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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말씀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참가자여러분반갑습니다. 고르지못한날씨에관악산기슭의학술대회장까지오시느

라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열정에힘입어이틀간에걸친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가커다란

결실을거둘것으로확신합니다. 

한국의경제학계는그동안커다란발전을이루어왔습니다. 경제학자의수가크게늘어났을뿐아

니라연구의양과질이획기적으로향상되었습니다. 우리들의본령인경제학교육역시그어느때

보다내실을다져나가고있습니다. 학교와연구소와정부와언론기관과기업체등에포진한우수한

경제학자들이나라경제의밝은미래를건설하기위해서불철주야진력하고있어마음든든합니다.

이번공동학술대회는우리들이해온그러한노력의결과물을발표하고토론하는공론의장입니다.

각자가지닌편견이나선입관을벗어던지고때로는엄정하게비판하고때로는따듯하게격려하는

것을통해서이번공동학술대회가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다함께노력합시다.

늘그러했듯이우리나라는현재많은어려움에직면해있습니다. 무엇보다도큰문제는경제가활

력을상실한채표류하고있다는점입니다. 정부가이러저러한처방을내놓지만경제가회생할기미

는보이지않습니다. 양질의일자리가좀처럼늘어나지않아서자칫많은청년들이잃어버린세대가

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습니다. 사정이이렇다보니우리사회여기저기에서자본주의시장경제체

제에대한회의론이대두되고있습니다. 

이러한혼돈의시기에우리는오늘과내일에걸쳐서두줄기의밝은빛을만나게됩니다. 제1 그

리고제2 전체회의가그것입니다.

제1전체회의에서는“자유, 사적소유, 경쟁 - 시장경제의자원배분”이라는제목으로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이승훈교수께서주제발표를합니다. 한국을대표하는이론경제학자이신이승훈교

수께서시장경제체제의진수에관해고견을피력하는자리가될것입니다. 이교수님의주제발표를

통해시장경제체제에대해제기되고있는이견들이대부분근거가박약하거나오해에서비롯된것

임을알게될것입니다. 

제2전체회의에서는서울대학교명예교수이신조순교수께서“우리의뉴노멀- 그본질과처방”

이라는제목으로우리나라가따라야할자본주의시장경제의새로운틀이무엇인지밝혀주시게됩

니다. 경제학계의최고원로이신조순교수께서는현재의경제운용방식은이제그효용성을다했으

므로하루라도빨리경제의기초를완전히다시세우는작업에착수하자고호소합니다. 근본적인개

혁을통해경제의기초를바로잡지못하면우리경제가빠른속도로쇠락할수도있다는학계원로

의경고를엄중하게받아들여야하겠습니다.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를조직하고운영하느라수고해주신각학회회장님과실무자여러분

께감사드립니다. 또한한국경제학회를물심양면으로지원해주신기관의관계자여러분께도감사

의말씀을올립니다. 이분들의도움이없었다면학회의정상적인운영과이번의공동학술대회개최

는불가능했을것입니다. 끝으로이틀간에걸쳐서뛰어난논문을발표하고열정적인토론을전개하

고능률적으로사회를맡아주신모든분들께힘찬박수를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 이 지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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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일 정 개 요

09:00 - 09:20 등록 아시아연구소2층로비

09:20 - 10:50 제1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11:00 - 12:30 제2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12:30 - 14:00 오찬 소담마루 (동원생활관2층)

14:00 - 16:30 제1전체회의 아시아연구소2층210호

16:30 - 18:00 제3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18:40 - 20:30 만찬 호암교수회관무궁화홀

2월17일(수) - 서울대학교

09:00 - 09:20 등록 아시아연구소2층로비

09:20 - 10:50 제4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11:00 - 12:30 제5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12:30 - 13:45 오찬 소담마루 (동원생활관2층)

13:45 - 16:30 제2전체회의 아시아연구소2층210호

16:30 - 18:00 제6분과회의 사회과학대학및아시아연구소강의실

2월18일(목) - 서울대학교



회의장배치

시간별 분과회의 내용입니다.
2월 17일(수) 2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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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동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

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A

한국동북아경제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

학회A

한국농식품정책

학회B

한국법경제
학회총회

(12:30-13:00)

104

105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금융정보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경제교육
학회총회

(17:30-18:00)

한국문화경제
학회총회

(15:00-16:00)
한중사회과학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기독교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사회경제
학회총회

(14:00-15:00)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총회
(12:30-13:00)
한국질서경제
학회총회

(09:00-09:20)
한일경상학회

총회
(12:30-13:00)
한국국제통상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및학현학술상시상식

(12:10-13:00)
한국계량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여성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총회
(12:30-13:00)

한국노동경제
학회총회

(12:30-13:30)

한국농업경제
학회임시총회
(10:50-11:10)

한국국제금융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제도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무역보험
학회총회

(12:30-13:00)

한국항만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환경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연구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자원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산업조직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경제통상
학회총회

(18:00-18:30)

국제지역학회
총회

(18:00-18:30)

한국산림경제
학회총회

(17:00-18:00)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

학회A

한국동북아경제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정기총회및이사회
(11:00-12:30)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건설경제산

업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지역경제
학회

(16:00-18:00)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A

한국문화경제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A

한국문화경제

학회B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C

한국금융교육

학회

한국기독교경제

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B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A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C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생산성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독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B

한국유통과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A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B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A

한국국제통상

학회B

한국경제발전
학회B

(11:10-12:10)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유통과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A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B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A

(11:10-12:10)

한국재정정책
학회총회

(18:00-18:30)

“대학원생발표
시상식

(18:00-18:30)

한국금융학회A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

학회A

한국동북아경제

학회B

한국세무학회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
(16:00-)

한국EU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
국
경
제
학
회

주
관

(아
시
아
연
구
소

2
층

210
호)

(14:40
~

16:30)

한국

경제

학회

총회

(14:00~

14:40 

아시아

연구소

2층

210호)

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주

관

(아
시
아
연
구
소

2
층

210
호)

(13:45
~

16:30)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금융정보

학회A

한국금융정보

학회B

한러통상학회

한국경제교육
학회

(13:30-17:30)

한국문화경제
학회

(13:30-15:00)

한중사회과학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무역통상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유통과학회

대학원생발표

세션A

대학원생발표

세션B

대학원생발표

세션C

대학원생발표

세션D

대학원생발표

세션E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대학원생발표

세션F

한국무역통상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B한국재정학회B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제도경제

학회

한국무역보험

학회A

한국무역보험

학회B

한국APEC학회

& EAEA

기술경영경제

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

국제지역학회B

국제지역학회A

한국유통과학회

한국경제통상

학회

한국산업조직
학회A, D

(14:45-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B, E

(14:45-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C, F

(14:45-18:00)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국개발정책
학회

(16:00-18:00)

한국경제학사

학회

한국산림경제
학회

(13:30-17:00)

한국제도경제

학회

한국유통과학회

한국경제통상

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국환경경제

학회A

한국환경경제

학회B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경제사학회

한국무역보험

학회A

한국무역보험

학회B

한국유통과학회

한국경제통상

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국환경경제

학회A

한국환경경제

학회B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경제사학회

106

107

110

111

214

215

216

222

236

237

M203

M208

301

338

349

353

M306

427

404

405

406

407

220

230

240

303

304

406

506

507

512

113

한국동북아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총회
(18:00-18:30)
한국EU학회

총회
(18:00-18:30)

5

* 17일(수), 18일(목) 오찬은소담마루(동원생활관2층)입니다.   
(식권은아시아연구소(101동) 2층로비, 조직위원회본부석에서배포합니다. 오찬시간: 12:00 - 14:00)

* 17일(수) 만찬은호암교수회관무궁화홀입니다. (시간: 18:40 - 20:30)



전체회의 프로그램 안내

제2 전체회의- 한국경제의나아갈길

•주 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일 시 : 2월 18일(목), 13:45 - 16:30  

•장 소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2층210호

•개 회 사 : 유재원(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건국대)

•사 회 : 이제민(연세대명예교수) 

•기조연설 : 조 순(한국국제경제학회초대회장, 서울대명예교수)

“우리의뉴노멀- 그본질과처방”

•발 표 : 김준경(한국개발연구원원장)

“최근의경제현황과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과제”

•토 론 : 백승관(홍익대교수), 송의영(서강대교수), 신관호(고려대교수),

이 근(서울대교수)

제1 전체회의- 시장경제의바른길

•주 관 : 한국경제학회

•일 시 : 2월 17일(수), 14:40 - 16:30  

•장 소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2층210호

•개회사/학회장인사말 : 이지순(한국경제학회회장, 서울대)

•사 회 : 조장옥(서강대)

•기조연설 : 이승훈(서울대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사장)

“자유, 사적소유, 경쟁- 시장경제의자원배분”

•토 론 : 윤창호(고려대명예교수), 이지홍(서울대교수) 

6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18:40 - 20:30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기념연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통화정책적 대응과 평가”



한국경제학회 행사 안내

I. 제1전체회의개최

•개회사/학회장인사말 : 이지순(한국경제학회회장, 서울대)

•주 제 : 시장경제의바른길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14:40-16:30 

•장 소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101동) 2층 210호

•기조연설 : 이승훈(서울대명예교수, 한국가스공사사장), 

“자유, 사적소유, 경쟁- 시장경제의자원배분”

II. 제5회원로석학과의대화개최

•주 제 : 우리의뉴노멀- 그본질과처방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3:45-16:30 

•장 소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101동) 2층 210호

•기조연설 : 조 순(서울대명예교수, 한국국제경제학회초대회장)1)

III. 2015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16년 2월 17일(수), 14:00-14:40

•장 소 : 서울대학교아시아연구소(101동) 2층 210호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 시 : 2016년 2월 18일(목), 16:30-18:00

•장 소 : 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230호, 240호, 304호, 406호, 507호각강의실

•사회및논평 : 김소영(서울대), 김덕파(고려대), 이재원(서울대), 이정민(서강대),  

조성진(서울대), 조성훈(연세대)

•우수논문시상식 : 2016년 2월 18일(목), 18:00-18:30, 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발표논문24편

71) 제2전체회의와공동개최



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512호)

사 회 : 김호범(부산대)

발표1 : 김성남(서울대)

“식민지기초등교육수혜자의사회경제적

특성”

논평1 : 고 선(중앙대)

발표2 : 손일선(동경대)

“일제강점기조선에진출한일본인

약업자에관한연구”

논평2 : 이은희(한국외대)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12호)

사 회 : 차명수(영남대)

발표1 : 이철희(서울대)

“Long-Term Health Consequences of 

Prenatal Exposure to The Korean War”

논평1 : 홍석철(서강대)

발표2 : 이창근(KDI)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Cleansing 

Hypothesis”

논평2 : 박경로(경북대)

경제사학회

국제지역학회

학회별 프로그램 안내 (학회명가나다순)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경제사학회

제3 분과회의A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사 회 : 박석강(전남대)

발표1 : 이근재(부산대), 최병호(부산대)

“수위도시집중과제2 도시의성장”

논평1 : 노경호(대림대), 김요환(단국대)

발표2 : 임양택(한양대)

“‘한국형복지사회’를위한‘최적경제

성장과사회보장’모형”

논평2 : 유인선(수원대), 이철원(경민대)

발표3 : 이순철(부산외대) 

“FTA의공간적파급효과가무역에미치는

영향분석(The Spatial Spillover Effects of 

FTA on Trade)”

논평3 : 황윤섭(경희대), 최국현(중앙대)

발표4 : 김동운(동의대) 

“20세기전반라틴아메리카에서의영국

다국적기업활동: 한면사제조기업의사례”

논평4 : 정기웅(계명대), 김경환(성균관대)

국제지역학회

8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38호)

사 회 : 김영준(고려대)

발표1 : Young Hoon Lee(고려대), 

YoungJun Kim(고려대)

“Analyzing Interaction in R&D Networks 

Using the Triple Helix Method: Evidence 

from Industrial R&D Programs in Korean 

Government”

발표2 : 배성주(연세대), 이현서(연세대)

“Attraction & Engagement: Dual 

Mechanism in National Collaborative R&D 

Projects”

발표3 : 이병헌(광운대), 권지혜(광운대)

“IPO 이후벤처기업의기술학습전략이

장기성과에미치는영향”

발표4 : 임채성(건국대) 

“외국기업R&D 성장요인”

자유토론

제3 분과회의B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5호)

사 회 : 이창원(한양대)

발표1 : 정재호(고려대), 문정빈(고려대), 

조혜진(고려대), 

신지영(고려대아시아경영연구센터)

“Effects of Agglemeration Economies on 

Internationalization”

논평1 : 최원익(단국대), 김병준(강남대)

발표2 : 조갑제(계명대), 김윤민(계명대)

“금융위기기간에외국인투자자가아시아

신흥국주식시장에미친영향”

논평2 : 김흥기(한신대), 김민선(협성대)

발표3 : 김경우(을지대)

“The Domestic and Foreign Environment 

of Reinforcing Activities to Promote North 

Korean Human Right”

논평3 : 이정우(국제통상전략연구원), 

고경민(제주대)

발표4 : 최은미(세종연구소), 

임희정(현대경제연구원), 

김용환(서울미디어대학원대) 

“서울시동부권혁신역량분석”

논평4 : 이의영(군산대), 신범철(경기대)

국제지역학회총회

(17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9



정보통신정책학회아시아금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아시아금융학회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 라운드테이블 : 위안화환율변동과한국의

정책과제

- 주최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사 회 : 하성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

패 널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오정근(건국대), 

김정식(연세대), 

백승관(홍익대), 

박대근(한양대)

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사 회 : 이상용(한양대)

발표1 : 곽주원(경북대)

“Has the Dominant Search Engine, If Any, 

Discriminated against Rival Websites?”

논평1 : 김성환(아주대)

발표2 :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광고기술의발전과방송광고규제: 합리적인

방송광고규제체계를위한시론적논의”

논평2 : 송시강(홍익대)

발표3 : 이상원(경희대), 이선미(KT 경제경영연구소)

“An Empirical Analysis of Tablet PC 

Diffusion”

논평3 : 김민기(KAIST)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사 회 : 김진기(한국항공대)

발표1 : 김도훈(경희대)

“플랫폼속성과경쟁양상”

논평1 : 신민수(한양대)

발표2 : 이홍재(아주대)

“LTE-U 서비스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검토”

논평2 : 권남훈(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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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01동) 215호)

사 회 : 김준형(명지대)

발표1 : 장성일(명지대), 김선철(명지대)

“점포주택의가격결정요인에관한연구

- 삼송·별내택지개발지구를중심으로”

발표2 : 백석기(목원대), 정재호(목원대)

“거시경제요인과공매시장관계”

발표3 : 손용만(광운대), 박태원(광운대)

“서울신촌상권을중심으로한도심상권

재생에관한연구”

논 평 : 백성준(한성대), 고진수(광운대) 

제3 분과회의 (17일16:00 - 18:00·사회과학대학(101동) 215호)

사 회 : 김명수(가톨릭대)

발표1 : 유위성(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해외건설리스크관리방안”

논평1 : 유정호(광운대)

발표2 : 손진수(명지전문대)

“주택선분양시스템의특징및활용방안”

논평2 : 정재호(목원대)

발표3 : 서정진(한성대), 백성준(한성대)

“자기관리리츠의투자환경변화와활용성

제고방안”

논평3 : 김준형(명지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7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01동) 215호)

제3 분과회의 (17일16:0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사 회 : 박명호(한국외대)

발표1 : 이계우(KDI 국제정책대학원)*,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Real-Time Impact Evaluation of a 

Capacity-Building Health Project in Lao 

PDR”

논평1 : 김홍기(한남대)

발표2 : 김정호(아주대)*,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Population Dynamics of Intestinal Worm 

Infection and the Optimal Duration 

Campaign”

논평2 : 정 혁(서울대)

발표3 : 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

“한국형개발모형이성립하는가?”

