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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말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기해년새해를맞아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참가하신여러분들께건강과행운이함께하기를기

원합니다.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가성균관대학교에서개최됩니다. 어느덧열아홉번째를맞게

되는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학계, 연구기관, 정책담당자등우리사회각분야에서종사하는경제

전문가들이모여서로의지식과경험을공유하고의견을나누는우리나라경제발전을위한중요한

장으로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번공동학술대회에서는이틀동안 55개학회, 1,500 여명이참가, 460 여 편의논문이발표되

고두차례전체회의와네차례특별세션도개최됩니다. 금년학술대회도연구자들의발표와토론으

로짧은기간동안이룬공동학술대회의전통을이어가고한걸음더발전할수있기를바랍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경제정책기조로추진하고있는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올

해 3년차를맞게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를통해성장, 고용, 복지에서남북경협가능성에

이르는다양한부문에서정부정책을평가, 반성하고대안과과제를제시하는기회가될수있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1전체회의‘한국경제, 정부정책의

평가와 포용적 성장의 과제’와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재정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제2전체회의

‘기로에선한국경제: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성장과분배를위한정책과제’는그동안정부가추진

해온경제정책의성과를여러차원에서점검하고우리경제가처한문제를다시생각하고논의하는

장이될것입니다. 

이번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해지원을아끼지않으신후원기관, 그리고이행사를위

해오랫동안헌신하신조직위원회실무진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디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통해우리나라경제가조금이라도더나은방향으로나아갈수있도록적극적인참

여와제언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 김 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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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일 정 개 요

09:00 - 09:20 등록 퇴계인문관3층로비

09:20 - 10:50 제1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11:00 - 12:30 제2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경영관지하2층식당

14:30 - 16:30 제1전체회의 퇴계인문관3층31308호

16:30 - 18:00 제3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19:00 - 20:30 만찬 국제관5층

2월14일(목) - 성균관대학교

09:00 - 09:20 등록 퇴계인문관3층로비

09:20 - 10:50 제4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11:00 - 12:30 제5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경영관지하2층식당

14:00 - 16:30 제2전체회의 퇴계인문관3층31308호

16:30 - 18:00 제6분과회의 퇴계인문관각강의실

2월15일(금) - 성균관대학교



회의장배치

시간별 분과회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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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목), 15일(금) 오찬은경영관지하2층식당입니다.   
(식권은퇴계인문관3층로비, 조직위원회본부석에서배포합니다. 오찬시간: 12:00 - 14:00)

** 14일(목) 만찬은국제관5층입니다. (시간: 19:00 - 20:30)
*** 강의실번호의앞두자리숫자는건물번호, 뒤세자리는층/호입니다. (예: 31402호-> 퇴계인문관(31), 4층 2호입니다.)

2월 14일(목) 2월 15일(금)

룸
제1분과회의

(09:20-10:50)

제2분과회의

(11:00-12:30)
제1전체회의
(14:30-16:30)

제3분과회의

(16:30-18:00)
만찬
(19:00-)

제4분과회의

(09:20-10:50)

제5분과회의

(11:00-12:30)

제2전체회의
(14:00-16:30)

제6분과회의

(16:30-18:00)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관

퇴

계

인

문

관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러통상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러통상학회

경제사학회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10:00-12:00)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여성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러통상학회

총회
(12:30-13:00)
경제사학회
이사회

(12:30-13:00)
한국항만경제
학회총회

(12:30-13:00)

31301

31302

경제사학회

한국비교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총회
(18:00-18:30)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총회
(16:00-16:30)

한국노동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문화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일경상학회

총회
(12:30-13:00)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총회
(12:30-13:00)

한국질서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금융정보
학회총회

(12:30-13:00)
한독경상학회

총회
(12:30-13:00)
한국경제발전
학회총회

(12:10-12:40)

한국사회보장
학회총회

(11:30-12:30)
한국응용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산업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국제통상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연구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계량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국제금융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법경제
학회총회

(12:00-12:30)

한국제도·
경제학회총회
(12:00-12:50)
한국금융교육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무역보험
학회이사회

(12:30-13:00)

한국자원경제
학회총회

(12:30-13:30)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C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규제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경제연구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재정학회B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개발정책
학회

(10:30-12:30)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C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09:30-10:5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독경상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09:20-10:40)

한국사회보장학회

(09:20-11:20)

한국응용경제

학회A

한국응용경제

학회B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C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C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10:50-11:4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금융정보

학회

한독경상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10:50-12:10)

한국응용경제

학회A

한국응용경제

학회B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재정학회A

한국동북아경제
학회A

(14:00-16:00)

국

제

관

5층

한국동북아경제
학회B

(14:00-17:40)

한국기독교경제

학회

한국지역경제
학회

(15:00-17:30)
국제금융소비자학회
(Session I - 14:00-15:00)
(Session II - 16:30-18:00)

한국경제통상

학회A

한국경제통상

학회B

한국환경경제
학회A

(14:00-17:55)
한국환경경제

학회B
(14:00-17:55)
한국산업조직

학회A
(14:30-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B
(14:30-18:00)
한국산업조직

학회C
(14:00-18:00)

한

국

경

제

학

회

/

한

국

금

융

학

회

주

최

퇴

계

인

문

관

3층

31308호

(14:30~

16:30)

한국경제
학회특별
세션 II
(16:30-
18:30)
퇴계
인문관
3층

31308호

한국경제
학회특별
세션 I

(10:00-
12:00)
퇴계
인문관
3층

31308호

한국경제

학회총회

(13:45-

14:30)

퇴계

인문관

3층

31308호

한국경제
학회특별
세션 III
(11:00-
12:30)
퇴계
인문관
3층

31308호

한국경제
학회특별
세션 IV
(16:30-
18:00)
퇴계
인문관
5층

31506호,
31507호

한국경제
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
시상식
퇴계인
문관7층
31709호
(18:00-
18:30)

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

한

국

재

정

학

회

주

최

퇴

계

인

문

관

3층

31308호

(14:00~

16:30)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B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A

(14:00-18:00)
한중사회과학

학회B
(14:00-18:0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

한국부동산

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V 
경제학연구 I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V 
경제학연구 II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13:00-15:5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독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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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법경제

학회A

한국법경제

학회B

한국금융학회A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법경제
학회A

(11:00-12:00)
한국법경제
학회B

(11:00-12:00)

한국금융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09:20-10:3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무역보험

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10:40-11:50)

한국금융교육

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경제교육
학회

(13:30-17:30)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14:30-16:10)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EU학회

한국금융ICT

융합학회

한국농식품정책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국제지역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한국무역보험

