주제의학
술논문을포함하고있습니다. 『보건경제와정책연구』는연4회발간됩니다.

위원장: 최병호(서울시립대)

위 원: 

강성욱(대구한의대), 김범수(고려대), 박재용(경북대),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안정훈(이화여대), 양채열(전남대), 오주환(서울대), 이진형(성균관대), 장선미(가천대), 

정완교(서울대), 정지아(펜실베니아주립대), 한은아(연세대), 홍석철(서울대)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221동 408호
Tel: 02-880-2763
Homepage: http://www.healthecon.kr
e-mail: healthecon@hanmail.net

사무국

『법경제학연구』(영문명“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는국내법경
제학분야의연구를대표하는 (사)한국법경제학회의공식학술지입니다. 『법경제학
연구』는지난 14여년간꾸준히발간되어오면서국내법경제학의지평을넓히는데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1년에 3회 발간되
며, 경제학자의논문과법학자의논문을고르게평가하여게재합니다.

편집위원장: 허성욱(서울대)

편집위원: 

권순건(의정부지방법원), 김태진(고려대), 민희철(한국외대), 양채열(전남대), 

오정일(경북대), 정기상(부산지방법원), 주진열(부산대), Albert Choi(버지니아대), 

Robert D. Cooter(버클리대), Mitchell Polinsky(스탠포드대), Thomas Ulen(일리노이대)

편집간사: 김은수(서울대)

서울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72-503
Tel : 02-880-9137
e-mail: lawnecon@naver.com
homepage: http://klea.ne.k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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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영문제목: Th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는다양한학문
분야및각계의사회보장에관한학술및정책적관심과전문연구성과들을담아내
고있는사회보장국내대표적학술지입니다. 
사회보장학회에서발간하는『사회보장연구』편집위원회는보건의료, 복지, 경제, 정
치 등의 사회보장 관련 학문분야 학자 및 관련 연구기관들의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4회정기적으로발간되고있습니다. 

위 원 장: 이상록(전북대)

편집위원: 

권혁창(경남과기대), 김영미(동서대), 김원섭(고려대), 김진현(서울대),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성현(백석대), 박은주(근로복지공단), 서정희(군산대), 

오욱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유태균(숭실대), 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 정연택(충남대), 

정홍주(성균관대), 주은선(경기대), 최은영(충북대)

(31116) 충청남도천안시동남구단대로119 
단국대학교사회과학관328호
민동선총무간사앞
http://www.kssa.or.kr/
E-MAIL:socialsecurity@hanmail.net 

사무국

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硏究』는한국비교경제학회의대표적인학술지로연2회발간됩니다. 발간
초기이행기경제를중심으로다루었으나최근에는국내외주요경제이슈에대한포
괄적인내용을담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박제훈(인천대)

편집이사: 김상욱(배재대)

편집위원: 

고정식(배재대), 김병연(서울대), 박찬일(공주대), 이근(서울대),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이상윤(호서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이상빈(창원대)

인천광역시연수구아카데미로119(송도동) 
인천대학교동북아국제통상학부
Tel) 010-9323-8809
http://www.e-case.or.kr
e-mail) nolmt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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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조직연구는한국산업조직학회가발간하는산업경제학분야국내최고의학술지

로독과점시장, 공정경쟁, 기술혁신등다양한주제에대한이론, 실증및정책적연

구논문을출간하고있습니다. 1년에 4회 출간하며산업조직론, 미시경제학, 응용경

제학등의분야에서활발하게연구하는학자들로편집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전현배(서강대학교)

공동편집위원장: 권남훈(건국대학교)

편집위원: 

곽주원(경북대학교), 김대욱(숭실대학교), 김민기(KAIST), 김상현(연세대학교), 

김성환(아주대학교), 김진혁(Univ. of Colorado, Boulder), 김철영(연세대학교), 

남재현(고려대학교), 문성배(국민대학교), 민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박민수(성균관대학교),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방세훈(이화여자대학교), 백지선(KDI), 송은지(서울대학교), 