논평3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4 : 임소영(산업연구원)

“민간지원개발협력프로그램의해외사례

분석과시사점”

논평4 : 임소진(수출입은행)

발표5 : 김종섭(서울대)*, 이재철(서울대)

“Budget Support ODA: The Rationale 

Behind and Its Actual Allocation 

Determinants”

논평5 : 김승년(한국외대)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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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Session I (18일13:30 - 15:30·사회과학대학(101동) 107호)

사 회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1 : 장경호(인하대), 신혜원(서울대대학원)

“중국고등학교‘경제생활’교과서분석

-경제개념의수및탐구활동유형을

중심으로-”

논평1 : 안현효(대구대)

발표2 : 유혜림(서울대대학원)

“사회과금융교육영역의교과서분석

-내용분석과교수학적분석을중심으로”

논평2 : 천규승(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박영석(경인교대), 신혜원(서울대대학원)

“패스트패션융복합프로그램의경제교육

연계성분석”

논평3 : 김진영(한국개발연구원)

제6 분과회의Session II (18일15:50 - 17:30·사회과학대학(101동) 107호)

사 회 : 최종민(전북대)

발표1 : 김상규(대구교대) 

“우리나라산업별민요의경제학적함의”

논평1 : 김진영(강원대)

발표2 : 박세현(충남삼성고)

“경제탐험대활동에서배우는경제”

논평2 : 이소연(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8일17:30 - 18:00·사회과학대학(101동) 107호)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사 회 : 주상영(건국대)

발표1 : 나원준(경북대) 

“Long Run Convergence in a Neo-

Kaleckian Open-economy Model with 

Autonomous Export Growth”

논평1 : 서환주(한양대)

발표2 : 임지선(서울대)

“한국제조기업기술혁신의동태고용효과: 

기업및산업차원의분석”

논평2 : 김혜원(한국교원대)

제5 분과회의A (18일11:10 - 12:1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사 회 : 이제민(연세대)

발표1 : 왕석동(한국외대)

“Revisiting Saemaul Undong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논평1 : 박복영(경희대)

발표2 : 김형기(경북대)

“동아시아발전모델의원형과변형: 일본, 

한국, 중국모델의공통점과차이점”

논평2 : 이일영(한신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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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사 회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발표1 : 김재진(산업연구원)

“한·중·일국제산업연관표작성방안

연구”

논평1 : 권태현(한국은행)

발표2 : 박재운(부산경제진흥원)

“한·중FTA 체결에따른부산경제의

산업별영향분석”

논평2 : 안홍기(국토연구원)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 회 : 심상열(일신회계법인)

발표1 : Satoshi INOMATA(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ETRO)

“Mapping Global Value Chains in East 

Asia”

논평1 : 윤우진(산업연구원)

발표2 : HASHIMOTO Takahiko(Ritsumeikan

University)

“Measurement of Labor Exchange Rate 

through Intermediate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논평2 : 정기호(경북대)

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사 회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발표1 : 정영호(한국은행)

“우리나라의지역산업연관구조: 지역산업

연관표를이용”

논평1 : 김지영(수원대)

발표2 : 이 혁(연세대)

“CGE 모형을이용한외부충격의영향에

대한구조적분석 : 한국경제를중심으로”

논평2 : 이진면(산업연구원)

제5 분과회의B (18일11:10 - 12:10·사회과학대학(16동) M306호)
- 부경대SSK 산업생태계연구팀세션

사 회 : 이기영(경기대)

발표1 : 하봉찬(부경대)*, 김종호(부경대) 

“거래네트워크의지속과단절”

논평1 : 문상영(한경대)

발표2 : 김종호(부경대)*, 하봉찬(부경대)

“거래네트워크와기업수익률”

논평2 : 조현승(산업연구원)

발표3 : 장지상(경북대) 

“거래네트워크와기술혁신”

논평3 : 박규호(한신대)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학현학술상시상식

(18일12:10 - 13:0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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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 회 : 심상열(일신회계법인)

발표1 : Jiyoung Kim(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JETRO)

“Structural Propagation of Productivity 

Shocks: The Case of Korea”

논평1 : 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

발표2 : Makiko Tsukui(Tokyo International 

University)

“The Repercussion Effects of 

Consumption by Chinese and Korean 

Tourist Using the Regional Waste Input-

Output Approach in Kyoto”

논평2 : 조병도(서울과학기술대)

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사 회 : 김지영(수원대)

발표1 : 이용호(산업연구원)

“2012년대·중소기업산업연관표작성과

공공조달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논평1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이헌동(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물세분화산업연관표구축및경제

효과분석”

논평2 : 이진면(산업연구원)

발표3 : 정기호(경북대)

“기술변화에따른산업연관표추정과체화

파급효과분석: 토마토신기술사례”

논평3 : 심상열(일신회계법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8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303호)

사 회 : 윤형호(서울연구원)

발표1 : 이해춘(한국기술교육대)*, 

박경영(성균관대경제연구소), 

김남현(성균관대박사과정) 

“영업시간제한사례를통한유통산업발전

법의효과분석”

논평1 : 권태희(한국고용정보원)

발표2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전병칠(한국기술교육대), 

김효순(한국기술교육대)

“직업훈련시행주체와직업훈련의임금효과”

논평2 : 박경영(성균관대경제연구소)

발표3 : 권태희(한국고용정보원)

“청년층해외취업지원개선방안”

논평3 :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4 : 박경영(성균관대경제연구소)

“정량적정보와정성적정보의자발적공시”

논평4 : 최봉제(청주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사 회 : 이인실(서강대, 전한국경제연구학회장) 

발표1 : 강길성(기획재정부)*, 원용걸(서울시립대) 

“Eurasian Economic Integration and 

Regional Connectivity”

논평1 : 곽노선(서강대) 

발표2 : 곽노선(서강대)*, 임호성(한국은행)

“FTA의물가안정화효과분석”

논평2 : 강길성(기획재정부)

발표3 : 심송보(국방연구원)

“연금수령이노년층의주거점유형태결정에

미치는영향분석”

논평3 : 김경아(중견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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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사 회 : 손수석(경일대)

발표1 : Yang Bai(아주대)

“Pricing Model of Reverse Mortage in 

China”

논평1 : 이우형(계명대)

발표2 : Bin Wan(아주대)

“A Case Study Regarding Saemaul 

Undong”

논평2 : 여택동(영남대)

발표3 :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How Does Labeling Affect Corporate 

Policy - Dividend Policy”

논평3 : 정용훈(인하대)

발표4 : 김상호(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Factor Determinan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ies : A Stochastic 

Frontier Approach”

논평4 : 조장희(제주대)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사 회 : 염명배(충남대)

발표1 : 박진우(국민대)

“대학의임금체계에대한일고찰”

논평1 : 정연호(계명대)

발표2 : 오희장(KMSR)

“대도시주택가소규모점포상호언어유형의

중요영향요인”

논평2 : 정진화(계명대)

발표3 : 박성덕(대구경북연구원)

“네트워크분석을이용한 FTA 발전전략”

논평3 : 박성호(계명대)

발표4 : 이병완(영남대)

“원어민영어교수인력유입의추이, 유형및

결정인자분석: 7대공급국가를중심으로”

논평4 : 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

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303호)

사 회 : 신영수(서울여대, 전한국경제연구학회장)

발표1 : 김상미(충북대)*, 이연호(충북대)

“한국가계부채부실위험결정요인”

논평1 : 유경원(상명대)

발표2 : 유경원(상명대)*, 김기호(한국은행)

“가계부채의리스크요인분석: 경기도

지역을중심으로”

논평2 : 김상미(충북대)

발표3 : 김동운(동의대)

“한국의대규모기업집단: 주요추세및

특징”

논평3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 복지와연금정책

사 회 : 김기흥(경기대, 전한국경제연구학회장)

발표1 : 최병호(서울시립대, 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낡은복지의집을전면재건축하자”

논평1 : 구정모(강원대, 전한국경제연구학회장) 

발표2 : 김용하(순천향대, 전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연금정책”

논평2 : 강성호(보험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7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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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사 회 : 김광수(성균관대)

발표1 : 이상헌(고려대)

“사회계약론의재해석-아담스미스의

관점에서”

논평1 : 김남수(소비자보호원)

발표2 : 조남운(서울대)

“경제학에서의행위자기반모형: 현황과

전망”

논평2 : 이동한(경희대)

발표3 : 권기창(성균관대)

“케인즈의측정철학과단위선정문제”

논평3 :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경제학사학회

한국경제학사학회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사 회 : 김영재(부산대)

발표1 : 박갑제(경남대)*, 강보경(창원대)

“통화정책충격의측정과식별에관한

문헌적고찰”

논평1 : 김종웅(대구한의대)

발표2 : 이근재(부산대)*, 최문규(부산대)

“부산지역제조업혁신생태계와정책적

시사점”

논평2 : 최성관(안동대)

발표3 : 이종문(부산외대)

“러시아대외무역경쟁력분석”

논평3 : 이기동(계명대)

발표4 : 최창곤(전북대)

“지역노동시장의구인구직통계와일자리”

논평4 : 남병탁(경일대)

한국경제통상학회총회

(17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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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C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 계량

사 회 : 한희준(성균관대)

발표1 : 이나경(성균관대)

“A Class of Local Constant Kernel 

Estimators for a Regression in a Besov 

Space”

논평1 : 박상수(고려대)

발표2 : Zongwu Cai(University of Kansas), 

장성연(Xiamen University)*

“Predictive Regressions with a Structural 

Break: Empirical Likelihood Method”

논평2 : 김덕파(고려대) 

발표3 : 김은영(포스텍)

“What Influence Do Consumer 

Sentiments Affect Seoul’s Apartment 

Prices as Nonfundamental Factors?”

논평3 : 한희준(성균관대)

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 거시

사 회 : 김선빈(연세대)

발표1 : 문성만(전북대)

“Decrease in the Growth of Domestic 

Demand in Korea”

논평1 : 김지섭(KDI)

발표2 : 황선웅(부경대)

“Intersectoral Linkages and the Shape of 

Business Cycles”

논평2 : 안지연(경희대)

발표3 : 정국모(Henan University)

“Uncertainty-induced Dynamic 

Inefficiency and Intergenerational 

Redistribution Effects of Inflation”

논평3 : 주동헌(한양대)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 거시

사 회 : 김배근(중앙대)

발표1 : 김소영(서울대), 임근형(한국은행)*

“Endogeneity of Inflation Target”

논평1 : 박강우(방송통신대)

발표2 : 김태봉(아주대), 이한규(동덕여대)*

“Macroeconomic Shocks and Dynamics 

of Labor Markets in Korea”

논평2 : 이동은(고려대)

발표3 : 조수진(Bank of Canada), 심명규(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양희승(Monash University)

“Uncertainty Shocks and Labor Market 

Dynamics”

논평3 : 김광환(연세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 미시

사 회 : 황성하(서강대) 

발표1 : 송 준(성균관대)

“Price-taking in Economics and Games”

논평1 : 서경원(KAIST)

발표2 : 조원기(서강대)

“Stability and the Immediate Acceptance 

Rule When School Priorities are Weak”

논평2 : 이지홍(서울대)

발표3 : 김영철(상명대)

“A Note on Rebranding the Ex-Convicts”

논평3 : 황성하(서강대)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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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유재원(건국대) 

발표1 : 김태봉(아주대) 

“Reconciling Output and Unemployment 

Fiscal Multipliers”

논평1 : 김종희(전북대)  

발표 2 : 조두연(성균관대)*, 

노승화(Louisiana State University)

“Carry Trade Returns and Predicting 

Global Foreign Exchange Volatility in a 

Nonlinear Long Memory Framework”

논평2 : 권경호(연세대) 

발표3 : 최혜린(대외경제정책연구원)

“Knowledge Spillovers through 

Multinational Firms in High-tech and 

Low-tech Industries”

논평3 : 현 석(자본시장연구원)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353호)

사 회 : 김정식(연세대) 

발표1 : 김윤정(서강대)*, 황선호(서강대)

“What Drives Saving-Investment 

Correlations: A Multi-Level Factor 

Approach“

논평1 : 이주용(한국은행)  

발표 2 : 정규철(한국개발연구원) 

“Financial Frictions and Equity Home 

Bias”

논평2 : 이병주(한국은행) 

발표3 : 신꽃비(대외경제정책연구원)

“Bayesian Estimation of a New Open 

Economy Model with Adaptive 

Expectations”

논평3 : 강규호(고려대)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 미시

사 회 : 이지홍(서울대)

발표1 : 안태현(서강대)

“An Analysis of Employment Dynamics in 

Korea: The Role of Temporary Work and 

Self-employment”

논평1 : 이나영(서울대) 

발표2 : 이진혁(고려대)*, 서경원(KAIST)

“Revisiting the Nested Fixed-Point 

Algorithm in BLP Random Coefficients 

Demand Estimation”

논평2 : 송은지(서울대) 

발표3 : 박민수(성균관대), 이상헌(성균관대)* 

“방송통신서비스결합상품시장에서의

공짜마케팅효과”

논평3 : 주하연(서강대)

제5 분과회의C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 계량

사 회 : 송원호(중앙대)

발표1 : 이은희(고려대)*, 한희준(성균관대), 

김창식(성균관대)

“A Triple Regime Stochastic Volatility 

Model with Threshold and Correlation”

논평1 : 강규호(고려대)

발표2 : 최용옥(KDI)

“장수리스크측정과관리방안에대한연구”

논평2 : 김현학(한국은행)

발표3 : Eric Helland(Claremont McKenna 

College), 윤정모(한양대)*

“Estimating Effects of English Rule on 

Litigation Outcomes”

논평3 : 송원호(중앙대)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8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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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 라운드테이블 : 위안화환율변동과한국의

정책과제

- 주최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사 회 : 하성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

패 널 :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오정근(건국대), 김정식(연세대), 

백승관(홍익대), 박대근(한양대)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백승관(홍익대) 

발표1 : 김성훈(한국경제연구원), 문성만(전북대)*, 

Carlos Velasco(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Delayed Overshooting: Is It an 80s 

Puzzle?”

논평1 : 남재현(국민대) 

발표2 : 안지연(경희대)*, 편주현(고려대)

“Does International Debt Market Linkage 

Amplify the Transmission of Real 

Business Cycle During the Crises?”

논평2 : 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

발표3 : 김경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주현(고려대)

“Exchange Rate Regime and Real 

Business Cycle Transmission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논평3 : 이인구(숭실대)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7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양두용(경희대) 

발표1 : 박단비(강원대)

“Monetary Policy, Exchange Rate, and 

Corporate Employment: Evidence from 

before and after the 2008 Financial 

Crisis”

논평1 : 조인숙(연세대) 

발표2 : 주현수(자본시장연구원)

“The Impact of US Exit Policy on 

Emerging Countries”

논평2 : 변혜원(보험연구원) 

발표3 : 김지섭(한국개발연구원) 

“Why Household Debt Held by Korean 

Seniors is Problematic: An International 

Comparison”

논평3 : 안현미(연세대)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53호)

사 회 :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발표1 : 장홍범(수원대)*, 이상헌(성균관대)

“주요국과동아시아의금융연계결정요인

분석”

논평1 : 유복근(한국은행) 

발표2 : 김종권(신한대) 

“세계경기및금융시장의변동성심화가

한국경제에미치는영향연구”

논평2 : 한민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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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이동기(서울대)

발표1 : 조영삼(산업연구원)

“혁신기업의글로벌화현황과정책과제”

발표2 : 장윤종(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정상외교경제활용정책의성과와발전방향”

토 론 : 온기운(숭실대), 오준석(숙명여대), 

윤원석(KOTRA)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53호)

사 회 : 김기홍(부산대)

발표1 : 조재한(산업연구원), 

김지수(고려대박사과정), 

조규림(현대경제연구원)

“Product Heterogenity and Effects of 

FTAs”

논평1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발표2 : 김영일(한양대박사과정), 한홍렬(한양대)

“ODA의개발효과성에관한실증분석연구: 

MDGs 개발목표를중심으로”

논평3 : 조미진(명지대)

발표3 : 김지수(고려대박사과정)

“Foreign Direct Investments, Productivity 

Improvements and Technological 

Proximity”

논평2 : 장용준(경희대)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8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하병기(산업연구원)

발표1 : 이 윤(인천대), 김희국(선문대)

“중력모형을이용한단기수출보험이수출에

미친영향”

논평1 : 김태황(명지대)

발표2 : 김민정(원광대)

“The Effects of Financial Constraint on the 

Export Performance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Microeconomic Evidence 

from Korea”

논평2 : 성한경(서울시립대)

발표3 : 최보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편주현(고려대)

“FDI Spillovers and the Distribution of Firm 

Productivity across Industries: Firms Prior 

Productivity Matters”

논평3 : 장용준(경희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353호)

사 회 : 정 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1 : 이창수(경희대), 정의련(서강대대학원), 

정유미(고려대대학원)

“세계산업연관표를활용한주요국가의

산업경쟁력분석”

논평1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발표2 : 신원규(경희대), 안덕근(서울대)

“Economic Effects of the Legal Ruling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논평2 : 이승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최남석(전북대)

“글로벌가치사슬확장의국내고용효과

분석: 북경현대자동차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논평3 : 곽성일(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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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사 회 : 홍은주(한양사이버대)

발표1 : 김현철(제주발전연구원)

“녹색금융의동향및시사점”