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농식품정책
학회총회

(11:00-12:00)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국제지역학회

한국보건경제·

정책학회

31403

31405

31408

31409

31501

31502

31503

31505

31506

31507

31511

31512

31601

31602

31603

31604

31605

31606

31607

31608

31609

31701

31702

31703

31704

31705

31706

31707

31709

한국재정정책
학회총회

(18:00-18:30)

한국동북아경제
학회총회

(17:40-18:00)

한국기독교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환경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산업조직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경제교육
학회총회

(17:30-18:00)

한국EU학회
총회

(18:00-18:30)



전체회의 프로그램 안내

제1 전체회의-한국경제, 정부정책의평가와포용적성장의과제

•주 관 :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

•일 시 : 2월 14일(목), 14:30 - 16:3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개 회 사 : 김경수(한국경제학회회장, 성균관대)

정지만(한국금융학회회장, 상명대)

•사 회 : 조장옥(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서강대) 

•발 표1 : 최 인(서강대), 이윤수(서강대)

“신정부거시경제성과의실증평가”

•발 표2 : 주병기(서울대)

“공정한사회와지속가능한경제발전”

•발 표3 : 김동헌(고려대)

“금융발전과소득불평등: 금융포용의시사점”

•패널토론 : 성태윤(연세대), 하준경(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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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9:00 - 20:30

• 장 소 : 성균관대 국제관 5층

• 후 원 : 국제금융센터



제2 전체회의-기로에선한국경제: 지속가능하고포용적인성장과분배를위한정책과제

•주 관 :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

•일 시 : 2월 15일(금), 14:00 - 16:3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사 회 : 박민정(이화여대교수) 

•개 회 사: 최병일(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이화여대)

황성현(한국재정학회회장, 인천대)

<세션 1 : 주제 발표>

•기조연설 : 안충영(중앙대국제대학원석좌교수, 전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그리고동반성장: 보완인가? 상충인가?”

•발 제1 : 이 근(서울대교수)

“슘페터학파의국가혁신체제분석과한국의혁신성장”

•발 제2 : 이우진(고려대교수)

“포용국가발전과공공부문의역할”

<세션 2 : 패널 토론>

•좌 장 : 구정모(CTBC Business School 교수, 전한국경제학회회장) 

•토 론 : 민세진(동국대교수), 박기백(서울시립대교수), 

성명재(홍익대교수), 이두원(연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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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행사 안내

8

I. 2018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3:45-14:3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II. 제1전체회의개최

•주 제 : 한국경제, 정부정책의평가와포용적성장의과제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4:30-16:3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III.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1. 특별세션 I : 남북경협의경제적효과와정책적이슈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0:00-12:0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후 원 : IBK기업은행

2. 특별세션 II(서민금융포럼) ：한국경제에서서민금융의역할과미래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16:30-18:30

•장 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서민금융연구원

•후 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NH농협, IBK기업은행, SBI저축은행, 캄코, 

국민행복기금,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3. 특별세션 III : 한국경제의고용과성장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11:00-12:30

•장 소 : 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후 원 : 한국고용복지학회

4. 특별세션 IV : 경제학연구특별세션- 노동시장의변화와일자리창출/ 경제상황변화와소득분배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16:30-18:00

•장 소 : 퇴계인문관5층31506호, 31507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후 원 : 성균관대학교경제연구소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 시 : 2019년 2월 15일(금), 16:30-18:00

•장 소 : 성균관대학교퇴계인문관7층31703, 31704, 31705, 31706, 31707, 31709호각강의실

•사회및논평 : 김세익(고려대), 김현철(성균관대), 심명규(서강대), 주하연(서강대), 최재성(성균관대),

한유진(연세대)

•우수논문시상식 : 2019년 2월 15일(금), 18:00-18:30, 성균관대퇴계인문관7층31709호

•발표논문24편



학회별 프로그램 안내 (학회명가나다순)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5호)

사 회 : 빈기범(명지대)

발표1 : 허유경(미국버지니아대)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미국”

발표2 : 김보현(성균관대)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영국”

발표3 : 임소영(성균관대)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프랑스”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5호)

사 회 : 최 철(숙명여대)

발표1 : Jan Ju Lin(대만국립정치대학)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대만”

발표2 : 이홍무(일본와세다대), 

최아름(일본와세다대)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일본”

발표3 : 왕선혜(성균관대)

“국제금융소비자보호동향: 한국”

제3 분과회의Session I (14일14:00 - 15:00·퇴계인문관5층31505호)

사 회 : 윤정혜(인하대)

강 연 : 박소정(서울대)

“인슈어테크현황소개”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4층31403호)

사 회 : 서문석(단국대)

발표1 : 이명휘(이화여대)

“1962-1976년, 자본시장육성정책과

기업금융”

논평1 : 이상철(성공회대)

발표2 : 신효승(동북아역사재단)

“일제강점기한국주둔일본군2개

사단증설이후비전투손실의추이”

논평2 : 정안기(서울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3호)

사 회 : 서문석(단국대)

발표1 : 박종령(서울대석사과정)

“20세기중반한국의농지개혁과식량작물

생산: 미곡과보리를중심으로”

논평1 : 조석곤(상지대)

발표2 : 윤양근(서울대석사과정)

“Cassava Cultivation, Consumption and 

Urbanization in Africa”(with Christopher 

Paik)

논평2 : 유동우(울산대)

경제사학회이사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3호)

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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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7호)
- 환동해지역의변화와발전가능성

사 회 : 김준엽(경희대)

발표1 : 신진숙(경희대)

“희망의도시, 정동적어버니즘에대하여: 

환동해지역구산업도시를중심으로”

논평1 : 조운아(경희대후마니타스칼리지)

발표2 : 배규성(경희대)

“중국의북극정책과동해(환동해를

중심으로)”

논평2 : 노경호(대림대)

발표3 : 김석희(경희대)

“19세기환동해지역의개항과

강제·불평등담론”

논평3 : 송치웅(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7호)
- 국제지역사회·경제간상호연계와발전지향점

사 회 : 송치웅(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1 : 김동운(동의대)

“The Emergence of New Corporate 

Governance in Chaebols”

논평1 : 최국현(중앙대)

발표2 : 임양택(한양대)

“세계‘민주화운동’의비교와시사점”

논평2 : 곽원준(숭실대)

발표3 : 김병준(강남대)

“한국,미국,유럽,중국에서의주식시장과

무역수지상호간의영향력검정”

논평3 : 김성신(상명대)

발표4 : 조갑제(계명대)

“미국금리의한국에대한전파효과: 

Trilemma 가설의분석”

논평4 : 이기환(인하대)