신종원(KIET), 오준병(인하대학교), 윤경수(대구대학교), 윤참나(성균관대학교),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이주성(Univ of Edinburgh Business School), 전주용(동국대학교), 

조명환(서울시립대학교), 조성익(KDI), 조성진(서울대학교), 조장희(제주대학교), 

주하연(서강대학교), 최윤정(연세대학교)

04107 서울특별시마포구백범로35 (신수동) 
서강대학교경제학부전현배교수
전화번호: 02-705-8515 
E-mail: hchun@sogang.ac.kr

사무국

『産業經濟硏究』(영문제목: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는
(사)한국산업경제학회가 1988년 학회의설립과함께창간한학술지입니다. 연 6회
(짝수달말) 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하여19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産業經濟硏究』(한국연구재단등재지)는 산업경제와경영관련
이론및정책개발을위한학술연구활동과국가경제발전을위한정보개발등산학
협동과학문적교류의결정체입니다.

회 장: 황진수(원광대)

편집위원장: 조상섭(호서대)

편집위원: 

[경제일반및지역경제] 김윤두(건국대), 다니엘김(제주대), 이근재(부산대), 

이용우(영남대), 전성훈(서강대), 주만수(한양대)

[국제경제] 김희호(경북대), 박세운(창원대),  이상학(국민대)

[기술경제] 이영수(한국항공대), 김병운(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ETRI)

[계량분석] 오만숙(이화여대), 이동희(경기대), 한정희(강원대)

[기업경영] GUANMING HE(UNIVERSITY OF WARWICK), 김재희(전북대), 

김진회(대전대), 서지용(상명대), 이덕로(서원대), 이상윤(성공회대), 

황윤용(조선대)

익산시익산대로460 원광대학교경영학부
Tel.063-850-6273     Fax.063-850-6253
Hompage: www.kiea.ne.kr
e-mail:kieasam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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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학회

한국세무학회

편집위원장 : 김영준(고려대)

편집이사 : 윤동열(울산대) 

○투고논문작성요령 : 홈페이지(http://www.kpa1985.or.kr) 

○투고논문제출 : kpaedit2012@gmail.com

한국생산성학회 편집위원회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생산성은4차산업혁명의성패를좌우하는매우중요한요소입니다. 
경제학, 경영학, 공학등다양한분야전공자들의연구결과를발표합니다.

「생산성논집」(영문제목 : Productivity Review)는기업, 산업, 국가차원의다양한
경제단위의모든활동과연계되어있는생산성과관련한내용으로연구, 분석된논
문집으로 주요 주제는 제조/조직/품질/금융/연구개발/서비스 관련 생산성 측정·
평가·향상기법 및 혁신방법/e-business 관련 생산성/정보화 관련 생산성/ERP,
MRP, 생산물류시스템, 업무설계관련생산성등다양한학문영역을다루고있습
니다. 

<세무학연구투고안내>

세무학연구에게재신청하고자하시는분은아래의논문제출처에제출하시면됩니

다. 

편집인(편집위원장)：신승묘교수(인하대학교)

논문제출처：https://kast.jams.or.kr 

E－mail：taxresearch1@hanmail.net

<학회및학술지소개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약

2,800여 명의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본학회는조세법·조세제도·조세정책및세무회계와관련된연구와학술발표

를통하여세무학의발전에이바지하고회원상호간의협력을도모하고있으며, 이

를통해바람직한조세정책및조세행정의수립과집행에기여함으로써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에서발행하는“세무학연구”는1999년 12월한국학술

진흥재단에등재후보로선정된후, 2004년 12월에등재지로선정된대표적인조세

관련전문학술지로서매년3월, 6월, 9월, 12월에발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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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는경제학전분야와여성관련분야를포함하는저널로서, 여성 관

련경제학논문을주요대상으로하는국내최초의학술지입니다. 『여성경제연구』는

2017년까지1년에2회발간되어왔으며2019년부터4회발간을계획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다양한분야를살펴볼수있는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원 장: 민세진(동국대)

부위원장: 변혜원(보험연구원)

위 원: 