논평1 : 서미숙(성신여대)

발표2 : 안용섭(전금융감독원)

“초·중·고금융교육표준안개정방향”

논평2 : 천규승(KDI)

발표3 : 라윤아(인천연성초등학교)

“초등경제수업프로그램‘원더랜드

만들기’”

논평3 : 장경호(인하대)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사 회 : 김진국(배재대)

발표1 : 안상훈(KDI)

“진입규제와경제의역동성”

논평1 : 김주찬(광운대)

발표2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제도및규제개선의경제성과에대한함의

분석- WEF, GCI제도항목을중심으로”

논평2 : 박정수(산업연구원)

한국규제학회

한국규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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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 금융정책부문

사 회 : 원승연(명지대)

발표1 : 최재령(IBK기업은행)

“중소기업가업승계와상속세부담에대한

실증연구”

논평1 :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발표2 : 임대봉(영남대)

“가계부채와주택가격의관계에관한연구”

논평2 : 윤종문(여신금융연구소)

발표3 : 김홍범(경상대)*, 배준석(한국은행)

“바람직한거시건전성정책체계의모색”

논평3 : 김명현(고려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 거시통화/국제금융부문

사 회 : 신관호(고려대)

발표1 : 이창민(서울대)*, 이한식(서강대)

“소파동다중상관관계(wavelet multiple 

correlation) 분석을이용한지역별주식시

장의상호연관성분석”

논평1 : 김배호(고려대)

발표2 : 김정현(조선대)

“Evidence and Determinants of Consumer 

Sentiment as a Leading or Coincident 

Indicator of Economic Activity”

논평2 : 서성원(아주대)

발표3 : 서상원(중앙대)

“Sudden Stops of Capital Flows to 

Emerging Markets: A New Prediction 

Approach”

논평3 : 임태훈(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사 회 :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박혜현(고려대), 김배호(고려대)*, 

심형섭(UNIST) 

“A Smiling Bear in the Equity Options 

Market and the Cross-section of Stock 

Returns”

논평1 : 윤선중(동국대)

발표2 : 김누리(한양대)*, 박무정(한양대), 

한상전(한양대) 

“기업간신용거래에대한실증연구: 신용

공여의결정요인및기업가치에의영향”

논평2 : 박재성(중소기업연구원)

발표3 : 박종성(대성산업가스), 여은정(중앙대)*

“기업지배구조가신용등급에미치는영향: 

글로벌금융위기전후차이를중심으로”

논평3 : 배영수(서울시립대)

제6 분과회의B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사 회 : 박창균(중앙대)

발표1 : 권재현(자본시장연구원) 

“Measuring Competition in the Korean 

Securities Industry”

논평1 : 강경훈(동국대)

발표2 : 남수중(공주대)*, 오대원(한남대)

“An Empirical Analysis on RMB 

Internationalization”

논평2 : 허 인(가톨릭대)

발표3 : 빈기범(명지대)*, 이원섭(가람애널리틱스), 

이상민(경기연구원) 

“역내외원화가치의현물환및파생상품

거래에의한가격발견에관한연구”

논평3 : 김현학(한국은행)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8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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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 금융정책부문

사 회 : 송수영(중앙대)

발표1 : 최 성(남서울대)*, 

김미주(한국인터넷진흥원), 

신영상(한국인터넷진흥원), 

이태진(한국인터넷진흥원)

“현금없는사회를위한‘클라우드핀테크’

금융IT 정책”

논평1 : 이영환(건국대)

발표2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정현재(예금보험공사)

“인터넷전문은행의도입과예금보험제도에

의함의”

논평2 : 김창기(고려대)

발표3 : 원승연(명지대)*, 김정욱(서울대)

“가계부채와소득계층이동”

논평3 : 최바울(한국개발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 거시통화/국제금융부문

사 회 : 백웅기(상명대)

발표1 :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박승록(한성대)

“엔저의근린궁핍화효과분석”

논평1 : 김정현(조선대)

발표2 : 곽노선(서강대)*, 김원혁(서강대)

“글로벌금융위기전후한국통화정책반응

함수의변화분석”

논평2 : 이재원(서울대)

발표3 : 이근영(성균관대)*, 김남현(성균관대)

“금리와주택가격”

논평3 : 고우화(KAIST)

2/18(목) 오전, 한국금융학회제4분과회의(A, B) 및

제5분과회의(A, B, C) 진행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 금융기관부문

사 회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박양신(산업연구원)

“매칭모델을이용한은행합병결정요인과

시장경쟁”

논평1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조태근(IBK기업은행)

“은행의 forward-looking 자산-부채관리와

부채구조”

논평2 : 박양수(한국은행)

발표3 : 김지영(가톨릭대)*. 이상철(한국은행)

“가계부채변수의가계소비에미치는영향

분석”

논평3 : 김누리(한양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 파생상품/위험관리부문

사 회 : 이채언(전남대)

발표1 : 윤재진(AMPLUS 자산개발)

“실물자산투자를통한환위험헷지에관한

연구: 달러환위험헷지를중심으로”

논평1 : 임형준(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이채언(전남대)

“마르크스주의화폐금융이론에관한연구”

논평2 : 김공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발표3 : 임형준(한국금융연구원)*, 박창균(중앙대)

“Determinants of SME Growth: Quantile 

Regression with Sample Selection”

논평3 : 박성용(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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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 재무자본시장부문

사 회 : 고광수(부산대)

발표1 : 박혜현(고려대)*, 박경서(고려대)

“Overnight Strategy of Day-traders: An 

Empirical Study from the Korea Stock 

Exchange”

논평1 : 이지은(한국은행)

발표2 : 고광수(부산대)*, 오 명(부산대), 

옥기율(부산대)

“나쁜베타와좋은베타에대한재조명”

논평2 : 박춘성(한국금융연구원)

발표3 : 조대형(국회입법조사처)*, 

최경욱(서울시립대)

“주식시장의동태적전이효과에대한연구: 

한국과미국의사례”

논평3 : 박혜현(고려대)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5호)
- 국제금융연구회

사 회 : 윤정선(국민대)

발표1 : 김윤민(계명대)

“Behavioral Biases in The Korean Foreign 

Exchange Market during Global 

Financial Crisis”

논평1 : 박하일(경희대)

발표2 : 조두연(성균관대)

“Reinvestigating the Persistence of the 

Forward Premium in the Joint Presence 

of Nonlinearity, Asymmetry, and 

Structural Changes”

논평2 : 정민수(연세대)

발표3 : 박하일(경희대)*, Marie-Louise 

Djigbenou-KRE(Banque de France)

“The Effects of Global Liquidity on Global 

Imbalances”

논평3 : 김윤민(계명대)

제5 분과회의C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 금융산업조직연구회

사 회 : 이병윤(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강경훈(동국대)*, 배영수(서울시립대)

“은행의임원진교체패턴과경영성과에

대한실증연구”

논평1 : 여은정(중앙대)

발표2 : 윤경수(대구대)*, 

전주용(한국은행경제연구원)

“Liability, Information, and Anti-fraud 

Investment in a Layered Retail Payment 

Structure”

논평2 : 한재준(인하대)

발표3 : 김순호(부경대)

“New Liquidity Risk in a Multi-period 

Investment Horizon”

논평3 : 전주용(한국은행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사 회 : 이홍구(건국대) 

발표1 : 김회권(숭실대)

“고대근동의사회적형평법의빛아래서

본구약의희년사상”

논평1 : 유경문(서경대)

발표2 : 황의서(서울시립대)

“아담스미스의도덕감각(moral sentiments)

와밀의도덕감정(moral feelings)”

논평2 : 김태황(명지대)

발표3 : 백웅기(상명대)

“우리나라의정부신뢰조사와시사점”

논평3 : 조성봉(숭실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8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사 회 : 류재우(국민대)

발표1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비정규직함정, 어떤모습인가?”

논평1 : 박철성(한양대)

발표2 : 김정호(아주대)

“중국과의교역확대가한국노동시장에

미친영향”

논평2 : 김세움(한국노동연구원)

발표3 :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손경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공계박사학위자에대한정부재정지원

이교육및연구활동에미치는영향”

논평3 :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37호)

사 회 :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발표1 : 이철희(서울대), 

이에스더(서울대박사과정), 

황지수(한국외대)

“Parental Son Preference, Gender Role 

Attitudes, and Housework Sharing in 

Korea”

논평1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2 : 조성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부의시간배분결정요인: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논평2 :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3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The Effects of Education-Job Mismatch 

on Wages among PhD Graduates in 

Korea”

논평3 : 조현국(영남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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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사 회 :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발표1 : 이정민(서강대), 황승진(서강대박사과정)

“최저임금인상의고용효과”

논평1 : 황지수(한국외대)

발표2 : 전병칠(한국기술교육대대학원생),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어수봉(한국기술교육대), 

김효순(한국기술교육대대학원생)

“직업훈련의임금효과”

논평2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3 : 박우람(KDI), 백지선(KDI)

“How Does the Impact of Tobacco Control 

Policies Evolve Over Time?: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3 : 김세익(고려대)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37호)

사 회 : 강순희(경기대)

발표1 : 김혜원(한국교원대)

“학교선택제와지역분리”

논평1 : 최형재(고려대)

발표2 : 김영철(상명대)

“행복은성적순이아니잖아요?: 

‘학력(학벌)’의비경제적효과추정”

논평2 : 장수명(한국교원대)

발표3 : 조인숙(연세대), 배재근(연세대)

“사교육비용과시간이학업성취에

미치는영향”

논평3 : 김영일(서강대)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및배무기학술상시상식

(17일12:30 - 13:3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사 회 : 양병우(전북대) 

발표1 : 이동현(경남평생교육진흥원), 

김성용(경상대), 이영만(경상대) 

“농촌형커뮤니티비즈니스의사회경제적

가치평가”

논평1 : 이상호(영남대) 

발표2 : 최재현(고려대), 한두봉(고려대) 

“Structural Changes and Pass-Through of 

Global Grain Prices on the Korean Food 

Markets”

논평2 : 김화년(삼성경제연구원) 

발표3 : 최경인(고려대), 한두봉(고려대) 

“국제쌀가격의장기균형관계분석-공적분

검정과인과검정을중심으로”

논평3 : 김승규(경북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15호)

사 회 : 김 호(단국대) 

발표1 : 김건아(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중도매인신용평가지표개발 :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를중심으로”

논평1 : 이병훈(강원대) 

발표2 : 김상덕(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양승룡(고려대) 

“농산물출하경로선택에대한연구(상장 vs. 

상장예외)”

논평2: 김윤형(전남대) 

발표3 : 임인섭(농촌진흥청), 이철희(농촌진흥청)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이후농업

법인의부채비율과경영성과에관한연구”

논평3 : 신용광(농수산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임시총회및이사회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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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사 회 : 이태호(서울대)

발표1 : Zhang Shubo(고려대)

“Dynamic Impacts of Chinese Soybean 

Price by Grain Policy Regime Changes”

논평1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임보람(고려대)

“The Asymmetric Response of Korea 

Gasoline Price to Changes in Crude Oil 

Price”

논평2 : 김현석(경북대)

발표3 : 한보현(고려대)

“자유무역확산에따른무역네트워크

분석-농산물교역을중심으로”

논평3 : 이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4 : 이춘수(고려대)

“정산회사수수료율개선방안”

논평4 : 홍승지(충남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22호)

사 회 : 한두봉(고려대)

발표1 : 최종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컨조인트와Bass 확산모형을이용한

즉석밥소비자선호분석과수요예측”

논평1 : 박재홍(영남대)

발표2 : 김원정(경북대)

“시계열분석을통한우리나라금리, 

주가와부동산가격의상호관계분석”

논평2 : 김배성(제주대)

발표3 : 허정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The Demand for Winery Tourism in North 

Carolina, Virginia and New York”

논평3 : 김태영(경상대)

발표4 : 정원호(부산대)

“농가의심지수를활용한직불금이행점검

효율화방안”

논평4 : 김미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사 회 :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1 : 김민정(경북대)

“교토의정서가CO2 배출에미치는영향

분석-Annex B 국가를중심으로”

논평1 : 정학균(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임시총회

(17일10:50 - 11:1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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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사 회 : 박상수(충북대)

발표1 : 임양택(한양대)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EA)를위한

‘동북아평화조약’제안”

논평1 : 최준환(강릉원주대)

발표2 : 백 훈(중앙대)

“동북아오일허브: 동북아협업신구상”

논평2 : 서창배(부경대)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사 회 : 남수중(공주대)

발표1 :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조선의【문인】제도를통한대마도통치사

고찰”

논평1 : 이종운(극동대)

발표2 : 최명철(제주한라대)

“한국과중국에서직무가치와조직성과

간의관계연구”

논평2 : 김완중(동아대)

제3 분과회의A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사 회 : 백 훈(중앙대)

발표1 : 최보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일의비관세조치가실제각국의

무역에미친영향”

논평1 : 박호신(가톨릭관동대)

발표2 : 홍승린(한성대)

“물류업(자)의서비스제고와실태에관한

고찰-일본의사례를중심으로”

논평2 : 박영태(동의대)

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사 회 : 이두원(연세대)

발표1 : Samarukha Victor(Science of Russian 

Federation), Shim Ui Sup(Myongji 

University)*

“About Carrying out Economic Reform in 

the Newest History of Russia”

논평1 : 송재두(중원대)

발표2 : Tomohiko Kawaguchi(Nihon University)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분석- 2015.12-

2016.1”

논평2 : 이홍배(동의대)

발표3 : Shiro Mineta(Waseda University)

“Multi-layered Regional Formation and 

Power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Scales - A Case of Regional Policy of 

Yunnan Province, China”

논평3 : 홍승린(한성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사 회 : 이종철(중앙대)

발표1 : 김성순(단국대)

“FDI유입이중국지역경제성장에미치는

영향에관한실증분석”

논평1 : 이혁구(배재대)

발표2 : 위 양(부산대석사과정) 

“중국에너지소비와실질GDP간에관계

분석”

논평2 : 김 욱(건국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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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사 회 : 오원석(성균관대)

발표1 : 한기문(한남대)

“우리나라상사조정제도의발전방향에

관한연구”

논평1 : 유병욱(목포대), 임목삼(원산지정보원)

발표2 : 김용일(한국교통대)

“ICSID 중재판정의취소절차에관한소고”

논평2 : 이병문(숭실대), 김재성(배화여대)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5호)

사 회 : 김희국(선문대)

발표1 : 박세운(창원대)

“은행보증에서인정션”

논평1 : 최미수(서울사이버대), 하영태(한양대)

발표2 : 이 혁(연세대), 김용균(연세대)

“외부충격이국제무역에미치는영향 : 

연산가능일반균형분석(CGE Model)을

이용한분석”

논평2 : 윤상철(단국대), 박세훈(상지대)

제3 분과회의B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정미경(성균관대)

“The Externality Effects of the Strategic 

R&D Choices under Intra-industry Trade”

논평1 : 최준환(강릉원주대)

발표2 : 김상욱(배재대)

“중국의문화제조업과문화서비스업의

지역별상대적효율성비교”

논평2 : 문익준(국민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7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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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사 회 : 김용길(원광대)

발표1 : 박영준(단국대), 정 웅(경찰대)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의법적

문제점에관한연구”

논평1 : 이영종(가톨릭대), 유주선(강남대)

발표2 : 심의섭(명지대)

“한-몽간경제및무역증진방안에관한

연구”

논평2 : 박광서(건국대), 한재필(숭실대)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5호)

사 회 : 박문서(호원대)

발표1 : 최문성(동국대)

“미국 ICT 산업의표준특허가치추정”

논평1 : 김경희(신한대), 김태환(중앙대)

발표2 : 이제홍(조선대)

“미국소비자의한국이미지와한국제품

브랜드인지에관한연구”

논평2 : 한수범(신한대), 정성훈(동국대)

한국무역보험학회총회

(17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사 회 : 박형래(강릉원주대)

발표1 : 성현정(부산대)*, 김석수(부산대)

“환경요인이공급망관리활동에미치는

영향: 기업문화의조절작용을중심으로”

논평1 : 정연봉(연성대), 원동환(덕성여대)

발표2 : 박석호(목포대)

“한국조선산업의생산성비교”

논평2 : 박형래(강릉원주대), 김석수(부산대)

발표3 : 김홍률(동서대)

“한중무역기술장벽(TBT) 규모추정과한중

FTA의시사점”

논평3 : 박석호(목포대), 심준구(건국대)

발표4 : 박형래(강릉원주대)

“외국물품으로서의수입견본품에대한

과세적정성에관한연구”

논평4 : 김홍률(동서대), 이주석(한국해양대)

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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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B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353호)

사 회 : 정홍열(한국해양대)

발표1 : 김우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연성(덕성여대)

“Imitation, Technology and Firm 

Performance: The China Case”

논평1 : 홍재성(경인여대), 곽영암(신한대)

발표2 : 홍길종(강원대)

“원산지제도의상호연관성분석을통한

FTA 대응전략- 강원도자동차부품산업

을중심으로-”

논평2 : 김창범(전남대), 정재승(단국대)

발표3 : 라공우(제주대)

“지역별수출신용장의실태분석을통한

제조건의특징및시사점연구”

논평3 : 곽영암(신한대), 홍길종(강원대)

발표4 : 임재욱(한국해양대)

“동북아시아경제협력방안에관한고찰”

논평4 : 조연성(덕성여대), 김창범(전남대)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 일반논문세션

사 회 : 유승호(강원대)

발표1 : 허 식(중앙대), 윤수영(중앙대)    

“문화예술종사자의노동공급특성”

논평1 : 서영덕(추계예대)

발표2 : 전승훈(대구대), 김 진(동덕여대)

“문화지출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논평2 :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 신진학자및대학원생세션

사 회 : 심상민(성신여대)

발표1 : 김진옥(전북대)

“문화관광시설의방문수요함수추정”

논평1 : 이창진(성균관대)

발표2 : 김진아(전남대)

“예술가의지속가능한작품활동은무엇으로

가능한가? 퍼포먼스예술가김광철사례를

중심으로”

논평2 : 서우석(서울시립대)

발표3 : 신혜선(오하이오주립대) 

“문화예술연구에서혼합연구방법론의실용: 

사회과학적관점을중심으로”

논평3 : 김인설(전남대)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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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1:0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사 회 : 홍동표(법무법인광장)

발표1 : 나영민(경찰청)

“민간조사업관리정책의왜곡현상과

개선방향”

논평1 :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김인숙(한국소비자원) 

“FTA에대한소비자평가- 한EU, 한미, 

한중중심으로-”

논평2 : 정용균(강원대) 

발표3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Regulatory Shift from Entrusted Market 

Discipline to Strict Regulatory Discipline in 

the Aftermath of Global Financial Crisis: 

Regulatory Over-shooting or Right-

shooting?”