국제지역학회

10

국제지역학회

제3 분과회의Session II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5호)

사 회 : 정홍주(성균관대)

발표1 :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국내금융소비자보호이슈및과제: 

은행부문”

발표2 : 손정국(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국내투자자보호이슈및과제: 증권부문”

발표3 : 손정현(성균관대)

“국내금융소비자보호이슈및과제: 

보험부문”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8호)

사 회 : 김성환(아주대)

발표1 : 이민석(정보통신정책연구원)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Necessity 

of Wireless Data Service”

논평1 : 김희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2 : 정 훈(청주대)

“이동통신기술발전이이동통신사업자의

투자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논평2 : 김지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3 : 이대호(성균관대)

“지능정보서비스의구조방정식분석: 

사용자가치를중심으로”

논평3 : 곽정호(호서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00·퇴계인문관6층31608호)

사 회 : 변정욱(국방대)

발표1 : 정광재(정보통신정책연구원)

“MNO와MVNO의브랜드격차에대한연구”

논평1 : 심선영(성신여대)

발표2 : 김용재(한국외대)

“Bass 모형의Bayesian Estimation을이용한

IoT 신규서비스의확산연구”

논평2 : 강준모(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3 : 지성욱(한국외대)

“The Internet and Changes in the Media 

Industry: A 5-Year Cross-National 

Examination of Media Industries for 51 

Countries”

논평3 : 장병희(성균관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9호)   
- 라운드테이블 : 미국과중국경기의하방위험과한국의금리및

외환정책대응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기조발표 : 김회정(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최근대외여건과외환정책방향”

패 널 : 김소영(서울대) 

김정식(연세대) 

김진일(고려대) 

김태준(동덕여대)

성태윤(연세대) 

오정근(건국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아시아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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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2호)

사 회 : 백성준(한성대)

발표1 : 박태원(광운대)

“광운대, 지역자산과대학자산의융합을

통한창업친화형캠퍼스타운”

논평1 : 조덕훈(세종사이버대)

발표2 : 이현진(한성대), 백성준(한성대)

“한성대, 대학과지역사회의협력실험”

논평2 : 전광섭(호남대)

발표3 : 조준혁(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4차산업혁명시대스마트도시의구현과

실증”

논평3 : 김태황(명지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5일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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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15일10:3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5호)

사 회 : 김홍기(한남대)

발표1 : 구정우(성균관대)

“Political Embeddedness or World 

Cultural Pressure -Explain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in China, 

2005-2015”

논평1 : 전계형(한남대)

발표2 : 임원혁(KDI)

“수출지향공업화정책의형성과진화”

논평2 : 정 혁(서울대)

발표3 : 신원규(KDI)

“무역협정내개발협력의제에대한연구”

논평3 : 김종섭(서울대)

발표4 : 전계형(한남대)

“기업의CSR 확대를고려한정부의소득

재분배정책에관한연구”

논평4 : 김승년(한국외대)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40·퇴계인문관6층31609호)

사 회 : 남기곤(한밭대)

발표1 :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및관련정책의효과”

논평1 : 이시균(고용정보원) 

발표2 : 황선웅(부경대)

“2018년최저임금인상이고용에미친

영향분석”

논평2 : 지민웅(산업연구원) 

발표3 : 황세원(Lab2050)

“제조업일자리변화, 고용위기지역의

대응모델평가”

논평3 : 고영우(한국노동연구원)

제5 분과회의 (15일10:50 - 12:10·퇴계인문관6층31609호)

사 회 : 이상철(성공회대)

발표1 : 이 근(서울대), 이종호(연세대)

“National Innovation Systems, Economic 

Complexity and Economic Growth: 

Country Panel Analysis Using the US 

Patent Data”

논평1 : 박상수(고려대)

발표2 : 한준희(경제추격연구소)

“Solving Trilemma Differently for Emerging 

Economies and Advanced Economies”

논평2 : 김경훈(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백종성(고려대), 이남형(한국방송통신대)

“왜버찌씨를받을까? 암호화폐와

화폐이론의재구성”

논평3 : 황재홍(목원대)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제9회학현학술상시상식

(15일12:10 - 12:40·퇴계인문관6층31609호)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제3 분과회의- Session I (14일13:30 - 15:30·퇴계인문관6층31604호)

사 회 : 한진수(경인교대)

발표1 : 최병일(매일경제신문)*, 김재진(호서대)

“국내대학생의‘도덕적해이’에대한오개

념연구”

논평1 : 한경동(한국외대)

발표2 : 윤희정(부산대박사과정)*, 김홍배(동서대)

“성인금융교육의결정요인”

논평2 : 천규승(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발표3 : 김진영(강원대)

“경제여건변화와거시경제학의내용구성”

논평3 : 김영우(서원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4일15:50 - 17: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사 회 : 이윤호(순천대)

발표1 : 이윤우(KDI)

“한일경제교육Key word 비교분석: 한국과

일본경제교육학회의학술지Key word 분

석을통한경제교육연구동향에관한연구”

논평1 : 김경모(경상대)

발표2 : OGAWA Takeshi(小川健, Senshu University)

“Development of Teaching Materials of

MacDougall-Kemp Model Using OMR

Type Mark Sheet Format and Counterpart

EU Policy”

논평2 : 장경호(인하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I (14일17:10 - 17:30·퇴계인문관6층31604호)
- 연구윤리교육
- 장경호편집위원장(인하대)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4일17: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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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5일09:3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5호)
- 환태평양산업연관학회(PAPAIOS) 세션

사 회 :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발표 1 : INOMATA Satoshi(JETRO-IDE)

“Impact of Globalization on the Distribution 

of Value Added: Contrasting Perspectiv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논평1 : LEE, Jinmyon(KIET-ASSIA)

발표2 :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Ye Zuoyi(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 

“International Value Added Division of 

Labor”

논평2 : JUNG, Youngho(Bank of Korea)

제5 분과회의 (15일10:50 - 11:40·퇴계인문관6층31605호)

사 회 :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발 표 : YE Zuoyi(Shanghai University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NAKAYAMA Keiko(Chukyo University)

“Income Distribution Effects of Value 

Added Tax Reform in China”

논 평 : KIM, Bawoo(KIET)

14

제3 분과회의 (14일14:30 - 16:10·퇴계인문관6층31605호)
- 산업연관분석세션

사 회 : 권태현(한국은행)

발표1 : 정영호(한국은행)*, 권태현(한국은행)

“2015년산업연관표의작성결과”

논평1 : 이재형(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김재진(산업연구원)*, 

이진면(산업연구원, KIET-ASSIA), 

이성하(중앙대)