윤명수(인하대), 윤미경(가톨릭대), 이종은(세종대), 조인숙(연세대),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희(계명대), 하인혁(Western Carolina University)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는 한국응용경제학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의학회지로서, 경제학및관련분야의다양한문제들을현실과이론의균형

적인시각에서연구한국문및영문논문들을수록하여널리소개하는것에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주병기(서울대학교)

부편집위원장: 송호신(이화여자대학교), 전병힐(한국외국어대학교), 박철범(고려대학교), 

이정민(서울대학교), 이윤수(서강대학교)

편집위원: 

권일웅(서울대학교), 권혁욱(일본니혼대학교), 김정욱(서울대학교), 나원준(경북대학교), 

허 인(가톨릭대학교), 이태석(KDI), 박호정(고려대학교), 김희삼(광주과학기술대학교), 

이수형(서강대학교), 이항용(한양대학교), 박민수(성균관대학교), 이삼호(고려대학교), 

한치록(고려대학교), 허현승(연세대학교), 이홍식(고려대학교), 김수이(홍익대학교), 

류덕현(중앙대학교), 황성하(서강대학교),  윤희숙(KDI국제정책대학원), 

문성만(전북대학교), 서명환(서울대학교), 우석진(명지대학교), 빈기범(명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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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2-880-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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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財政政策論集』(영문제목: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은한국재정정

책학회의등재학술지로서재정정책과관련된연구·조사와발표및보급으로학술

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학술지는 1년에 4회(3월 30일, 6

월30일, 9월 30일, 12월30일) 발간하며,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

여‘재정정책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연중투고가가능하며, 심사가완료되는

가장가까운호에순서대로게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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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원주시상지대길83 (우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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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영문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는재정학·공공경제
학분야의대표적인계간학술지입니다. 1987년부터발간된재정논집과1996년부터
발간된공공경제가통합되어2008년부터발간되고있습니다. 조세, 재정, 복지등전
통재정학의연구주제들뿐아니라, 공공경제학의연구영역확대에따른환경, 교육,
공기업, 공공선택등의다양한분야의연구논문들이게재되고있습니다. 매년, 게재
된논문가운데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재정학연구논문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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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상환(경남대학교), 류덕현(중앙대학교), 

민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오형나(경희대학교), 옥동석(인천대학교), 우석진(명지대학교),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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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2-777-0128 Fax : 02-777-0129 

Homepage : http://www.kapf.or.kr  E-mail : kapf2007@naver.com

mobile web : http://kapf.or.kr/m

사무국

한국중소기업학회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JSBI), the only journal affiliated with Asia Council
for Small Business, is a peer reviewed journal that publishes the highest quality original research
papers on start-up and ventures, small and medium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JSBI was
renamed and restructured in 2013 from the Journal of Entrepreneurship and Venture Studies that
Korea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had published since 1983. JSBI welcomes any
theoretical, conceptual, and empirical articles on broadly defined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in Asia Pacific regions. The journal considers both full research papers and case studies (with
teaching note). The JSBI also welcomes papers that are multidisciplinary or interdisciplinary, as
well as those from traditional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psychology and sociology, that
relate to rigorous studies of small firms. All papers must be submitted via the online system
(http://acoms.kisti.re.kr/journal.do?method=journalintro&journalSeq=J000149).

Editor in Chief : Yong Jin Kim (Sogang University)

Editorial Board Members :
Gyoung-Gyu Choi (Dongguk University), Jay M. Chung (Soongsil University), 
David Matius Gomulya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Yoo-Jin Ha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Il Im (Yonsei University), 
Seonggoo Ji (Hanbat National University), Donghun Joo (Hanyang University), 
Jongkun J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yung-Rok Jung (Kyung Hee University), 
Soo Wook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e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Yong-Hwan Noh (Seoul Women’s University), Jaepil Park (Kunsan National University), 
Michael Park (University of Tennessee at Martin, USA), 
Noriyuki Takahashi (Musashi University, Japan), 
Su-lee Tsai (Fu Jen Catholic University, Taiwan), Jaewon Yoo (Soongsil University), 
Gang Zheng (Zhejiang University, China)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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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Association of Small 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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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韓國地域經濟硏究』(영문제목: JOURNAL OF THE KOREA REGIONAL