논평3 : 황순주(KDI)

발표4 : 최준규(한양대) 

“단기수출보험의법률관계에관한고찰”

논평4 : 김태진(고려대)

제2 분과회의 (17일11:15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사 회 : 윤진수(서울대)

발표1 : 주진열(부산대)

“시장지배적지위남용관련현대자동차

사건에대한비판적고찰- 대법원2010. 

3. 25 선고 2008두7465 판결-”

논평1 : 윤경수(대구대)

발표2 : 조성익(KDI)

“도서정가제의경제적효과”

논평2 : 권재현(자본시장연구원)

발표3 : 오정일(경북대)

“법경제학의이론적기초에관한소고: 

포즈너효율성의개념과적용”

논평3 : 곽주원(경북대)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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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 패널세션 : 한국학중앙연구원 기획세션‘창의적 농

촌경제활성화를위한정책모형개발’

사 회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패 널 : 구문모(한라대), 서우석(서울시립대),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남정숙(성균관대)

제6 분과회의 (18일13:30 - 15:0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 패널세션 : 한국문화경제학회 미래전략위원회 기획

세션‘문화융성과경제성장’

사 회 : 손원익(전한국문화경제학회회장)

패널1 : 김 진(동덕여대)

“문화융성과경제성장-기존연구의검토

및확장”

패널2 : 구문모(한라대)

“창의고용과경제성장”

패널3 : 김재범(성균관대)

“문화융성과창조경제: 문화와경제의

공진화”

토 론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정헌일(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성(인하대), 안성아(추계예대), 

신두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8일15:00 - 16:0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보건대학(221동) 113호)

사 회 : 양채열(전남대)

발표1 : 이철희(서울대)

“Income, Health, and Suicide: Evidence 

from Micro Panel Data in Korea”

논평1 : 정완교(한림대)

발표2 : 이진형(성균관대)

“The Impact of Outsourced Health 

Information Technology on Hospital 

Productivity”

논평2 : 강성욱(대구한의대)

발표3 : 홍석철(서강대)

“The Socioeconomic Gradient in the 

Inheritance of Longevity: A Study of 

American Genealogies”

논평3 : 김윤희(국회예산정책처)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보건대학(221동) 113호)

사 회 : 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1 : 홍정림(서울대)

“암보장성강화정책이의료이용및건강성

과에미친효과”

논평1 : 정설희(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2 : 김정덕(일산병원연구소)

“‘급여결정신의료기술’이건강보험

급여율및재정에미치는영향”

논평2 : 배은영(경상대)

발표3 :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Impacts of Health ODA on Child Mort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Health ODA Strategies”

논평3 : 김태현(연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 특별패널토론세션 : 법학전문대학원의현재와미래

사 회 : 고학수(서울대)

발 표 : 김두얼(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의현재와미래”

패널토론 : 황승흠(국민대), 천경훈(서울대), 

홍성수(숙명여대), 한순구(연세대)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7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33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303호)

사 회 : 박제훈(인천대)

발표1 : 김창모(산업연구원)

“체제전환과자녀수요의변화”

논평1 : 김민정(서강대)

발표2 : 이성섭(숭실대)

“경험주의의경제학과관계교환”

논평2 : 김병연(서울대)

발표3 : 김병연(서울대)

“북한이탈주민의남한사회적응결정요인”

논평3 : 정승호(한국은행)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사 회 : 박지웅(영남대)

발표1 : 김어진(경상대)

“대안사회경제에서의소비”

논평1 : 이정구(노동자연대)

발표2 : 신정완(성공회대)

“1990년대이후한국사회의대안적체제

모델논의와스웨덴모델”

논평2 : 이병천(강원대)

발표3 : 하태규(경상대)

“대안사회경제의소유형식-역사적

사례평가”

논평3 : 장귀연(경상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37호)

사 회 : 양준호(인천대)

발표1 : 김명록(경성대)

“마이크로파이낸스는신자유주의

첨병인가?”

논평1 : 박종현(경남과기대)

발표2 : 한상규(경상대)

“노동대중의채무자화에대한비판적고찰”

논평2 : 정구현(경상대)

발표3 : 고민창(원광대)

“포스트케인지언성장모형에서노동자

저축과금융의역할”

논평3 : 이상헌(고려대)

발표4 : 김동운(동의대)

“BNK금융그룹: 현황및전망”

논평4 : 채지윤(금융경제연구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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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사 회 : 조원희(국민대)

발표1 : 정성기(경남대)

“한국의산업화와낡은‘사회없는경제학’의

종말?: 경남창원국가공단/창원시전사를

중심으로”

논평1 : 양준호(인천대)

발표2 : 홍장표(부경대)

“기업간거래네트워크와산업생태계”

논평2 : 주 현(산업연구원)

발표3 : 유철규(성공회대)

“한국금융의개혁과제: 박근혜정부의금융

개혁평가와관련하여”

논평3 : 정승일(사민주의센터)

발표4 : 강병구(인하대)

“복지국가모델의구성과한국의재정계획”

논평4 : 정세은(충남대)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37호)

사 회 : 송원근(경남과기대)

발표1 : 안현효(대구대)

“인지에적용된공유자원패러다임: 

기본소득의가치론적기초”

논평1 : 조정재(경북대)

발표2 : 신종화(인천대)

“롤즈(Rawls)와기본소득”

논평2 : 조현진(서울시립대)

발표3 : 곽노완(서울시립대)

“공유도시와도시의기본소득”

논평3 : 금 민(정치경제연구소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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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사 회 : 이채언(전남대)

발표1 : 홍 훈(연세대)

“신고전파경제학의합리성과경제위기”

논평1 : 이상훈(한남대)

발표2 : 박만섭(고려대)

“비주류경제학의연구동향과쟁점”

논평2 : 이상헌(고려대)

발표3 : 정성진(경상대)

“마르크스경제학과현대자본주의론의쟁점”

논평3 : 김성구(한신대)

발표4 : 조복현(한밭대)

“비주류화폐-금융이론과경제위기”

논평4 : 김정주(한양대)

제6 분과회의B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237호)

사 회 : 박도영(한국교원대)

발표1 : 최민식(이화여대)

“실험경제와경제교육”

발표2 : 최정규(경북대), 박용진(코네티컷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대안적경제학교육프로젝트로서의

Core-econ Project”

발표3 : 류동민(충남대), 주상영(건국대)

“우울한경제학의귀환”

발표자상호토론

한국사회경제학회총회

(18일14:00 - 15:0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제4, 5 분과회의 (18일09:2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12호)

사 회 : 이정우(인제대) 

발표1 : 김원섭(고려대)

“기초연금도입과한국노후소득보장제도의

구조적개혁방안”

논평1 : 김상철(한세대)

발표2 : 강영숙(군산대)

“에너지소비불평등에대한탐색적연구 : 

에너지빈곤층을위한에너지바우처

기준선적정성에초점을두고”

논평2 : 박은철(서울연구원)

발표3 :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민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적배제의원인분석: 퍼지셋질적

비교분석(fsQCA)을활용한OECD 국가

비교연구”

논평3 : 손병돈(평택대)

발표4 : 나병균(한림대)

“로베르카스텔의임금사회와복지국가

위기에대한일고찰”

논평4 : 손동기(한국외대EU연구소)

제3 분과회의 (17일13:30 - 17: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 회 :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1 : 김오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리가중회귀모델을이용한천연라텍스

산출량요인분석: 중국운남성시솽반나를

중심으로”

논평1 : 손학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박소희(서울대), 윤여창(서울대), 

김민경(서울대), 김이연(서울대), 

김래영(서울대), 문이만(서울대), 

이준영(서울대)

“서울대학교남부학술림인근지역주민들의

학술림생태계서비스에대한만족도분석”

논평2 : 김민희(전남대)

발표3 : 안현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Evaluating Forest Carbon Sequestration 

and Optimal Harvesting Decision using 

Real Option approach”

논평3 : 권오복(한국임업진흥원)

발표4 : 김민경(서울대), 박소희(서울대), 

박선영(서울대), 윤여창(서울대),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자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주민참여를통한국유림관리에관한

연구- 국유림의보호협약에의한임산물

양여제도를중심으로-”

논평4 : 최인화(강원대)

한국산림경제학회

한국산림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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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22호)

사 회 : 송인암(대전대)

발표1 : 박성훈(조선대)

“대리인경합vs. 경기자경합”

논평1 : 김윤두(건국대)

발표2 : 박일수(강원대)

“채소류의판매구조변화및공산품화를

통한지역소득증대방안”

논평2 : 김종섭(강원대)

발표3 : 김은영(한국기술교육대), 

지일용(한국기술교육대)

“중소기업관점에서의혁신환경에관한연구”

논평3 : 홍정주(부경대)

발표4 : 정태윤(창원대), 박세운(창원대)

“조망권이주택가격에미치는영향에대한

연구”

논평4 : 김영구((주)크로스비즈경영전략원)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22호)

사 회 : 조상섭(호서대)

발표1 : 성태경(전주대), 이정상(전주대)

“농식품분야와 ICT 접목을통한창업기회

도출: 전북지역의사례를중심으로”

논평1 : 김성호(협성대)

발표2 : 이재형(우석대), 김연규(한양대)

“The Effect of Corruption on Energy 

Intensity and the Analysis of Outlying 

Countries in East Asia”

논평2 : 서대교(건국대)

발표3 : 정경화(목포대)

“국내가스시장구조와시장경쟁에관한

이론적연구”

논평3 : 박성훈(조선대)

발표4 : 김종섭(강원대)

“해외인력수출이산업발전에미치는영향: 

연변지역사례”

논평4 : 박영기(강릉원주대)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발표5 : Nur Adi Saputra(영남대), 

Yohan Lee(영남대)

“Valuing Ecotourism with an Application of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A Case 

Study in Palutungan Resort, Gunung 

Ciremai National Park, Indonesia”

논평5 : 김준순(강원대)

발표6 : 윤병선(전남도청), 안기완(전남대)

“숲속의전남Project에대한지방산림정책

의의”

논평6 : 박미선(서울대)

발표7 : 우희성(Humboldt State University)

“The Effect of Felling Method on Grapple 

Yarding Timber Productivity”

논평7 : 이요한(영남대)

한국산림경제학회총회

(17일17:0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37



제3 분과회의C (17일14:45 - 16:15·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사 회 : 손상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1 : 김동운(동의대)

“재벌오너일가의소유지배: 한진그룹의

사례”

논평1 : 신원규(경희대)

발표2 : 이진국(KDI)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의경제적

효과에관한연구: 두부산업을중심으로”

논평2 : 조성익(KDI)

발표3 : 박경영(성균관대)*, 김남현(성균관대), 

이해춘(한국기술교육대)

“대형마트와전통시장간의상생분석: 

게임이론적접근”

논평3 : 정진화(계명대)

발표4 : 조수미(전남대)*, 이상호(전남대) 

“Social Enterprise, Subsidization and 

Market Leadership”

논평4 : 윤경수(대구대)

제3 분과회의D (17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사 회 : 신혁승(숙명여대)

발표1 : 백명호(한양대)*, 

Bernard Black(Northwestern), 

David Hyman(Illinois)

“Damage Caps and Defensive Medicine, 

Revisited”

논평1 : 주하연(서강대)

발표2 : 최동욱(KDI)

“Internet Advertising with Information 

Congestion: An Empirical Investigation”

논평2 : 박민수(성균관대)

발표3 : 문성배(국민대)

“신생혁신기업(Young Innovative 

Companies)의혁신성과에관한실증분석”

논평3 : 백지선(KDI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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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7일14:45 - 16:15·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사 회 : 홍동표(법무법인광장)

발표1 : 이상승(서울대)

“Competition Law Responsibilities of 

FRAND Encumbered SEP Owners”

논평1 : 강사웅(한동대)

발표2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미국인터넷전문은행사업성과결정요인

분석”

논평2 : 전주용(한국은행)

발표3 : 이승규(김·장법률사무소)*, 

정영진(김·장법률사무소), 

임영식(김·장법률사무소)

“정보교환행위와담합의판정- 라면담합

건대법원판결에대한법경제학적고찰”

논평3 : 진양수(성신여대)

제3 분과회의B (17일14:45 - 16:15·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사 회 : 정인석(한국외대)

발표1 : 김정유(경희대), 권준엽(포항공대)*

“Guaranteed Lowest Prices: Do They 

Facilitate Collusion?: Revisited”

논평1 : 박재옥(연세대)

발표2 : 조명환(성균관대)

“Investor’s Information Sharing with Firms 

in Oligopoly”

논평2 : 곽주원(경북대)

발표3 : 최강식(부산대)*, 이동준(나고야상과대)

“Do Firms Choose Over-Capacity or 

Under-Capacity in a Vertical Structure?”