“산업연관표의활용현황조사및분석”

논평2 : 부상돈(한국은행)

발표3 : 이용호(산업연구원)*, 김재진(산업연구원)

“소득계층별가계부문내생화산업연관모형

개발을위한기초연구”

논평3 : 배진한(충남대)

2/15(금) 오전,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제4, 5, 6 분

과회의로진행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제6 분과회의 (15일13:00 - 15:50·퇴계인문관6층31605호)
- 무역·환경세션

사 회 : 이진면(KIET-ASSIA)  

발표 1 : KIM, Bawoo(KIET)

“Evolution of Export Product Space: East 

Asian Country Cases”

논평1 : LEE, Hyuk(Yonsei University)

발표 2 : PARK, Sungkeun(KIET)*, 

HONG, Sungwook(KIET), 

HWANG, Wonsik(KIET)

“The Effects of Korea’s Alternative Energy 

Policy on Manufacturing Productivity and 

Production”

논평2 : LEE, Youngho(KIET)

발표3 : KIM, Jeong-Hyun(KIET), 

SEO, Byeonseon(Korea University)

“ETS Market Comparison of EU and 

Korea: Market Drivers and Carbon Price 

Determination”

논평3 : KIM, Yongkyun(Yonsei University)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5일16:00 - 16:30·퇴계인문관6층31605호)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여택동(영남대)

발표1 : 백인걸(한국주택금융공사)*, 

김무환(경남대) 

“대북불확실성확대에따른한국경제와

주택시장의변화”

논평1 :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장한익(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과전세가격동조화변화분석”

논평2 : 김형건(강원대)

발표3 : 김재혁(고려대)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Choice of 

Mortgage Contracts: A Case from Korea”

논평3 : 박단비(강원대)

제5 분과회의A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구정모(CTBC BUSINESS SCHOOL)

발표1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태희(한국고용정보원)

“워킹대디의시간균형이삶의질에미치는

영향”

논평1 :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발표2 :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OECD 국가들의노동시장프로그램(LMP)

의효과와시사점”

논평2 : 신종각(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이용주(영남대)*, 이용우(영남대)

“The Effects of Copayments on 

Healthcare Utilization in Korea’s Medical 

Aid Program”

논평3 : 임재영(고려대)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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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6호)

사 회 : 박병진(영남대) 

발표1 : 이시영(중앙대) 

“거리와반덤핑제소”

논평1 : 이기동(계명대)

발표2 : 최성희(부산대)

“영화수요및공급집중도와영화시장규모

간의관계”

논평2 : 박성훈(조선대) 

발표3 : 김동운(동의대) 

“주요재벌의변모: 순위와계열회사수의

장기분석”

논평3 : 최성관(안동대) 

발표4 : 오희장(한국경영정책연구원) 

“대도시와인접지역의대중식당상호언어

분석”

논평4 : 박재필(군산대)

제3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7호)

사 회 : 김영재(부산대) 

발표1 : 최창곤(전북대)

“양심시장모형으로본청탁금지법효과”

논평1 : 김종웅(대구한의대), 박기홍(제3사관학교)

발표2 : 김경민(계명대)

“Production Sharing and Exchange Rate 

Pass-Through”

논평2 : 김현석(부산대), 김민정(원광대) 

발표3 : 이우형(계명대), 김종웅(대구한의대) 

“일자리예산과창업지원정책에대한중앙과

지방정부의역할”

논평3 : 김기승(부산대), 이희용(영남대)

발표4 : 남병탁(경일대) 

“민선7기경북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의

현황과과제”

논평4 : 김정환(대구가톨릭대), 송민주(영남대)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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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B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9호)

사 회 : 권원순(한국외대)

발표1 : 최혜린(KIEP)*, 김효상(KIEP)

“Exchange Rates and Firm Exports: The 

Role of Foreign Ownership and Foreign 

Subsidiaries”

논평1 : 이연호(충북대)

발표2 :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Ownership, Pricing, and Productivity: 

The Case of Electric Distribution 

Cooperatives”

논평2 : 정회상(강원대)

발표3 : 김원중(건국대)*, 유재원(건국대), 

박상준(Waseda University)

“Effects of Japanese Quantitative Easing 

Policy on the Economies of Japan and 

Korea”

논평3 : 박단비(강원대)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특별세션 II(서민금융포럼) ：한국경제에서서민금융의역할과미래

•일시 : 2월 14일(목), 16:30 - 18:30

•장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서민금융연구원

•후원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NH농협, IBK기업은행, 

SBI저축은행, 캄코, 국민행복기금,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

사 회 : 이종욱(서울여대교수)

개 회 사 : 김경수(한국경제학회장, 성균관대)

인 사 말 : 조성목(서민금융연구원원장)

축 사 : 민병두(국회정무위원장, 국회의원)

기조연설 : 최종구(금융위원회위원장)

“서민금융의미래와지원체제”

<사례발표 I - 제도권>

발표1 : 이한국(NH농협팀장)

“사람의정이느껴지는따뜻한금융! 

농협은행실천사례”

발표2 : 정경호(SBI저축은행부장)

“SBI저축은행의서민금융지원사례

-사이다및사잇돌사례발표”

발표3 : 정성후(새마을금고중앙회연구소장)

“서민금융에서새마을금고역할과사례”

<사례발표 II - 비제도권>

발표1 : 김민정(크레파스대표)

“대안(플러스)평가를통한금융소외해소”

발표2 : 이창호((사)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

“무이자착한대출”

<발표- 서민금융진흥원>

발표1 : 최건호(서민금융진흥원부원장)

“정책서민금융, 앞으로의과제”

<패널토론>

사 회 : 이종욱(서울여대교수)

패 널 : 김동순(IKB기업은행경제연구소팀장), 

김희철(서민금융연구원수석부원장), 

변재호(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장), 

이동훈(지역신용보증재단중앙회부장), 

최현자(서울대교수), 

한대호(저축은행중앙회상무)

특별세션 I : 남북경협의경제적효과와정책적이슈

•일시 : 2월 14일(목), 10:00 - 12:00

•장소 : 성균관대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후원 : IBK기업은행

사 회 : 김홍기(한남대)

발표1 : 김병연(서울대)

“남북경협과경제통합”

발표2 : 정 혁(서울대)

“북한경제개방의후생추정과중국의영향”

발표3 : 박지형(서울대)

“북한경제개방이한국경제에미칠영향에

대한소고: 헥셔-올린무역모형을

중심으로”

발표4 : 조봉현(IBK 경제연구소)

“신남북경협의투입비용및경제적효과

분석”