ECONOMIC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한국지역경제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지역

경제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2003년 6월에 창간된 연속간행물로서

ISSN(1738-1002)를부여받았으며, 연3회(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용및범위]

1. 지역경제관련각분야의이론및실무적주제를다룬연구

2. 지역경제제도, 지역경제정책, 지역학등에관한연구

3. 기타지역및지역경제학의발전에공헌도가높다고인정되는연구

편집위원장: 김일태(전남대)

편집부위원장: 안기돈(충남대)

편 집 위 원: 

고영구(극동대), 나주몽(전남대), 변재웅(계명대), 서원석(중앙대), 엄수원(전주대), 

이근재(부산대), 홍성효(공주대), 홍성훈(전북대)

편 집 간 사: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935, 201
Tel. 031-269-9600,   Fax. 031-243-9602
https://krea.jams.or.kr
e-mail: krea@daum.net

사무국

질서경제학은 1930년대독일의오이켄(W. Eucken), 뵘(F. Bohm), 및 그로스만-
되르스(H. Grossmann-Doerth)로 대표되는프라이브르크(Freiburg) 대학의 경
제 및 법학자들이 주창한 독일의 경제이념입니다. 그 핵심은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구현하기위해서는시장에의해만들어지는 '자생적질서'로충분한것은아니며, 국
가의역할은경제질서를설립하기위한헌법적원칙을정립하는데국한되어야하고,
국가경제의운용은자유로운시장경제에의해서이루어져야한다는경제이론입니
다. 질서경제학은이러한사회질서의구성원리를분석하는패러다임이며, 행동질서,
행동규칙질서그리고국가질서를연구하는학문이라고할수있습니다. 

(사)한국질서경제학회의요람이며, 창립50주년의순수민간연구원인한국산업개발
연구원(KID)은 대학교수, 연구원 등 오랜 시간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시니어지능
(senior intelligence) 집단이지속적으로국가와글로벌커뮤니티에공헌할수있
게하기위한The World Senior Intelligence Group(www.wsigroup.org) 사무
국의역할을수행하고있습니다. 퇴직을앞둔학회교수님들및전문지식인들의많
은참여를당부드립니다. 또한경영·경제학분야학술단체의사무국주소와사무
국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문의: 한국질서경제학회 사무국 hoon@cau.ac.kr,
WSIG 사무총장백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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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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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현재까지지속적으로연4회발간되고있습니다.   

발 행 인: 이명헌(인하대), 박주헌(에너지경제연구원)

발 행 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편집위원장: 강상목(부산대), 최종두(고려사이버대)

공동편집간사: 이지웅(부경대), 원두환(부산대)

편 집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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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PEC학회

한국EU학회

EUSA-KOREA publishes Korean Journal of EU Studies twice in a year. This journal aims
at analyzing various academic and policy issues related to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The paper to be published should be written either in English or in Korean.

■Editor : Wooseok OK( Incheon National Univ.)

■Managing Editor : Se-Eun JEONG(Chungnam National Univ.)

■Editorial Board
Yeongseop RHEE(Seoul National Univ.), Heung-Chong KIM(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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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hoon HONG(Honam Univ.), Tai-Young HONG(National Defence Univ.), 
Bernadette Andreoso(Univ. of Limerick, Ir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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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APEC Studies (JAS)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APEC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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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s encompassing the domain of APEC and beyond.

Editors-in-Chi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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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ial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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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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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경상논총』(독문: Koreanische Zeitschrift fr Wirtschaftswissenschaften)은
1981년에 창간되어 연 4회 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 경제학과 경영학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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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ic Review
The Korean Economic Review is a general interest English economics journal. Established in
1985, the KER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scholarly journals in Korea. The KER is published
b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twice a year, in June 30 and December 31.
(www.kerevie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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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8 Saemunan-ro 5ga-gil, GwanghwamunPlatinum Bldg., 5th F510 
Jongno-Gu, Seoul  03170, Korea
Tel. 02-3210-2522, 2523   Fax. 02-32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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