논평3 : 문성배(국민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제3 분과회의E (17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사 회 : 왕규호(서강대)

발표1 : 채수찬(KAIST)

“Diagnostic Market without and with Health 

Insurance”

논평1 : 주병기(서울대)

발표2 : 김철영(연세대)

“Judge’s Gate-Keeping Power and 

Deterrence of Negligent Acts: An 

Economic Analysis of Twombly and Iqbal”

논평2 : 방세훈(이화여대)

발표3 : 김 진(동덕여대)

“Cartelling over Cournot: A Mechanism 

Design Approach”

논평3 : 권남훈(건국대)

제3 분과회의F (17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사 회 : 김영산(한양대)

발표1 : 정진화(계명대), 이윤석(계명대)

“음주와범죄:실증적인증거와정책효과

비교를중심으로”

논평1 : 이진국(KDI)

발표2 : 전현배(서강대), 허 정(서강대), 

김도영(서강대), 손녕선(서강대)*

“Cross-Border Vertical Integration and 

Technology: New Evidence for Property 

Rights Theory”

논평2 : 이태의(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라정주(중견기업연구원), 신원규(경희대)*

“금융이중소기업에서중견기업으로의

성장에미치는영향”

논평3 : 송은지(서울대)

발표3 : 양준석(성균관대)

“출점거리제한에대한연구: 대형프랜차이

즈가인근제과점폐업에미치는효과”

논평4 : 민세진(동국대)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7일18:00 - 18:3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M203호)

사 회 : 김현철(군산대)

발표1 : 손정민(연세대경영연구소), 이한근(연세대)

“Mobile Demand of Innovator Versus 

Follower”

논평1 : 정연승(단국대)

발표2 : 노원희(고려대), 정연승(단국대)

“복수유통채널내적극적기회주의와

소극적기회주의통제메커니즘에대한

연구- 자동차유통채널을중심으로”

논평2 : 김준엽(경희대) 

발표3 : Xiao Jiannan(경희대), 김준엽(경희대)

“Electronic Information Industry Cluster 

and Its Impact of Chengdu Regional 

Development Model”

논평3 : 노경호(대림대)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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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사 회 : 박종성(숙명여대)

발표1 : 황보영(고려대), 정규언(고려대)*

“기업의위험성향과소유구조가조세회피에

미치는영향”

논평1 : 유상열(건국대)

발표2 : 김미나(이화여대), 김정권(이화여대), 

김수인(이화여대)*

“상품시장지배력과조세회피”

논평2 : 김완용(동양미래대)

발표3 :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고령화사회의기부연금과연금기부의

제도도입과세제지원방안”

논평3 : 이영한(서울시립대)

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사 회 : 성효용(성신여대)

발표1 : 서영숙(SC제일은행)

“글로벌환율조작과국내외환파생상품에

대한전이효과”

논평1 : 강현주(자본시장연구원), 

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정진화(서울대), 김새봄(서울대) 

“결혼이주여성의인적자본과취업: 

출신국가에따른비교”

논평2 : 양정승(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명휘(이화여대)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사 회 : 차은영(이화여대) 

발표1 : 조인숙(연세대), 권용범(한국노동연구원)

“휴학기간이대졸자의사회진입에미치는

영향”

논평1 :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세익(고려대)

발표2 : 김경미(인천대) 

“중국시장에진출한한국기업의조직문화

에대한중국근로자들의psychological 

contracts이직무만족과이직에미치는

영향분석”

논평2 : 채연주(중앙대), 길현종(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8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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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김영이(서울디지털대)

개회사 : 이종호(공주대)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이종호(공주대, IJIDB 편집위원장)

발표1 : 윤명길(을지대, JDS Managing Editor)

“2015 KODISA 학술지결산과전략”

발표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JDS 편집위원장)

“2016 학술지윤리강화를위한표절검증

사례”

발표3 : 조영상(공주대, EAJBM Managing Editor)

“2016 유통학용어정의개정”

기타발표자 : 김영이(서울디지털대, EAJBE 편집위원장), 

양회창(장안대, JEMM 편집위원장), 

이재승(동의대, 동아시아경상학회장), 

이상윤(가천대, 차기동아시아경상학회장), 

심규열(구미대, 국제융합경영학회장), 

박철주(삼육대), 

김병구(한신대, EAJBE Managing Editor), 

강신애(서울과학기술대, JEMM Managing Editor)

제6 분과회의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양회창(장안대)

발 표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양회창(장안대)

발 표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양회창(장안대)

발 표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6호)

사 회 : 양회창(장안대)

발 표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2/18(목), 4, 5, 6분과회의진행됨>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유통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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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사 회 : 강승진(한국산업기술대)

발표1 : 유종민(홍익대), 김효선(극지연구소)

“ETS 및RPS 시장연계의부분균형분석”

논평1 : 김연배(서울대)

발표2 : 정기호(경북대)*, 박주헌(에너지경제연구원)

“가성적부재설정을통한원자력발전의

국제경제기여분석”

논평2 : 오인하(건국대)

발표3 :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효율리바운드를고려한온실가스

감축효과”

논평3 : 조용원(산업연구원)

발표4 : 이지웅(에너지경제연구원)*, 

김성균(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길환(에너지경제연구원)

“전문가대상설문조사를통한우리나라

적정사회적할인율추정”

논평4 : 류상윤(LG경제연구원)

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사 회 : 서병선(고려대)

발표1 : 박경영(성균관대)

“잠재적진입기업이존재할때불완전정보

를갖는기업의자발적공시에관한연구”

논평1 : 최봉제(청주대)

발표2 : 김소연(연세대)*, 신현한(연세대), 

유승원(경찰대)

“공직선거시공기업의재무성과및정부성

과평가와CEO 교체”

논평2 : 김윤경(한국경제연구원)

발표3 : 박지영(연세대)*, 신현한(연세대)

“비정규직비율결정요인과기업성과에

관한연구”

논평3 : 조용수(LG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사 회 : 민충기(한국외대)

발표1 : 조현국(영남대)

“The Effects of Summer Heat on Test 

Scores: Evidence from Panel Data”

논평1 : 주병기(서울대) 

발표2 : 김두얼(명지대)

“산업화와근대경제성장의기원: 수출주도

경제성장의재검토”

논평2 : 송의영(서강대) 

발표3 : 조장희(제주대)*, 정진화(계명대), 

주하연(서강대)

“SSM으로의내점거리가소매업태별상품

차별화에미치는영향”

논평3 : 진양수(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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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 회 : 허은녕(서울대) 

발표1 : 박호정(고려대)*, 도현재(에너지경제연구원)

“LNG도입에서미국Henry-Hub 가격기준

계약의신축성가치분석”

논평1 : 김형건(강원대)

발표2 : 조홍종(단국대)*, 심주용(인제대)

“Forecasting LNG Prices in Asian Countries 

with the Kernal Vector Autoregression 

Model”

논평2 : 정민수(연세대)

발표3 :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김선태(ITAM Business School)

“Risk Management and the Cost of 

Capital: Evidence from Oil and Gas 

Project Finance Deals”

논평3 : 김진수(한양대)

발표4 : 김연배(서울대)*, 류하늬(서울대) 

“A Network Game Theoretic Approach for 

the Northest Asian Natural Gas Pipeline 

Options”

논평4 : 홍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사 회 : 조성봉(숭실대)

발표1 : 김광규(남부발전)*, 김정인(중앙대)

“화력발전소온배수열이용활성화를위한

RPS 제도개선방안연구”

논평1 : 조용성(고려대)

발표2 :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주택에너지효율성에대한국민선호및

선호이질성분석”

논평2 : 김현석(경북대)

발표3 : 주하연(서강대)*, 이정민(서강대), 

박상곤(문화관광연구원)

“Every Drop Counts!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with Hotel Guests”

논평3 : 정세은(한국노동연구원)

발표4 : Zulfikar Yurnaidi(아주대)*, 

노민영(아주대), 김수덕(아주대)

“Analysis of Marginal Abatement Cost for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Korean 

Energy System using GCAM-EML”

논평4 :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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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 회 : 김수이(홍익대)

발표1 : 허윤지(서울대석사과정)

“Allocation and Stability in the Asean 

Power Grid”

발표2 : 김은성(서울대박사과정)

“동적패널모형을이용한재생에너지

정책의OECD 국가재생에너지보급

효과분석”

발표3 : 장연재(숭실대석사과정) 

“Rockets and Feathers across Multi 

Gasoline Products: Evidence from Error 

Correction Model”

발표4 : 김수현(서울대박사과정)

“국제구리가격에대한재고접근도의

영향”

종합토론: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박선영(포스코경영연구소)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7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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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사 회 : 정군오(호서대)

발표1 : 고제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보육지원정책의한계와제도

합리화방향”

논평1 : 김현석(부산대), 이상호(동국대)

발표2 : 한재명(국회예산정책처)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의차등보조율과

일반이전재원의재정형평화개선효과

비교분석”

논평2 : 백재옥(한국국방연구원), 최미호(한양대)

발표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수준별불평등심도의변화분석”

논평3 : 김상철(한세대), 정종필(지방행정연수원)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1동) 405호)

사 회 : 우명동(성신여대)

발표1 : 권혁진(경남과학기술대), 신우진(고려대)

“국내관광수요의특성과과세방안모색

- 가격및소득탄력성을중심으로-”

논평1 :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백운광(고려대)

발표2 : 임상수(조선대)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성장요인

분석”

논평2 : 현성민(대진대), 오대원(한남대)

발표3 : 이종하(조선대), 황진영(한남대)

“외생적재정충격의고용창출효과”

논평3 : 조성일(상지대),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M203호)
- 복지와재정

사 회 : 염명배(충남대)

발표1 : 문외솔(서울여대)*,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직접일자리사업의고용효과분석”

논평1 : 이동원(성균관대)

발표2 : 정성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GFS 2014 재정지표를활용한재정분석: 

OECD 국가를중심으로”

논평2 : 최용옥(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병인(충북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의빈곤효과성분석”

논평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 정부와시장

사 회 : 홍종호(서울대)

발표1 : 박명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백웅기(상명대)

“정부신뢰와납세순응”

논평1 : 오형나(경희대)

발표2 : 오형나(경희대)

“Regulation for Production with Multiple 

Externalities”

논평2 : 이삼호(고려대)

발표3 : 홍우형(한국조세재정연구원)

“Do Smartphones Spur Competition?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Gasoline 

Market”

논평3 :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4 :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종합부동산세도입이후부동산자산의

분포변화연구”

논평4 : 홍우형(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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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사 회 : 김의섭(한남대)

발표1 : 권오원(강남대)

“비합리적사내유보금의과세방안에관한

연구”

논평1 : 강병구(인하대), 최석규(전북대)

발표2 : 전승훈(대구대)

“부가가치세제개편방안및효과분석”

논평2 : 임병인(충북대),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발표3 : 박병희(순천대)

“지방세생산과세확대방안모색”

논평3 :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박일렬(강남대)

제6 분과회의B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1동) 405호)

사 회 : 안 진(전북대)

발표1 : 김동근(한남대)

“재정분권, 부패및중앙정부부채간의

관계분석”

논평1 : 최종수(전주대), 정세은(충남대)

발표2 : 문혜정(충남대), 염명배(충남대)

“지방자치단체의대학재정지원이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대전·충청

권역을중심으로”

논평2 : 성효용(성신여대), 정상은(한남대)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8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M203호)
- 소득분배

사 회 : 김우철(서울시립대)

발표1 : 이우진(고려대), 이성재(고려대)

“샤플리값을이용한소득과자산불평등의

기여도분석”

논평1 : 조원기(서강대)

발표2 : 설 윤(경북대), 임병인(충북대)*,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Paglin 지수를이용한소득불평등도의

재고찰”

논평2 : 주병기(서울대)

발표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차원적빈곤의현황분석: 소득과자산의

결합분포를중심으로”

논평3 :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 재정정책

사 회 : 최병호(부산대)

발표1 : 정광조(기획재정부)

“재정긴축정책이경제성장에미치는

효과분석”

논평1 : 문외솔(서울여대)

발표2 : 이대창(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채용지원금의고용효과”

논평2 : 정성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강지혜(서울대박사과정)*, 김소영(서울대)

“The Effects of Government Spending 

Shocks with Fiscal Foresight”

논평3 : 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

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427호)

사 회 : 이성규(안동대)

기조발표 : 좌승희(영남대)

“상공농사(商工農士)의실사구시적이념과

신제도경제학”

논 평1 : 이영훈(서울대), 신도철(숙명여대), 

이성규(안동대), 김행범(부산대)

발표2 : 김승욱(중앙대)

“국가의흥망과제도(制度)의힘”

논평2 : 장오현(동국대), 좌승희(영남대), 

이성섭(숭실대), 민경국(강원대)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427호)

사 회 : 김행범(부산대)

발표1 : 고인석(부천대)

“행정구역개편통한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연구”

논평1 : 김현철(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박덕수(부천대) 

발표2 : 임병덕(법무법인천고)

“론스타의 ISD(투자자- 국가중재심판)에

대한우리의대응방안”

논평2 : 이성섭(숭실대), 이상학(국민대)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7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427호)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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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M306호)
- 중소기업의글로벌경쟁력제고방안

사 회 : 박광태(고려대)

발표1 :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곽태규(호남대)

“국내제조소기업의국민경제적효과와국제

경쟁력비교연구: 도시형소공인업종에

대한OECD 국가간비교를중심으로”

논평1 : 곽정호(호서대)

발표2 : 오동윤(동아대), 김대환(동아대)

“중소기업의글로벌화필요성과경제효과”

논평2 : 이영달(동국대)

발표3 : 이상빈(창원대)

“글로벌생산체계에서중국동관(       )지역의

역할과 IT·전자산업클러스터의발전”

논평3 : 안태혁(창원대)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M306호)
- 기업가정신과R&D성과

사 회 : 배종태(한국과학기술원)

발표1 :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문상(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귀환(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소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부R&D투자의효과성에관한실증연구

- 중소기업재무성과를중심으로-”

논평1 : 노용환(서울여대)

발표2 : 이윤숙(서강대)

“Do All Types of Entrepreneurship 

Contribute to the Growth of Employment? :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논평2 : 박상문(강원대)

발표3 : 이주헌(연세대), 배정윤(연세대)

“구조방정식을이용한조절초점, 기업가지

향성, 창업의도간의실증연구”

논평3 : 양동우(호서대)

제3 분과회의Session I (17일16:00 - 17:0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사 회 : 임배근(동국대)

발표1 : 남병탁(경일대)

“경북지역일자리거버넌스활성화방안”

발표2 : 최지혜(전남대)*, 김일태(전남대), 

정유석(전남대)

“지역노동생산성의분위별향상요인: 

제조업분야를중심으로”

발표3 : 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지역청년층고용구조와일자리

확대방안”

공동논평 : 고영구(극동대), 

김봉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엄수원(전주대)

제3 분과회의Session II (17일17:0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사 회 : 박태식(전북대)

발표1 : 조현수(평택대)*, 최혁준(평택대)

“성남시의Gentrification 현상발생에따른

전략적대응”

발표2 :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맞춤형일자리정책의변화와혁신프로

젝트에관한연구”

발표3 :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

“금리와환율변동이우리나라제조업에

미치는파급효과”

공동논평 : 김봉진(광주전남연구원),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우 경(김포대), 정희준(전주대)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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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301호)

사 회 : 황신준(상지대)

발표1 : 김동운(동의대)

“한국재벌과지주회사체제: 최근의동향”

논평1 : 김은경(경기연구원)

발표2 : 김강식(한국항공대)

“Edmund Husserl 의현상학과Walter 

Euken의질서자유주의”

논평2 : 김상철(한세대)

발표3 : 오민홍(동아대), 정남기(동아대)

“폐업자영업자재기와지원정책에관한

연구”

논평3 : 박영수(한국항공대)

발표4 : 백 훈(중앙대)

“Institutional Economics and 

Ordoliberalism”

논평4 : 고명덕(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8일09:00 - 09:20·사회과학대학(16동) 301호)

제4 분과회의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사 회 : 황수연(경성대)

발표1 : 민경국(강원대)

“아나코리버테리안이즘: 비판적분석”

논평1 : 이승모(대구대)

발표2 :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Digital 

Goods: Rent Seeking and Profit 

Seeking”

논평2 : 안재욱(경희대)

발표3 : 곽은경(자유경제원)

“면세점시장의현황및제도개선방향”

논평3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사 회 : 배진영(인제대)

발표1 : 정회상(한국경제연구원)

“대형마트와중소슈퍼마켓은경쟁하는가?”

논평1 : 최승노(자유경제원)

발표2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공천제도와당선자의정치적성향”

논평2 : 김영용(전남대)

발표3 : 박동운(단국대)

“독일노동시장개혁이한국에주는교훈”

논평3 :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8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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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사 회 : 엄영숙(전북대)

발표1 : 황인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 Recursive Method for Solving a 

Climate-economy Model: Value 

Function Iterations with Logarithmic 

Approximations”

논평1 : 강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 이민하(고려대)*, 조용성(고려대)

“바람직한에너지관련교통세출체계개선

방안연구”

논평2 : 김수이(홍익대)

발표3 : 한택환(서경대)

“선택실험법을적용한풍력발전소등인공

물이산악경관의방문가치에미치는영향

분석 : 비선형교호작용을중심으로”

논평3 : 강희찬(인천대)

발표4 : 김미정(전남대)*, 배정환(전남대)

“미시자료를이용한탄소은행제의효과

분석 : 이질성테스트를중심으로”

논평4 : 이성로(도시가스)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사 회 : 박창식(고신대)

발표1 : 박노경(조선대)

“부트스트랩DEA모형과게임교차효율성

모형을이용한항만클러스터링측정에대한

실증적비교연구”

논평1 : 안승범(인천대), 김영민(서울사이버대)

발표2 : 모수원(목포대), 이광배(순천대), 

정홍영(목포대)

“부산항의수출변동요인”

논평2 : 백대영(호원대), 최정규(동서대)

발표3 : 박영태(동의대)

“글로벌물류시대항만배후단지활성화를

위한실무적방안”

논평3 : 김병일(인천항만연수원), 하종원(부산대)

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사 회 :  김정수(동아대)

발표1 : 팜티큔마이(목포해양대), 

김화영(목포해양대), 박계각(목포해양대)

“불확실성DEA 모델을이용한컨테이너항만

의효율성비교분석연구”

논평1 : 조진행(한라대), 김정환(대구가톨릭대)

발표2 : 백온유(목포해양대), 박계각(목포해양대)

“연안해운기업의경영에미치는안전관리

요소분석에관한연구”

논평2 : 송계의(동서대), 우종균(동명대)

발표3 : 박병인(전남대), 성숙경(전남대)

“컨테이너항만의인센티브제도재구상”

논평3 : 서문성(금강대), 김시현(동서대)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7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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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사 회 : 민동기(건국대)

발표1 : 이수철(메이죠대)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f East 

Asian Trade Agreements using E3ME-

Asia Macro Econometric Model”

논평1 : 김용건(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2 : 강상목(부산대)

“확률변경함수를이용한에너지와환경의

통합효율의측정”

논평2 : 이명헌(인하대)

발표3 : 차경수(부산대)

“부문별에너지수요의변동특성및

공통변동에미치는거시적요인들의

영향력분석”

논평3 : 이동규(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4 : 이명헌(인하대)

“국내발전산업에대한생산요소간

효율적배분의비용절감및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

논평4 : 주재욱(KISDI)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7일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제1 분과회의B (17일09:20 - 10:5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사 회 : 조용성(고려대)

발표1 : 탁아림(전남대)

“에너지지속가능성이경제성장과온실

가스감축에미치는직·간접영향연구”

논평1 : 이미숙(창원대)

발표2 : 박상준(서울대)

“극한기상현상이유기농과관행농생산에

미치는영향비교분석: 토마토단수를

중심으로”

논평2 : 이미숙(창원대)

발표3 : 박용철(서울대)

“FIT 도입의재무적타당성분석 : 학습곡선

으로추정한태양광비용중심으로”

논평3 : 홍인기(대구대)

발표4 : 김지영(연세대)

“Why the Peak Load is Observed during 

the Winter Months in Korea?”