토 론 : 송의영(서강대),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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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V - 1 : 경제학연구특별세션
- 노동시장의변화와일자리창출

•일시 : 2월 15일(금), 16:30 - 18:00

•장소 : 퇴계인문관5층31506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후원 : 성균관대학교경제연구소

사 회 : 송 준(성균관대)

발표1 : 이정민(서울대)*, 김대일(서울대)

“2018년최저임금인상의고용효과”

논평1 : 이찬영(전남대)

발표2 : 이찬영(전남대)*, 탁아림(전남대), 

박지섭(한국은행), 강수연(한국은행)

“16개시도의출산및여성고용의동태적

분석”

논평2 : 정 혁(서울대)

발표3 : 정 혁(서울대)

“기업의무형투자와연구개발투자가고용에

미치는영향”

논평3 : 이정민(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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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 한국경제의고용과성장

•일시 : 2월 15일(금), 11:00 - 12:30

•장소 : 퇴계인문관3층31308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고용정보원

•후원 : 한국고용복지학회

사 회 : 김양우(수원대)

발표1 : 전용일(성균관대)

“개방경제의국내일자리우선원칙”

발표2 : 박정수(서강대)

“한국의산업경쟁력과경제성장”

토 론 : 안현실(한국경제신문),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주무현(한국고용정보원), 

최현경(산업연구원)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1호)
- 미시분과 I

사 회 : 이동렬(성신여대)

발표1 : 채수찬(KAIST)

“A Model of Layered Information 

Processing: Network Health Insurance 

with Primary Care”

논평1 : 김 진(동덕여대)

발표2 : 김 진(동덕여대)

“암호화폐의가능성에대한일고”

논평2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종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A Labor Supply Model with Overtime 

Work: The Case of Single-Earner 

Families”

논평3 : 진양수(성신여대)

발표4 : 진양수(성신여대)

“Exclusionary Effects of Internal 

Transactions”

논평4 : 채수찬(KAIST)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2호)
- 거시분과 I

사 회 : 이윤수(서강대)

발표1 : 김선빈(연세대), 장용성(서울대),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근로장려세제의거시경제적효과”

발표2 : 이남강(한국은행)

“Evaluating the Effects of Productivity 

Risks on Long-run Consumption Risk 

and Asset Pricing”

발표3 :  이철인(서울대)

“Welfare Cost of Taxing Human Capital”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특별세션 IV - 2 : 경제학연구특별세션
- 경제상황변화와소득분배

•일시 : 2월 15일(금), 16:30 - 18:00

•장소 : 퇴계인문관5층31507

•주최 : 한국경제학회

•후원 : 성균관대학교경제연구소

사 회 : 황수성(성균관대)

발표1 :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홍재화(서울대), 이영재(한국은행)

“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효과분석”

논평1 : 배진한(충남대)

발표2 : 배진한(충남대)

“최근경제상황변화와고용·소득분배

개선을위한정책적대응방향”

논평2 :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발표3 :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Economic Growth and Distribution: New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

논평3 :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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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1호)
- 미시분과 II

사 회 : 이진혁(고려대)

발표1 : 김정유(경희대)*, 정재한(POSTECH)

“Best Response Perfect Equilibrium”

논평1 : 민대홍(KISDI)

발표2 : 민대홍(KISDI)

“Bayesian Persuasion under Partial 

Commitment”

논평2 : 김수진(ShanghaiTech University)

발표 3 : 김수진(ShanghaiTech University)

“Privacy, Information Acquisition, and 

Market Competition”

논평3 : 지창구(NHH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발표4 : 지창구(NHH Norwegian School of Economics)*, 

최경진(University of Calgary)

“Design of a Real Option Contract”

논평4 : 김정유(경희대)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 거시분과 II

사 회 : 정용승(경희대)

발표1 : 이남강(한국은행), 석병훈(이화여대)*

“A Structural Change in the Trend and 

Cycle in Korea”

발표2 : 김형석(KAIST)

“Asset Pricing in Persistent Slumps”

발표3 : 이준희(영남대)

“LTV Ratio Regulations and House Prices 

in a Small Open Economy with 

Heterogeneous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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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C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3호)
- 계량분과 I

사 회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1 : 윤정모(한양대)*, 

Zhongjun Qu(Boston University)

“Inference on Conditional Quantile 

Processes in Partially Linear Models with 

Application to Sharp RD Designs with 

Covariates”

논평1 : 홍석영(University of Nottingham)

발표2 : 김준성(Monash University), 

양희승(KDI 국제정책대학원), 

한유진(연세대)* 

“Multi-dimensional Social Networks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Evidence 

from Rural India”

논평2 : 장성연(숭실대)

발표3 : 김건호(한양대), 김진용(서울시립대)*, 

이정환(한양대)

“Cross-Sectional Tests of Asset Pricing 

Models with Full-Rank Mimicking 

Portfolios”

논평3 : 김영민(고려대)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6호)

사 회 : 백승관(홍익대)

발표1 : 박성준(연세대)

“Market-Wide Predictors and Profitability 

of Consensus Recommendations”

논평1 : 서성원(아주대)

발표2 : 박단비(강원대)*, 서성원(아주대)

“개별기업의수익률변동성결정요인: 

국내및해외요인에대한비교”

논평2 : 변혜원(보험연구원)

발표3 : 김도연(영남대)

“품목별교역량에영향을미치는거시경제

변동성요인분석 : 한국의주요교역품목을

중심으로”

논평3 : 김영준(상명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7호)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윤영진(한국은행)*, 이준수(앨라바마대), 

Vladimir Arcabic(Zagreb대) 

“International Comovements and 

Dynamics of Public Debt”

논평1 : 모영규(숙명여대)

발표2 : 장한익(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제금융시장을고려한국내금융시장간

동조화변화분석”

논평2 : 문성만(전북대)

발표3 : 박종호(한국개발연구원)*, 최상엽(연세대)

“New Normal in the Second Phase of 

Global Liquidity: Public External Debt and 

Corporate Borrowing Cost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논평3 : 김수현(한국은행)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제2 분과회의C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3호)
- 계량분과 II

사 회 : 김재영(서울대)

발표1 : 홍석영(University of Nottingham)*, 

Oliver Linton(University of Cambridge)

“Nonparametric Estimation of Infinite 

Order Regression and Its Application to 

Risk-return Tradeoff”

논평1 : 윤정모(한양대)

발표2 : 장성연(숭실대)*, 

Zongwu Cai(University of Kansas)

“A New Test in a Predictive Regression 

with Structural Breaks”

논평2 : 한유진(연세대)

발표3 : 강규호(고려대), 김영민(고려대)*

“Bayesian Inference of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ith Endogenous 

Markov Regime-Switching Parameters”

논평3 : 김진용(서울시립대)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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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C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9호)   
- 라운드테이블 : 미국과중국경기의하방위험과

한국의금리및외환정책대응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기조발표 : 김회정(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최근대외여건과외환정책방향”

패 널 : 김소영(서울대), 김정식(연세대), 

김진일(고려대), 김태준(동덕여대), 

성태윤(연세대), 오정근(건국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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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6호)

사 회 : 채희율(경기대)

발표1 : 김효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암호화자산이국경간자본흐름에미치는

영향”

논평1 : 이종화(연세대)

발표2 : 김종권(신한대)

“무역금융과블록체인의기술연계성연구”

논평2 : 음지현(한국은행)

발표3 : 김희식(한국은행)

“A Non-Deliverable Currency and 

Procyclcial Capital Flows”

논평3 : 안지연(경희대)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7호)

사 회 : 신관호(고려대)

발표1 : 남광희(국민대)

“경제변동성에미치는외생충격의

영향분석”

논평1 : 송준혁(한국외대)

발표2 : 허 인(가톨릭대)

“국내총저축과국내투자와의관계변화

분석 : 외환위기와외환보유액의영향”

논평2 : 최문정(한국은행)

발표3 : 김연준(경성대)

“Environmental Issues and the Factor 

Content of Trade Model Revisited”

논평3 : 조인숙(연세대)



제3 분과회의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3층31302호)

사 회 :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발표1 : 최성락(동양미래대)

“규제혁신5법집행과정에서의한계에

대한고찰”

논평1 : 한현옥(부산대)

발표2 : 이혁우(배재대), 이민창(조선대), 

이혜영(광운대),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김진국(배재대)

“네거티브규제에대한새로운접근방식”

논평2 : 심영섭(인하대)

발표3 : 양준석(가톨릭대)

“기업부주의와책임부담의적절한내생화를

향하여: 규제대체수단연구노트”

논평3 : 심재훈(미국변호사, 성균관대)

한국규제학회

한국규제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4층31403호)

사 회 : 장용준(경희대)

발표1 : 구경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운중(전북대)

“The Rise of China and the Rebound in 

Korea’s Manufacturing Employment”

논평1 : 박순찬(공주대)

발표2 : 노재연(영남대)*, 박지형(서울대)

“Generalized Third-Country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논평2 : 조문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김민정(원광대)

“International Trade and Firm Level 

Employment Volatility”

논평3 : 서정민(숭실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3호)

사 회 : 송백훈(동국대)

발표1 : 이진수(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유복근(한국은행)*

“The Effects of Export Diversification on 

Macroeconomic Stabilization: Evidence 

from Korea”

논평1 : 권철우(경북대)

발표2 : 라정주(파이터치연구소), 

신원규(KDI 국제개발협력센터)*

“Assessment of the Exports Competition 

of Korea with China in Sophisticated 

Markets”

논평2 : 조미진(명지대)

발표3 : 임혜준(영남대)

“How Would You Like to Pay Today? 

Product Differences in the Terms of 

Payment in International Trade”

논평3 : 오수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3호)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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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분과회의 (15일 11:00 - 12:30·퇴계인문관 6층 31607호)

사 회 : 윤정선(국민대)

발 표 1 : 전주용(동국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Stability of Banks”
논 평 1 : 허석균(중앙대)

발 표 2 : 신준호(이엔에프대표)
“주식프리미엄 퍼즐 : 투자평가기간?”

논 평 2 : 이상기(숭실대)

발 표 3 : 정진영(인하대)
“K-IFRS에 따른 영업권 제도가 합병공시

효과에 미치는 영향”
논 평 3 : 김병진(한국산업기술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 6층 31607호)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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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분과회의 (14일 11:00 - 12:30·퇴계인문관 6층 31604호)

사 회 : 장경호(인하대)

발 표 1 : 한진수(경인교대)
“금융교육 연구의 동향과 과제”

논 평 1 : 박형준(성신여대)

발 표 2 : 안용섭(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스마트 금융시대 전자금융 문해력 향상

방안”
논 평 2 : 최병일(매일경제신문)

발 표 3 : 이수용(미래경제교육 네트워크)
“금융경제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향”

논 평 3 : 정운영(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한국금융교육학회 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 6층 31604호)

한국금융교육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1호)

사 회 : 선정훈(건국대)

발표1 : 서상원(중앙대)*, 윤선중(동국대), 

유은규(KAIST 박사과정)

“Option-implied Tail Risks and Their 

Information Contents”

논평1 : 장 욱(덕성여대)

발표2 : 김형태(부산대)*, 윤성민(부산대) 

“시간가변의특성을이용한미국-아시아

주식시장간의변동성전이효과분석”

논평2 : 반주일(상명대)

발표3 : 정성준(서울대박사과정)*, 조성욱(서울대)

“Risk Taking in Geographically Diversified 

Banks”

논평3 : 권흥진(한국금융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2호)

사 회 : 정용국(서울시립대)

발표1 : 최형규(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Minchung Hsu(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The Impacts of Policy Infrastructures on 

the International Use of the Chinese 

Renminbi: A Cross-Country Analysis”

논평1 : 김도완(한국은행)

발표2 : 문정우(부산대석사과정), 김현석(부산대)

“Surprise versus News Shocks: New 

Keynesian Small Open Economy”

논평2 : 심명규(서강대)

2/15(금) 오전, 한국금융학회제4, 5 분과회의로진행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1호)

사 회 : 양채열(전남대)

발표1 : 서상원(중앙대)

“Can Prior Information Make Market 

Anomalies More Anomalous? Evidence 

from Common Stocks”

논평1 : 김명애(건국대)

발표2 : 김명현(서울과학기술대)*, 

김영민(고려대박사과정)

“Boxed KOSPI”

논평2 : 서지용(상명대)

발표3 : 홍기훈(홍익대)

“Does Investor Sentiment Affect the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논평3 : 임상균(국민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2호)

사 회 :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이종욱(서울여대)

“시스템위기하의중소기업자금조달

구조와정책금융”

논평1 : 남재현(국민대)

발표2 : 정희수(KEB하나은행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홍주(성균관대)

“연금저축세제변경에따른영향분석”

논평2 : 정원석(보험연구원)

발표3 : 김혜선(국민연금연구원)

“인구구조변화와가계저축및이자율: 

공적연금의역할을중심으로”

논평3 : 박종상(숙명여대)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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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1호)
- 국제금융연구회세션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윤영진(한국은행)*, 박종욱(한국은행)