논평4 : 홍인기(대구대)

제2 분과회의A (17일11:00 - 12:3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사 회 : 유상희(전력거래소)

발표1 : 엄영숙(전북대)

“벽지노선의지속적운행을통한공익적

가치측정”

논평1 : 신영철(대진대)

발표2 : 신영철(대진대)

“금강하구의방문편익추정”

논평2 : 엄영숙(전북대)

발표3 : 최성록(국립생태원)

“갯벌의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 

서천갯벌의사례”

논평3 : 표희동(부경대)

발표4 : 이재형(고려대)

“지자체기후변화취약성평가와적응정책

연계방안연구- 건강부문을중심으로-”

논평4 : 유종민(홍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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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7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01호)

사 회 : 이정택(한국APEC학회회장)

발표1 : 현오석(국립외교원, 전경제부총리)

“Policy Challenges in the New Global and 

Regional Context”

논평1 : 전체참석자참여토론

발표2 : 황해두(건국대), 방성철(건국대) 

“TPP: A Substitute or A Complement for 

APEC”

논평2 : 최경규(동국대)

발표3 : 이주원(서울대)

“Significance of Communities of 

Innovation: How to Tailor and Design 

APEC Programs to Promote Youth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논평3 : 유장희(EAEA/Korea Chapter 회장)

한국APEC학회·EAEA (The Korea Chapter)

한국APEC학회 / EAEA (The Korea Chapter)

제3 분과회의 (17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사 회 : 박경선(영산대)

발표1 :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냉전체제하에서서유럽과구소련천연가스

무역및계약에관한연구”

논평1 : 신용대(건국대) 

발표2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독일미텔슈탄트에대한평가와정책적

시사점”

논평2 : 김익성(동덕여대)

발표3 : 정세원(고려대EU센터)

“한국의주요미디어에나타난EU의이미지

분석”

논평3 : 김행선(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EU학회총회

(17일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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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 (18일16:30 - 18:0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사 회 : 성일석(한남대)

발표1 : 김상호(부산외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과분쟁해결

방안”

논평1 : 강신원(순천대)

발표2 : 박경혜(충남대), 채 훈(인천대)

“러시아의 ICT산업현황과준비도”

논평2 : 주혜영(중앙대)

발표3 : 김만길(한남대), 성일석(한남대)

“한국-러시아통상관계개선에관한연구”

논평3 : 이재영(청주대)

발표4 : 박경혜(충남대), 김종운((주)코오롱)

“러시아의이비즈니스환경”

논평4 : 김연숙(한남대)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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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한독경상학회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01호)

사 회 : 손승희(단국대)

발표1 : 남기창(전주대)

“국민연금연계제도개선에관한연구

- 독일공적연금연계제도를중심으로-”

논평1 : 신동호(상명대)

발표2 : 이동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독청년층초기입직자의현장적응에

관한비교연구”

논평2 : 박양규(건국대)

발표3 : 정미경(단국대)

“독일통일직후노동시장통합에서의직업

훈련촉진정책의성과: 사회적시장경제

보충원칙과경쟁원칙을중심으로”

논평3 : 이상민(한양대)



개회식 (18일09:00 - 09:1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사 회 : 예성호(서울외대)

제4 분과회의A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사 회 : 남수중(공주대)

발표1 : 

논평 1 : 이주영(서울시립대)

발표2 : 서운석(보훈교육연구원)

“한국인의국제관계와국제개방에대한

인식”

논평2 : 이근진(경기도교육연구원),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발표3 : 김종문(중국인민대박사과정)

“다국적기업의중국지사의지식전이에

관한연구”

논평3 : 오대원(한남대)

제4 분과회의B (18일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215호)

사 회 : 오동윤(동아대)

발표1 :                               김 욱(건국대),

논평1 : 박승찬(용인대), 김선진(중앙대), 

유정원(계명대)

발표2 : 김상욱(배재대)

“중국의지역별문화산업의지역화비교”

논평2 : 최준환(강릉원주대), 전호진(서울사이버대), 

이은영(CJ경영연구소)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제5 분과회의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338호)

사 회 : 김삼수(서울과학기술대) 

발표1 : 박유신(히로시마현립대)

“强化される新日本的經營(オメガ型經營)

と市場原理經營の變化”

논평1 : 김광희(협성대)

발표2 : 강판국(시고쿠대)

“한일기업간협관계진화”

논평2 : 한성수(경동대)

발표3 : 현정환(히로시마대)

“Trade Credit Behavior of Korean SMEs 

during the 1997 Financial Crisis”

논평3 : 이기동(계명대) 

발표4 : 신민석(건국대)

“Attitudes toward Business Ethics: 

A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논평4 : 오태헌(경희사이버대)

한일경상학회총회

(18일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38호)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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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C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사 회 : 손상범(영남대)

발표1 : 예성호(서울외대)

“초점없는상호작용’: ‘관계커뮤니케이션’

이론에서분석한한중비즈니스교류특징”

논평1 : 임규섭(경희사이버대)

발표2 : 박종철(경상대)

“북한의대중국철광무역에관한연구

-무산광산의개발과정과현황및수출을

중심으로- ”

논평2 : 김수한(인천발전연구원)

발표3 : 강승호(강릉원주대)

“중국문화산업의수출입현황과한중교역”

논평3 : 이정표(부산대)

제6 분과회의 (18일16:30 - 17:5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  2016년중국정치·경제전망과분석을위한
라운드테이블

사 회 : 최의현(영남대)

발 제 : 강준영(한국외대), 고정식(배재대), 

김시중(서강대), 박상수(충북대), 

백권호(영남대), 

왕윤종(SK경영경제연구소), 한인희(건국대)

폐회식 (18일17:50-18:0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사 회: 예성호(서울외대)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8일12:30 - 13:3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제5 분과회의A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사 회 : 한인희(건국대)

발표1 : 서봉교(동덕여대)

“중국신용평가회사의국제화현황과

시사점”

논평1 : 김정인(중앙대)

발표2 : 혜우군(배재대박사과정), 이혁구(배재대)

“중국농촌토지재산권과농업생산의

지역별비교분석”

논평2 : 최필수(세종대)

발표3 : 정규식(성공회대)

“중국노동관계제도화에대한안정유지

(  )와권리수호(  )의각축: 창더시

월마트파업사건을중심으로”

논평3 : 최병헌(공주대)

제5 분과회의B (18일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5호)

사 회 : 박상수(충북대)

발표1 : 고정식(배재대)

“중국주식시장의장기추세분석: 

미국의역사적경험과의비교”

논평1 : 김민수(인천대), 정상은(한남대), 

전가림(호서대)

발표2 : 정혜영(호서대)

“베트남내기업의CSR 활동동향과그

유형연구”

논평2 : 이찬우(서원대), 고정오(단국대), 

송재두(중원대)



제6 분과회의C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40호)

사회겸논평 : 이재원(서울대)

발표1 : 유선영(부산대)

“옵션거래승수인상의경제적효과분석: 

개인투자자보호와시장효율성중심으로”

발표2 : 최정훈(서울대)

“Bayesian Estimation of Korean 

Monetary Policy Before and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발표3 : 김민기(연세대), 서진영(연세대)

“Uncertainty Shock and Durable-biased 

Trade Collapse”

발표4 : 고중산(서울대)

“광역자치단체간위험분산효과추정”

제6 분과회의D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304호)

사회겸논평 : 이정민(서강대)

발표1 : 서원경(서울대)

“남성의노동시간이둘째자녀출산에

미치는영향”

발표2 : 정다인(KAIST)

“Good Doctors Exist?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Value of a Good 

Doctor”

발표3 : 정종우(서울대)

“우울이장년근로자의퇴직에미치는영향

연구-고용형태별위험모형분석”

발표4 : 우아미(서울대)*, 김한호(서울대)

“식량원조의수원국결정요인과영양상태

개선효과분석”

55

제6 분과회의A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사회겸논평 : 김소영(서울대)

발표1 : 이창기(연세대)*, 김광환(연세대)

“가변자본가동률은DSGE 모형에서어떻게

구현되어야하는가?”

발표2 : 고희운(부산대)*, 강상훈(부산대)

“아시아주식시장의비대칭적전이효과”

발표3 : 장근호(연세대)

“우리나라경기변동에서투자충격의역할”

발표4 : 김지현(경북대)*, 김상배(경북대)

“개별주식수익률과인플레이션헤지”

제6 분과회의B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사회겸논평 : 김덕파(고려대)

발표1 : 이승희(성균관대)*, 한희준(성균관대)

“경제/금융변수를이용한한국주식시장의

변동성분석및예측”

발표2 : 이승진(경희대)*, 김태운(고려대)

“소득분위별소비자행태분석 : GARCH와

HETEROGENOUS AGENT 모형을

이용하여”

발표3 : 이우석(서강대)*, 이한식(서강대)

“미국과동북아국가사이의금융시장

연계성분석”

발표4 : 박건준(경희대)

“패널VAR모형을이용한주택시장동적

연구- 서울시25개자치구아파트매매

가격과전월세가격-”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제6 분과회의E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사회겸논평 : 조성진(서울대)

발표1 : 이창화(서강대)*, 왕규호(서강대)

“The College Admissions Problem with 

the Endogenous Choice of an 

Admissions Policy Quality”

발표2 : 김수형(서강대)*, 전현배(서강대), 

강지수(서강대)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가설비가동률

에미치는효과: 레미콘산업을중심으로”

발표3 : 남소현(서강대)*, 이정민(서강대)

“What Makes Reluctant Sharers?”

발표4 : 박철민(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구본철(기초과학연구원)

“정부R&D 투자는기술도입과기술수출에

영향을미치는가?”

제6 분과회의F (18일16:3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사회겸논평 : 조성훈(연세대)

발표1 : 이소연(서울대)

“The Geography of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and Information 

Accessibility : The Relationship between 

ICT and FPI”

발표2 : 조성훈(서울대)

“자본주의다양성논의의비판적검증: 

한국형시장경제의특질을중심으로”

발표3 : 오세연(서강대)*, 박정수(서강대)

“Does Bank Branch Competition Alleviate 

Household Credit Constraints? Evidence 

from Korean Household Data”

발표4 : 이선영(서울대)*, 이 근(서울대)

“Herding Behavior Leading to Asset 

Market Instability Based on an Agent-

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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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발표시상식

(18일18:00 - 18:3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조직위원회위원장 이지순(한국경제학회장, 서울대)
경제사학회 조석곤(상지대)
국제지역학회 김용환(서울미디어대학원대)
기술경영경제학회 임채성(건국대)
아시아금융학회 김정식(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이원우(서울대)
한국개발정책학회 박명호(한국외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이상영(명지대)
한국경제교육학회 김상규(대구교대)
한국경제발전학회 조영탁(한밭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심상열(일신회계법인)
한국경제연구학회 윤창현(서울시립대)
한국경제통상학회 손수석(경일대)
한국경제학사학회 김 균(고려대)
한국계량경제학회 황윤재(서울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유재원(건국대)
한국국제금융학회 박대근(한양대)
한국국제통상학회 장윤종(산업연구원)
한국규제학회 김진국(배재대)
한국금융교육학회 한진수(경인교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전성인(홍익대)
한국금융학회 장하성(고려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이윤재(숭실대)
한국노동경제학회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고성보(제주대)
한국농업경제학회 최지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장형수(한양대)
한국무역보험학회 김선정(동국대)
한국무역통상학회 이광배(순천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최영호(용인대)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이태진(서울대)
한국비교경제학회 김병연(서울대)
한국사회경제학회 정성진(경상대)
한국사회보장학회 박능후(경기대)
한국산림경제학회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경제학회 송인암(대전대)
한국산업조직학회 김종민(국민대)
한국생산성학회 김현철(군산대)
한국세무학회 박정우(연세대)
한국여성경제학회 전선애(중앙대)
한국유통과학회 윤명길(을지대)
한국응용경제학회 김기승(부산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손양훈(인천대)
한국재정정책학회 유태현(남서울대)
한국재정학회 김정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영훈(서울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송혁준(덕성여대)
한국지역경제학회 송해안(전주대)
한국질서경제학회 김강식(한국항공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황수연(경성대)
한국항만경제학회 송계의(동서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홍종호(서울대)
한국APEC학회 이정택(유라시아포럼)
한국EU학회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독경상학회 손승희(단국대)
한러통상학회 성일석(한남대)
한일경상학회 한광희(한신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최의현(영남대)
EAEA(Korea Chapter)  유장희(이화여대)

강성욱(대구한의대),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영호(숭실대), 강응순(유라시아포럼), 강철구(배재대),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김광호(한양대), 
김도영(비비비코리아), 김만길(한남대), 김배성(제주대), 
김소영(서울대), 김승년(한국외대), 김영준(고려대), 
김원중(건국대), 김윤환(부산대), 김종진(드림빅연구소), 
김준엽(경희대), 김진일(고려대), 김진회(대전대), 
김창범(전남대), 김한성(아주대), 남재현(국민대), 
노용환(서울여대),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석강(전남대), 박소연(경기대), 박지웅(영남대), 
박형준(성신여대), 방세훈(이화여대), 백성준(한성대), 
백 훈(중앙대), 빈기범(명지대),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우석(서울시립대), 성재민(한국노동연구원), 성태윤(연세대),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용광(국립한국농수산대), 
예성호(서울외대), 오준병(인하대),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윤승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민창(조선대), 이상용(한양대), 
이상호(동국대), 이성규(안동대), 이영한(서울시립대), 
이우형(계명대), 이종하(조선대), 이진면(산업연구원), 
이철인(서울대), 전호진(서울사이버대), 정승호(한국은행), 
정 웅(경찰대), 조홍종(단국대), 주병기(서울대), 
주상영(건국대),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최정규(동서대), 
최종두(고려사이버대), 허 인(가톨릭대)

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 공동학술대회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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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문

정 문

행사장위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및16-1동)

아시아연구소 (101동)

호암교수회관

소담마루(동원생활관2층)

아시아연구소(101동)

사회과학대학(16동)

동원생활관

호암교수회관

Gate1

(16-1동)

(M동)



2/17일(수)

국제지역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01동) 215호)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303호)
한국경제통상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한국경제학회총회 (17일 14:00 - 14:40·아시아연구소(101동) 2층 210호)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및배무기학술상시상식

(17일 12:30 - 13:3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임시총회및이사회

(17일 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한국농업경제학회임시총회 (17일 10:50 - 11:1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한국무역보험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107호)
한국산림경제학회총회 (17일 17:00 - 18: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506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427호)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7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30호)
한국EU학회총회 (17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216호)

2/18일(목)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8일 17:30 - 18:00·사회과학대학(101동) 107호)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학현학술상시상식

(18일 12:10 - 13:00·사회과학대학(16-1동) 407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507호)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220호)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49호)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8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동) 104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110호)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8일 15:00 - 16:00·사회과학대학(16동) 111호)
한국사회경제학회총회 (18일 14:00 - 15:00·사회과학대학(16동) 236호)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아시아연구소(101동) 406호)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8일 18:00 - 18:30·사회과학대학(16-1동) 404호)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8일 09:00 - 09:20·사회과학대학(16동) 301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8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M208호)
한일경상학회총회 (18일 12:30 - 13:00·사회과학대학(16동) 338호)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8일 12:30 - 13:30·사회과학대학(16동) 214호)

후원기관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기테크노파크, 국민경제자문회의,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전전자, 산업연구원, 삼성전자, 서울대학교경제학부, 영원무역,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장은공익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청,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한국가스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대자동차,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LG, NH 농협은행, SK

2016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안 내
•차를가져오신분들은아시아연구소2층로비본부석에서주차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사회과학대학(16동)과멀티미디어동(83동) 사이주차장은외부인주차가불가능합니다. 
이곳을피해서주차를해주시기바랍니다.

•17일(수), 18일(목) 오찬은동원생활관2층소담마루를이용하시기바랍니다. 
아시아연구소(101동) 본관2층로비본부석에서식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17일(수) 저녁6시40분부터시작되는만찬장소는호암교수회관무궁화홀입니다. 
이동은17일(수) 저녁6시부터7시까지버스를운행합니다. 버스타는곳은Gate 1번앞입니다. 
지도를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진행요원의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학회별 총회 알림



기술경영경제학회

본학회지는기술혁신분야즉,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정책분야의우리나라최고
의학술지이며유일한등재지로서이분야의가장우수한논문들이투고, 심사, 게재
되고있고학문적우수성을추구한다는점에서게재된논문들의학제적,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매우크다. 
본학술지는1년에4회발간된다.(2, 5, 8, 11월말)

편집위원장 : 이병헌(광운대)

편 집 위 원: 

김문수(한국외국어대), 김선우(STEPI), 김연재(서울대), 김영준(고려대), 김원준(KAIST), 

김정섭(제주대), 박상문(강원대), 박재민(건국대), 서환주(한양대), 손병호(KISTEP), 

신준석(성균관), 엄기용(한기대), 우한균(UNIST), 윤진효(DGIST), 이규태(서강대), 

이은경(전북대), 이정원(STEPI), 이정훈(연세대), 이주성(KAIST), 정재용(KAIST), 

차민석(창원대), 차종석(한성대), 최진호(세종대), 장원준(산업연구원), 

추기능(해군사관학교), 황정태(한림대)

서울시관악구청룡1길43, 거장스카이텔204호
tel. 02)877-2310 fax. 02)877-2320
http://www.technology.or.kr
e-mail_sime@daum.net

사무국

경제사학회

60

경제사학회(연2회: 6월, 12월발간)

편집위원장: 이철희(서울대)

편집부위원장: 박이택(고려대)

편 집 위 원:

강진아(한양대), 김재호(전남대), 박섭(인제대), 박이택(고려대), 선재원(평택대), 

송병건(성균관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이상철(성공회대),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Dongwoo Yoo(Ohio Stat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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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아시아금융학회

61

아시아금융포럼(연2회: 6월, 12월발간)

명예회장 : 김인철(성균관대), 오정근(건국대)

회 장 : 김정식(연세대)

운영이사 : 김인철(성균관대), 오정근(건국대), 김태준(동덕여대)          

윤덕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 사 : 백승관(홍익대), 박대근(한양대), 김진옥(제주대), 이종욱(서울여대), 

김기흥(경기대), 이영섭(서울대), 신민영(LG경제연구원),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유재원(건국대), 김소영(서울대),

신관호(고려대), 송치영(국민대), 강삼모(동국대), 이종화(고려대), 

채희율(경기대), 한광석(부산대)

감 사 : 김철삼(연세대경제대학원)

사무국장 : 성태윤(연세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연세대학교대우관312호 (우 03722) 
Tel: 02-2123-2490, Fax: 02-2123-8638, 
E-mail: afsk2015@gmail.com

연락처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ITP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논문모집ITPR은올해로창간 22주년을맞는 ICT정책관련대표적국내
학술지로서 2004년에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가 된 이후 편집진의 국제화와
SSRN(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을 통한 영문논문/Abstract의 전세
계제공등을통해국제적학술지로그위상을강화하고있습니다.   ITPR은초기에
는통신정책과관련된경제학논문들을중심으로출간되었으나 ICT의사회경제적
확산에따라방송, 통신을포함한ICT 전반의주제로그폭을확대하고있습니다. 현
재에는경제학, 경영학, 언론학, 행정학, 법학등다양한학문분야의방법론을사용하
거나학제적접근이이루어진논문들이응모및게재되고있습니다. ITPR은 ICT관
련사회현상을설명하기위해인접학문영역과의학술적교류와소통을지향하며다
양한이론적이고방법론적인시도를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많은응모바랍니다.

2016 정보통신정책연구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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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i Joon Lee (Cal State University), Chris Marsden (Sussex University)

Ingo Vogelsang (Boston University), Christopher Yoo (University of Pennsylvania)

< 국내논문편집진>
이경원(동국대경제학과, 편집위원장)

O 경영학분야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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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교육연구』는국내경제교육과관련된유일한학술지로서, 경제교육현황및동

향, 초중고학생의경제이해력및금융이해력, 경제교과서와교육과정분석등학교

경제교육현상, 교사및학생의경제적인식/의식/태도조사, 기업/기업가/창업교육,

소비자교육, 경제사회화등경제교육과관련된우수한논문을게재해왔다. 1996년

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으며, 2006년에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

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는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있다. 4월30일, 8월 30일, 12월30일연3회발간한다. 투고와관련된자세

한사항은홈페이지(www.ecoedu.or.kr)에소개되어있다.

경제발전연구(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는 1995년창간된한
국경제발전분야의대표적인학술지로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 1년에 4차례발간하
며, 현재한국연구재단의등재지이다. 매년우수논문1편을선정하여學峴學術賞(상
금5백만원)을시상하고있다.

편집위원장: 원승연

편집위원: 김희삼, 박경로, 박규호, 이건범, 이명헌, 이홍식, 조성빈, 최민식, 허 인, 허석균

서울시종로구사직로212 광화문의꿈402호
(홈페이지www.kdea.re.kr)
전화: 02-598-4652  이메일: kdea@kde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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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연구』는 한국경제연구학회의 국문 등재학술지로서 한국경제의 핵심과제

에관한이론정립, 실증분석및정책제언등한국경제전분야에걸쳐자주적이고독

창적인연구논문을소개함으로써한국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학술지는1년에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됩니다.  이외에도한국경제연구학

회는 영문 등재학술지인『Korea and the World Economy』를 연3회 (4월, 8월,

12월) 발간하고있으며, 보다자세한사항은

한국경제연구학회홈페이지http://www.akes.or.kr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본 학회지는 2003년 기존 학술지인 한국경상학회지인「한국경상논총」과 한국국민
경제학회지인「경제학논집」을「경제연구(Journal of Economic Studies)」로통합
한후매년 4회(2월 28일(윤년의경우 29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를발
간하고있습니다. 학술지의주요대상분야는경제학, 경영학, 무역학등경제통상분
야의이론, 정책, 역사및실증에관한경제학일반적인분야를망라하고있으며이들
의논문을게재함으로써동분야학문발전과국가및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
적으로하고있습니다. 현재「경제연구」는 2005년부터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
재단)의 등재학술지이며, 국제학술지(SSCI) 등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
다. 

수석편집위원장: 황석준(경북대)

공동편집위원장: 이병근(부산대)

편집위원: 미시·수리경제, 거시·계량경제, 화폐·금융경제, 국제경제, 재정·공공경제, 

노동경제, 산업·법경제, 경제사·학사, 경제발전/체제·정치경제도시·지역경제, 

자원·환경경제, 국제통상

강기천(영남대), 김영재(부산대), 정승용(경희대), 오근엽(충남대), 김종웅(대구한의대)

이찬영(전남대), 김상호(Asia Pacific Univ.), 김진방(인하대), 박순성(동국대), 

주수현(부산발전연), 김영덕(부산대), 김한성(아주대), 원동철(아주대), 

서명환(London school of Economics), 최경욱(서울시립대), 이기동(계명대), 

박명호(조세연구원), 남병탁(경일대), 최강식(부산대), 박 섭(인제대), 유정식(연세대원주), 

이춘근(대구경북연), 황 욱(경북대), 차경자(한국해양대)

해외

Konari Uchida (Kyushu Univ.), Shunming Zhang (Renmin Univ.), 

Xinghe Wang (Missouri Univ.)



한국국제금융학회

국제금융연구는 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되는 한국국제금융학회의 국문

경제학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2011년창간되었으며, 2014년에등재후보학술지

로선정되었습니다. 국제금융연구는국제금융분야를중심으로금융분야및경제학

일반에이르는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

논문기고: 투고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며 아래한글을 원칙으로 합니다.

한글로작성하는경우에는원고의마지막페이지에 200단어내외의영문요약을수

록하여야합니다. 논문원고는편집위원장이접수하며논문접수마감일을따로정하

지않으나, 발간을위한최종편집회의이전에심사완료된논문은당호에게재하는

것을원칙으로합니다. 논문원고는편집위원장이메일(tsung@yonsei.ac.kr)또는

국제금융연구 대표 이메일(kifa2015@daum.net)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논문기고

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한국국제금융학회홈페이지(www.kifa.ne.kr)를 참고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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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is a peer-reviewed, internet-based,
open-access international journal aiming to publish high-quality papers in all areas of economics.
JETEM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carrying papers written
either in English or in Korean. In this web-site, all English articles are fully downloadable free of
charge; for Korean articles, only the title and the abstract in English are provided along with a
fee-based link to the full text.
Submission: Please send a pdf file of the paper to the Managing Editor by e-mail: Professor Tack
Yun (jetem2014@gmail.com).

Managing Editor: Tack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Editors: Kim, Ji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 Sik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k, Sangsoo (Korea University)
Editorial Board: Ahn, Illtae (Chung-Ang University)/ Cho, Sungjin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Sawoong (Handong Global University)/ Kim, Bongg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unhong (Hallym University)/ Kim, Sunbin (Yonsei University)/ Lee, Chungeun (Hallym University)/ 
Lee, Manjong (Korea University)/ Lee, Sangho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e, Younghoon (Sogang University)/ Suh, Sangwon (Hanyang University)/ 
Yoon, Seongmin (Pusan National University)

Submission: Please send a pdf file of the paper to the Managing Editor by e-mail: Professor Tack Yun
(jetem20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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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는한국국제통상학회에서발간하는학회지로 1996년 제1권을시작
으로 2016년에발간 20주년을맞는무역ㆍ통상관련분야에서국내대표적인학술
지입니다. 「국제통상연구」는1년에 4회발간되며총25명으로구성된편집위원회에
서심사및게재를담당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허 정(서강대)

편집부위원장: 박영준(아주대), 성한경(서울시립대), 손기윤(인천대)

편 집 위 원: 

강문성(고려대), 권철우(경북대), 김기홍(부산대), 김한성(아주대), 박순찬(공주대), 

박형래(강릉원주대), 송백훈(성신여대), 송영관(KDI), 신범철(경기대), 안세영(서강대), 

유재원(건국대), 이상학(국민대), 이순철(부산외대), 이시영(중앙대), 

이시욱(KDI국제정책대학원), 이인구(숭실대), 이현훈(강원대), 임혜준(영남대), 

정 철(KIEP),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한홍렬(한양대)

서울시마포구백범로35 (121-742) 
서강대학교김대건관경제학부허정한국국제통상학회편집위원장
Tel (02) 705-8518 Fax (02) 705-8223
http://www.katis.or.kr/board/bbs/board.php?bo_table=journal
E-mail: jitiskat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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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는1992년한국경제연구원이규제완화에대한인식확산과규제관련연구

활성화를위해『규제완화』라는이름으로창간한후1995년『규제연구』로명칭이변

경되었으며, 2002년한국규제학회가창립됨에따라동학회의학회지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2년 제11권 제2호부터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규제연구』를발간하고있습니다.

공동발행인 : 김진국(배재대학교),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명예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최병선(서울대학교), 

- 편집위원 : 김종석(홍익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소병희(국민대학교), 

이성우(한성대학교),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신융(숙명여자대학교)

편집위원회

- 공동편집위원장 : 최진욱(고려대학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 편집위원 : 김주찬(광운대학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박세화(충남대학교), 

박형준(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설 윤(경북대학교),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양준모(연세대학교), 

양준석(가톨릭대학교), 이경원(제주대학교), 이민창(조선대학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학교),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사무국장 :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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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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dang Bldg., 4F Dohwa, 4-gil, 82, Mapo-gu, Seoul, 121-813, Korea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E-mail: jmf@kif.re.kr
Detailed information is at Homepage: http://www.km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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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연구는국내에서유일하게신용정보, 신용평가등금융정보와관련된연구
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입니다. 아울러금융시장, 금융제도및정책등금융체계
전반에걸친광범위한주제의연구를게재하고있습니다. 금융정보연구는연 2회, 2
월과8월에발간됩니다.

발 행 인: 전성인(홍익대학교)

편 집 인: 박창균(중앙대학교)

편집위원회: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배영수(서울시립대학교), 서성원(아주대학교), 

여은정(중앙대학교), 이순호(금융연구원), 이준서(동국대학교), 윤선중(동국대학교), 

윤정선(국민대학교), 정재만(숭실대학교)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국민대학교국제관B동609호
TEL. 02) 910-4875
E-Mail: admin@fisk.or.kr
http://fisk.or.kr

발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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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경제학회

Oikonomos 는 기독교신앙의기초위에서경제문제를탐구하는경제학자들의모
임한국기독교경제학회가연2 회발간하는학회지입니다. ‘Economy’의뿌리가된
고대그리스어Oikonomos가‘집안살림관리’를뜻하듯이하나님이창조하신세상
을그뜻에맡게돌보는청지기의사명을어떻게감당할것인가를연구한글들을묶
어서발간하고있습니다. 

편집및발행: 이윤재(숭실대)

편집위원회:   

권명중(연세대), 김승욱(중앙대), 김인숙(신한대), 송헌재(서울시립대) 

신성휘(서울시립대), 이대식(부산대), 이명헌(인천대), 이재희(가천대), 

이홍구(건국대), 장석인(KIET 산업연구원), 조성봉(숭실대), 황의서(서울시립대)

서울시동작구상도로360 숭실대학교경제학부경상관216, 
전화: 02-820-0557

사무국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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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정민(서강대)

위 원: 

김우영(공주대학교), 김정호(아주대학교),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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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훈(한림대학교), 조현국(영남대학교), 최 충(한양대학교)

세종시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528호
Tel: 0502-911-9999   Fax:0502-911-9999
E-mail:kleapc@chol.com
홈페이지:http://www.klea.or.kr

사무국



한국농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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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혜정(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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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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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쇼이치(일본큐슈대), 조재환(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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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농식품정책학회

68

「농업경영·정책연구」는 1973년 9월 최초 발간된「농업정책연구」를 시초로 하여
2001년부터 한국축산경영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입니다. 본 학회지는
1년에 4번(3월,6월,9월,12월) 정기 발간되고 있으며, 농업에 관한 이론, 정책, 식품
분야외에도축산경영및축산정책에관한연구논문이게재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최세현(부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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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경제연구는연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행되며, 게재
논문을수시로모집하고있습니다. 논문게재를원하시는분은본학회지부록또는
홈페이지(http://www.neak.or.kr)의 논문투고요령에따라논문을작성하시어논
문심사료 6만원(외국어 9만원; 논문게재신청서첨부)과 함께 편집위원회로보내주
시기바랍니다.

편집위원회

위 원 장: 조현준(건국대, hjzion@konkuk.ac.kr)

편집국장: 남수중(공주대, sjnam@kongju.ac.kr)

위 원: 

임천석(건국대, csimtj@konkuk.ac.kr), 백 훈(중앙대, hoon@cau.ac.kr), 

김상욱(배재대, jinxiangyu@pcu.ac.kr), 김완중(동아대, wk7862@dau.ac.kr), 

송재두(중원대, jjdsong@hanmail.net), 성시일(한림대, siil@hallym.ac.kr), 

이홍배(동의대, hbleesoka@deu.ac.kr), 최백렬(전북대, brchoi@jbnu.ac.kr), 

최종일(조선대, jichoe@chosun.ac.kr), 홍승린(한성대, slhong@jwu.ac.kr), 

Liu Rui(劉瑞, 中國人民大, liuruiruc@yahoo.com.cn), 

Nobuto IWATA(日本靑山學院大, iwata@busi.aoyama.ac.jp)

주소 : (우) 314-701 충청남도공주시공주대학로56 (구: 신관동182) 
공주대학교경제통상학부국제통상전공남수중교수
전화 : 041-850-8395, FAX: 041-850-8389
E-Mail : neak2009@hanmail.net 
논문심사료및게재료입금계좌 : 우체국312314-02-190965 (예금주 : 남수중)

연락처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영문제목:Joru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는
무역보험분야에서는국내유일의전문학술지입니다. 『무역보험연구』는 1년에 4회
발간되며, 편집위원회와심사위원단이상호보완적역할을하며운영되고있습니다.