“내외금리차와우리나라의자본유출입: 

이론및실증분석”

논평1 : 박하일(경희대)

발표2 : 김수현(한국은행)

“Determinants of Capital Flows in the 

Korean Bond Market”

논평2 : 주현수(한국금융연수원)

발표3 : 김종혁(충남대)

“Macroeconomic Stabilization Effect of 

Countercyclical Macroprudential Policy: 

A DSGE Approach”

논평3 : 손종칠(한국외대)

제5 분과회의B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2호)
- 금융산업조직연구회세션

사 회 : 이인호(서울대)

발표1 : 전병헌(한국과학기술원)*, 

변석준(한국과학기술원)

“Momentum Crashes and the 52-week 

High”

논평1 : 한승진(홍익대)

발표2 : 김경순(조선대)*, 이진훤(오산대), 

강유정(조선대석박사통합과정) 

“배당정책과이익보고정책의결합이미래주

가수익률에미치는효과”

논평2 : 이포상(송원대)

발표3 : 강신우(세종대)*, 곽은주(세종대), 

탁진영(세종대), 김경원(세종대)

“Information or Distraction: Stock Market 

Reaction to Lengthy Conference Calls”

논평3 : 전주용(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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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A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1호)

사 회 : 김영준(상명대)

발표1 : 이근영(성균관대)

“고령화와소득불평등이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

논평1 : 손종칠(한국외대)

발표2 : 고희운(부산대박사과정)*, 강상훈(부산대)

“산유국의경제정책불확실성이글로벌

시장에미치는영향”

논평2 : 주동헌(한양대)

발표3 : 김수진(부산대석사과정)*, 김현석(부산대)

“최적자본구조를고려한산업별부채비율

조정속도추정에관한연구”

논평3 : 최규완(경희대)

제4 분과회의B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2호)
- 예금보험연구세션

사 회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발표1 : 김명원(예금보험공사)

“뱅크런위험발생시예금인출요인과

예금보험의효과”

논평1 : 변준석(통계청)

발표2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부실채권특성과채무재조정의정책효과

분석: KR&C 사례”

논평2 : 우광호(김앤장법률사무소)

발표3 : 김민혁(예금보험공사)*, 박진우(한국외대)

“인구구조의변화가금융기관에미치는

영향과예금보험공사의역할”

논평3 : 김상수(한국방송통신대)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한국의블록체인과암호화폐산업소개

사 회 : 이영환(딜라이트체인)

발표1 : 김태원(글로스퍼)

“Hycon과지역화폐”

발표2 : 김동오(큐브시스템)

“큐브체인과블록체인의미래”

발표3 : 박창기(컬러플랫폼)

“암호화폐의거버넌스설계-컬러플랫폼”

발표4 : 이동산(페이게이트)

“다종블록체인의키관리솔루션, 세이퍼트

블록체인멀티시그월렛”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Issues in Blockchain and Cryptocurrencies 

사 회 : 하태형(수원대)

발표1 : Tae Hyung Ha(University of Suwon), 

Byung Hwa Lim(University of Suwon)

“Cryptocurrencies: Theory and Empirics”

논평1 : Soohyuk Choi(SymVerse Inc.)

발표2 : Soohyuk Choi(SymVerse Inc.)

“Optimal  Mechanism of  Generalized  

Blockchain Economy”

논평2 : Nick Youngwhan Lee(DeLight Chain Inc.)

발표3 : Nick Youngwhan Lee(DeLight Chain Inc.)

“Advantages Employing Artificial 

Intelligence Agents in Blockchain”

논평3 : Byung Hwa Lim(University of Suwon)

발표4 : 박성준(동국대)

“블록체인은해킹으로부터안전한가?”

논평4 : 최영규(연세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제5 분과회의C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 가상화폐연구회세션

사 회 : 김영식(서울대)

발표1 : 정용국(서울시립대)

“A Study on the Nonlinearity in the 

Arbitrage Transactions of Crytocurrency”

논평1 : 장호규(충남대)

발표2 : 강기윤(연세대)*, 이승덕(성균관대)

“Money, Cryptocurrency, and Monetary 

Policy”

논평2 : 양훈식(세종대)

발표3 : 권오익(한국은행)*, 김영식(서울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Financial Stability”

논평3 : 이승덕(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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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블록체인암호화폐와입법과제

사 회 : 김기흥(경기대)

발표1 : 안찬식(법무법인충정)

“블록체인과공유경제”

논평1 : 윤종수(법무법인광장)

발표2 : 윤종수(법무법인광장)

“암호화폐입법과제”

논평2 : 안찬식(법무법인충정)

발표3 : 김기흥(경기대), 이영석(경기대)

“암호화폐거래소표준화발전방안”

논평3 : 김양우(수원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Issues in FinTech Businesses and Blockchain

사 회 : 문종진(명지대)

발표1 : Gyoung-Gyu Choi(Dongguk University)

“Emerging FinTech Businesses and the 

Implication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논평1 : Chang J. Kee(Hongik University)

발표 2 : Jehyuk Jang(GIST), Heung-No Lee(GIST)

“Profitable Double-Spending Attacks”

논평2 : Deogtae Kim(DTWARE, Inc.)

발표3 : 김덕태(고등지능기술원)

“블록체인합의알고리듬의이론적배경과

과거, 그리고미래”

논평3 : 이흥노(GIST)

발표4 : 이영세(계명대)

“암호화폐의화폐적기능과내재가치”

논평4 : 최경규(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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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라운드테이블: 비트코인10주년의회고와전망

사 회 :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발표1 : Heung-No Lee(GIST)

“Blockchain Ideals, Reality and Future”

논평1 : Nick Youngwhan Lee(DeLight Chain Inc.)