위 원 장: 유주선(강남대)

간사위원: 하영태(한양대)

무역보험연구심사위원단:

무역보험관련국제경제, 국제경영, 법학일반, 무역계약, 무역결제, 운송물류, 험금융, 

상사중재, 통상관세, 전자무역등분야148명(발행일현재)

투고, 구독, 회원가입, 광고, 주소변경등제반사항은아래의주소로연락바람.
110-729 서울시종로구서린동136번지한국무역보험공사12층한국무역보험학회
전화 (02) 399-6764 팩스 (02) 399-6598
E-Mail katci2016@naver.com(사무국) / katci99@naver.com(편집국)
홈페이지www.katci.or.kr

연락처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문화경제연구는 (사)한국문화경제학회의 공식 학술지

입니다. 1988년에 1권 1호가발간되었으며, 2016년에는 19권 1호(4월 30일), 2호(8

월31일), 3호(12월31일)가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김재범(성균관대)

책임편집위원: 구문모(한라대), 김용규(한양대), 최샛별(이화여대)

편 집 위 원:  

안성아(추계예대), 권상희(성균관대), 강진아(서울대), 채지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강신겸(전남대), 박조원(한양대), 김원명(경성대), Ruth Towse(Bournemouth University), 

David Throsby(Macquarie University), Soo Hee Lee(Kent University), 

Selena Cho(Texas Tech University), 

Wonjung Min(Pontificia Universidad Catolica de Chile, Area Studies)

편 집 간 사: 이화영(국립극장), 채승미(LSE), 이채민(성균관대)

한국무역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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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통상학회는독립적으로운영되던동남무역학회와국제무역학회가 2005년
통합과정을통하여하나의학회로거듭난무역, 통상, 국제경영, 국제상무등의통상
관련분야를연구하는학회입니다. 2011년한국연구재단에등재후보로등재된무역
통상학회지를년4회발행하고있으며, 매년춘계및추계정례학술대회와해외학술
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무역통상학회지는2015년 12월제15권 4호가발행되었
으며, 2016년에는제16권1호~4호가발행될예정입니다.

편집위원장: 김석수부산대학교국제대학원

사무국

2015년 학 회 장: 박형래강릉원주대학교무역학과

사무국장: 임재욱한국해양대학교국제무역경제학부

2016년 학 회 장: 이광배순천대학교경제통상학부

사무국장: 김창범전남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

홈페이지: www.kraic.org
이메일: kraic2014@daum.net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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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영문명“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는국내법경
제학분야의연구를대표하는 (사)한국법경제학회의공식학술지입니다. 『법경제학
연구』는지난 10여년간꾸준히발간되어오면서국내법경제학의지평을넓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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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보건경제와 정책연구』(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는보건경제및보건정책분야를아우르는국내대표학술지로보건경
제이론, 보건의료기술경제성평가, 보건의료제도, 보건의료산업등다양한주제의학
술논문을포함하고있습니다. 『보건경제와정책연구』는1년에4회발간됩니다.

위원장: 최병호(서울시립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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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훈(한국보건의료연구원), 양채열(전남대), 오주환(서울대), 장선미(가천대), 

정완교(한림대), 한은아(연세대), 홍석철(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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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영문제목: 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s Studies)는 국
내 유일의정치경제학및비주류경제학관련분야의학술지입니다. 1988년 창간된
사회경제평론은 1년에 3회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정치경제학, 근대경제학(비주류
경제학), 경제학과교육등을포함총1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원 장: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편집간사: 류재린(고려대)

위 원: 

김종철(서강대), 김종한(경성대), 류동민(충남대), 류 순(Adelphi University), 

박현웅(Allegehny College), 서한석(가천대), 안정현(파리10대학), 양준호(인천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이병천(강원대), 윤자영(한국노동연구원), 정상준(목포대), 

전용복(경성대), 정준호(강원대), 지주형(경남대), 최정규(경북대), 최종민(전북대), 

황성하(서강대)

경상북도경산시대학로280 영남대학교중앙도서관사회과학연구소
Tel: 010-5148-8413
http://ksesa.org/
e-mail: kape.org@gmail.com

사무국

한국비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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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학회의학술지인“비교경제연구”는국내유일의비교경제학관련학회지로써

1992년이래23년간발간되어왔으며동분야연구에지대한공헌을해옴

- ‘비교경제연구’는 2005년한국학술진흥재단평가에서등재지에선정되었으며,

양적인팽창보다는엄격한심사를거쳐논문의질적수준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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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영문제목: The Korean Social Security Association)는우
리나라에사회보장제도가도입되기시작한지 25년만인 1984년에사회보장에뜻을
둔학자와각계전문가들의발의로설립되었습니다. 현재 24대회장과임원진이활
동중이며1년에4회발간되는사회보장관련대표학술지입니다.  

위 원 장: 이정우(인제대)

편집이사: 오종은(근로복지공단)

편집위원: 

권혁창(경남과기대), 김원섭(고려대), 김진현(서울대),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문성현(백석대), 박은주(근로복지공단), 석재은(한림대), 유태균(숭실대), 

유호선(국민연금연구원), 이상록(전북대), 정연택(충남대), 정홍주(성균관대), 

주은선(경기대), 최은영(충북대)

(443-760) 경기도수원시영통구광교산로154-42 (이의동) 
경기대학교교수연구A동302호김재인총무간사앞
http://www.kssa.or.kr/
E-MAIL:socialsecurity@hanmail.net 

사무국

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는한국산림경제학회에서발간하는학술지로 1994년에 제1호를발
간하였습니다. 학술지는 연 1~2회 발간되며 산림자원의이용과 보전에 관한 경제,
경영, 정책등의이론과실제를연구하여산림과학및지속가능한임업발전의기여
에목적을둔논문을게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민경택(KREI)

편집위원: 

김동준(충북대), 권수현(동경대학), 박미선(서울대), 이요한(영남대), 최수임(순천대)

58217 전남나주시빛가람로601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61-820-2113 (fax) 061-820-2429
http://www.kfes.or.kr
e-mail: kfesadm@naver.com

사무국



한국생산성학회

편집위원장 : 김영준(고려대)

편집이사 : 윤동열(울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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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논문제출 : kpaedit2012@gmail.com

한국생산성학회 편집위원회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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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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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조상섭(호서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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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영남대), 이근재(부산대)

[국제경제] 김희호(경북대), 박세운(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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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분석] 오만숙(이화여대), 이동희(경기대), 한정희(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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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용(상명대), 이덕로(서원대), 이상노(전북대), 이상윤(SUNY at New Paltz), 

황윤용(조선대)

대전시동구대학로62 대전대학교경영학과
Tel.042-280-2334, 2267 
Fax.042-280-2331, 2270
Hompage: www.kiea.ne.kr
e-mail:kiea_2016@hanmail.net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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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투고안내>

세무학연구에게재신청하고자하시는분은게재신청서와한글프로그램으로작성

된논문파일을학회홈페이지(www.koreataxaion.org)에서직접제출하시면됩니

다. 투고료는없고, 게재료는논문게재가확정된경우에한해논문게재확정후에20

만원을입금하시면됩니다. 세무학연구에대하여문의할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

락해주시기바랍니다.

편집인(편집위원장)：박종수교수(고려대)

논문제출처：http://www.koreataxation.org (한국세무학회홈페이지)

E－mail：taxresearch1@hanmail.net

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영문제목: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는경제·경

영학분야의여성학자들을중심으로하는‘한국여성경제학회’에서발간하는학술진

흥재단등재학술지입니다. 여성이슈를중심으로경제학및경영학전분야의논문을

포함하고있으며, 편집위원회는다양한분야의연구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1년

에2회발간되고있으며일반논문및정책논문등다양한논문을수록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윤경(이화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민세진(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오민홍(동아대학교경제학과교수), 

윤명수(Tulane University), 윤미경(카톨릭대학교국제학부교수),

전명숙(전남대학교경영학부교수), 이종은(세종대학교경제통상학과교수),

조인숙(연세대학교경제학과교수), 조창익(한림대학교경제학과교수), 

하인혁(Western Carolina University)

편집간사: 김현민(한양사이버대학교) 

(전화) 02-821-5620
(우) 156-766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84 중앙대학교국제대학원
전선애교수연구실

사무국



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영문제목: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는 한국응용경제학
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의 국·영문혼용학회
지로서경제학및관련분야의다양한문제들을현실과이론의균형적인시각을가
지고연구한논문들을수록하여널리소개한다. 학술논문외에도현실경제에서중요
한이슈가되고파급효과가큰정책논문을소개한다.『응용경제』는매년 3회발간된
다.

편집위원장: 홍기석(이화여대)

부편집위원장: 김진영(건국대), 허정(서강대), 강창희(중앙대), 송호신(이화여대), 

전병힐(한국외대)

편 집 위 원: 

권일웅(서울대), 김시원(전남대), 김정욱(서울대), 나원준(경북대), 

박민정(미국UC Berkeley), 박상준(일본와세다대), 박호정(고려대), 이석배(서울대), 

이수형(미국U of Maryland), 이항용(한양대), 최병호(부산대), 한영욱(한림대),

한치록(고려대), 허현승(연세대), 한진용(미국UCLA), 문형식(미국USC), 

권혁욱(일본니혼대)

Tel : 02-3277-3909   Fax : 02-3277-4010
(우)120-750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홍기석교수
Email : journal@kaae.or.kr

편집국

한국유통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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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IJIDB) publishes original
research analysis and inquiry into issues of importance to all aspects of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IJIDB is an open access journal that aims to help practitioners, researchers, and
scholars to continue to explore, examine, and resolve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issues
and problems and to share the results with both academia and industry. Articles in IJIDB
examine past, current, and emerging trends and concerns in the areas of industry and corporate
behavior, industry employment decisions, industry policy making, industrial distribution and
business, e-commerce, and service industry. IJIDB publishes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as well as scholarly commentaries, case studies, book reviews and other types of reports
relating to all aspects of industry distribution and busines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IJIDB) publishes four issues per year (March, June,
September & December), and the published articles are available on IJIDB online at
http://www.ijidb.org. Print ISSN: 2233-4165/Online ISSN: 2233-5382

Call For Pape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Distribution & Business (IJIDB) is an open access journal
that publishes research analysis and inquiry into issues of importance to the Distribution. IJIDB
is a Semiannual publication and all articles are peer-reviewed by a minimum 3 referees.

For International Author
Account Number(Beneficiary) : 470-910012-72205
Beneficiary Name: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 Executive Office
SWIFT Code: HNBN KRSE XXX
Bank Name: HANA BANK
Branch: SEONGNAMBUK
Bank Address: 229 Yangji-dong Sujeong-gu, Seongnam-city, Gyeonggi-do, KOREA
Beneficiary's Address: Hanshin Officetel Suite 1030. 2463-4, Shinheung-Dong Sujeong-gu,
Seongnam-city, Gyeonggi-do, 461-713,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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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is published four times a year (issue No. 1, No.
2, No. 3, and No. 4 on March 31, June 30, September 30, and December 31, respectively) by
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KREA) and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EEA). The Journal  provides an outlet for publication in all theoretical and
empirical aspects of economics, energy and environmental economics areas. 

Editor-in-Chief: 
Suduk Kim, Ajou University - 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KREA)
Yongsung Cho, Korea University -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EEA) 

Co-Managing Editor:
Dong Koo Kim,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Jin Young Moon,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Board of Editors:
Sang Mok K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Suk Kyu Kang, Jeju National University / Kwon
Oh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yi Kim, Hongik University / Joon Soo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Jin Soo Kim, Hanyang University / Hyun Cheol Kim, Jeju Development
Institute / Hyun Cheol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Hyung Gu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In Gang Na, Inchon National University / Hae Sun Park, Konkuk University / Ho
Jung Park, Korea University / Jung Hwan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 Eun Shim,
Pusan National University / So Eun Ah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Doo Hwan 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Won Cheol Yun, Hanyang University / Yo han Lee, Yeungnam University
/ Soo Cheol Lee, Meijo University / Hong Kyun Kim, Seogang University / Yongsung Cho,
Korea University / Hong Jong Cho, Dankook University / Kyung Soo Ch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Young Jun Choi, Kyunghee University / Choe Jong Du,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In Kee Hong, Daegu University / Uk Hw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unsuke Managi, Tohoku University / Songnian Chen, Hong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onny Kim,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Homepage:
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KREA) http://www.resourceeconomics.or.kr/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EEA) http://www.keea.kr/

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은 한국재정정책학회의 등재학술지로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와발표및보급으로학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학

술지는1년에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며, 매년게재된

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재정정책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연중투고

가가능하며, 심사가완료되는가장가까운호에순서대로게재하고있습니다. 제출

방법은편집이사에게E-mail로전송(esl96@hanmail.net) 하시면됩니다. 연구자

여러분의적극적인투고를기다립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한국재정정책학회홈페

이지‘http://www.public.or.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편집위원장: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편집부위원장: 이재민(경북대)

편 집 위 원: 

강성진(고려대), 국중호(요코하마시립대), 성효용(성신여대),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지해명(강원대), 민 기(제주대)

편 집 이 사: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Korea Institution and Economics Association, KIEA;

회장이영훈서울대교수)는 2002년에설립된학회로실사구시적관점에서경제및

제도발전과정책개발을연구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으며, 우리사회의발전을가

로막는문제들의연구를위해신고전경제학에서부터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에이르기까지범사회과학적접근방법을사용한다. 

이러한목적을위해본학회는정기학술대회개최, 국내외학술및연구기관들과의

교류, 학제간공동연구, 학술지연3회발간, 정기포럼개최등의사업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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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전영준(한양대) 

편집위원: 

김광호(한양대), 김상헌(서울대), 김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승래(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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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in Chief: Jaeuk Khil (H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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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ng-Jin Kim (Seo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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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in Craig (Northeastern University, USA)
Giuseppe Gramigna (SMA, USA), Donna Kelly (Babson College)
Ki-Chan Kim (Catholic University, Korea) / Salvatore Zecchini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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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경제학이란...

질서경제학은 오이켄(W. Eucken), 뵘(F. Bohm), 및 그로스만(H.

Grossmann-Doerth)의 질서자유주의와 이를 계승한 하이에크(F.

Hayek)의이론등프라이브르크(Freiburg) 대학의네명의학자들이주창

한경제이론이며, 경제질서를구현하기위해서시장에의해만들어지는 '자

생적질서'로충분한것은아니며, 국가가경제제도를구성하기위한원칙을

정립하고법에의거하여국민경제의조정을수행해야한다는경제이론입니

다. 질서경제학은 이러한 사회질서의 구성원리를 분석하는 패러다임이며,

행동질서, 행동규칙질서그리고국가질서를연구하는학문이라고할수있

습니다. 

한국경제는빠른경제성장을추구하는과정에서왜곡된경제의식과경제구

조를잉태하게되었으며, 경제질서의확립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국민경

제의근간이견실하게마련되지못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오늘날

대한민국사회가안고있는많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

에적합한경제질서를확립하는일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하겠습니다. 한

국질서경제학회는이러한시대적요청에부응하기위한학자들의연구와토

론의장이되고있습니다(사진: 한국질서경제학회사무국이위치한서울서

초동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전경).

학회장: 김강식교수(한국항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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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한독경상학회 (독문 : Koreanisch-Deutsche Gesellschaft fr

Wirtschaftswissenschaften e. V.)는 독일, 스위스및오스트리아의이른바독일

어권지역에서수학하고, 현재국내의각분야에서활동하고있는전문가들이 1977

년 12월모임을갖고취지를모아발기되었습니다. 그이듬해인 1978년 5월창립총

회를거쳐학회가설립되면서오늘에이르고있습니다. 본회는회원간의상호친목과

연구활동을도모하며, 주로한독간의학술면또는기타제반문화면의교류를목적

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상논총』(독문: Koreanische Zeitschrift fr

Wirtschaftswissenschaften)은 1981년에 창간되어연 4회 발간되며편집위원회

는 경제학과 경영학분야의 전문가인 13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999년부터 매년

게재된논문중에서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BMW 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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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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