발표2 : 박수용(서강대)

“블록체인의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

논평2 : 이흥노(GIST)

발표3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비트코인10주년회고와전망”

논평3 : 하태형(수원대)

발표4 : 전하진(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이만들어갈미래”

논평4 : 이천표(서울대)

2/15(금), 한국금융ICT융합학회제4, 5, 6 분과회의로

진행



제3 분과회의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2호)

사 회 : 이대식(부산대)

발표1 : 조성봉(숭실대)

“성경에서발견하는경제학원리”

논평1 : 정세열(프리랜서)

발표2 : 서명식(KDI)

“알뜰주유소가휘발유가격에미치는

영향과성경적고찰”

논평2 : 신성휘(서울시립대)

발표3 : 김대영(융합경제연구소)

“혁신경제와기존경제의SHC기반

동반성장플랫폼”

논평3 : 이홍구(건국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4일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6 분과회의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6호)
- 라운드테이블: 인터넷전문은행은산분리규제완화

와한국인터넷전문은행발전과제

사 회 : 김양우(수원대)

발표1 : 문종진(명지대)

“인터넷전문은행발전과제”

논평1 : 이종건(홍익대), 조민양(동서울대)

발표2 :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인터넷전문은행발전과빅데이터

규제완화”

논평2 : 고영미(숭실대)

발표3 : 김도형(법무법인바른)

“김변이알려주는핀테크의비밀”

발표4 : 김현우(아시아경제TV)

“2025 블록체인세상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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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C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3호)
- Recent Changes in Labor Markets (최근노동시장변화)

사 회 : 김대일(서울대)

발표1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이민자의노동시장성과”

논평1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2 : 김종한(경성대)

“부산지역기업의4차산업혁명인지실태

및인지도결정요인분석”

논평2 : 백명호(한양대)

발표3 : 전병칠(다산에듀)

“임금근로자의직업훈련참가결정요인”

논평3 : 강창희(중앙대)

제5 분과회의A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1호)
- Gender/Regional Differences (성별및지역별차이)

사 회 : 강순희(경기대)

발표1 : 이철희(서울대)

“Parental Gender Norms and College 

Major Choice”

논평1 : 손혜림(서울시립대)

발표2 : 정한나(한국고용정보원)

“Gender Wage Penalty in Parenthood : 

A Comparative Study of South Korea and 

Japan”

논평2 : 정재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이치호(서울대박사과정)

“취업지역에대한자기선택을고려한

임금함수추정”

논평3 : 조하영(서울시립대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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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A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1호)
- Female Labor Supply (여성의노동공급)

사 회 :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

발표1 : 이찬영(전남대)

“여성고용률과출산을동시에제고할수

있는가? -16개시도자료를중심으로-”

논평1 :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권현진(서울대박사과정)

“지역아동센터가여성노동공급에미치는

영향”

논평2 : 고은비(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3 : 김정호(아주대)

“보육비지원과육아휴직의효과비교 : 

출산및모의노동공급중심으로”

논평3 : 이정민(서울대)

제4 분과회의B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2호)
- Policy Evaluation (정책평가)

사 회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발표1 : 고강혁(울산과학기술대)

“Does A Payroll Tax Reduction Make 

People Happier?”

논평1 : 박종상(숙명여대)

발표2 : 박지혜(서울대박사과정)

“근로자녀장려세제가소득증대와

근로유인에미치는효과”

논평2 : 신우리(서울시립대박사과정)

발표3 : 손호성(중앙대)

“The Effect of School Entry Age on the 

Timing of Childbirths: Evidence from 

Exact Date of Birth”

논평3 : 김세익(고려대)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1호)  

사 회 : 권승구(동국대)

발표1 : 윤성욱(부산대), 이석주(농어촌연구원), 

이한성(부산대), 정원호(부산대)

“AHP분석을활용한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의타당성평가개선방안”

논평1 : 이병훈(강원대)

발표2 : 김민지(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손실회피계수를고려한FTA 피해보전

적절정분석”

논평2 : 김현석(경북대)

발표3 : 신현빈(경북대), 이한성(부산대), 

김승규(경북대), 김태균(경북대)

“선택실험법을이용한농촌사회갈등및

근심해소에대한가치추정”

논평3 : 정원호(부산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2호)

사 회 : 김 호(단국대)

발표1 : 김수현(전북대), 백승우(전북대)

“로컬푸드소비자의경험가치가태도, 

재방문의도에미치는영향연구”

논평1 : 김경덕(강원대)

발표2 : 조선익(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왜농가는동물복지계란을생산하지

않는가? : 농가의동물복지인증계란

생산의향및제약요인”

논평2 : 김원용(식품안전정보원)

발표3 : 이상호(영남대)

“경영승계에있어가족경영협약의효과”

논평3 : 양성범(단국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정기총회

(14일11:00 - 12:00·퇴계인문관7층3170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제5 분과회의B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 Education (교육)

사 회 : 이인재(인천대)

발표1 : 김태훈(세종대)

“Estimating Pecuniary and Non-Pecuniary 

Returns to Education for Academically 

Marginal Students: Evidence from the 

College Enrollment Quota Policy in South 

Korea”

논평1 : 김진영(건국대)

발표2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Over-Education and Wage Penalty among 

Doctorate Holders: Evidence from an 

Instrumental Variable Approach”

논평2 : 홍우형(한성대)

발표3 : 이진영(강원대)

“Do Students Learn More When Studying 

with Similar Students? - Evidence from 

Korean High Schools”

논평3 : 김보민(경북대)

제5 분과회의C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3호)
- Employment Growth (고용성장)

사 회 : 조준모(성균관대)

발표1 : 최창곤(전북대)

“최근취업자증가둔화와고용탄력성

-취업자증가5천명에대한논의”

논평1 : 양현주(인천대)

발표2 : 신동한(서강대박사과정)

“기업규모와고용동학: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분석을중심으로”

논평2 : 최광성(한양대박사과정)

발표3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통신기술의성장에따른매출및

고용효과분석”

논평3 : 박철성(한양대)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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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3호)

사 회 : 서상택(충북대)

발표1 : 소순열(전북대)

“일본인농업이민의농촌개발과농촌사회”

논평1 : 안병일(고려대)

발표2 : 김새봄(서울대), 정진화(서울대)

“한국농업·농촌과여성결혼이민자”

논평2 : 최희원(농협미래경영연구소)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4호)

사 회 : 장기윤(포스코경영연구원)

발표1 : 유성은(서울대), 방지원(서울대), 

김용준(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안동환(서울대)

“기후변화적응정책의우선순위도출을위한

경제성분석 : 물관리정책을중심으로”

논평1 : 박환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2 : 김태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태양광사업수익성및

위험성분석”

논평2 : 홍성욱(산업연구원)

32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3호)  

사 회 : 임정빈(서울대)

발표1 : 추성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재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비모수적추정을통한한국쌀농가의

생산성및수익성변화요인분석”

논평1 : 유도일(충북대)

발표2 : 안병일(고려대), 류재현(산림과학원), 

이진아(고려대)

“농업관측정보가농가의재배면적조절에

미치는영향”

논평2 : 문한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이문호(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이태호(서울대)

“쌀소득보전직불제의생산연계효과

실증분석”

논평3 : 김경덕(강원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4호)

사 회 : 김배성(제주대)

발표1 : 정지현(건국대), 김민경(건국대)

“한우가격의유통단계별가격전이”

논평1 : 김태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주준형(고려대), 안병일(고려대)

“식생활교육의사회·경제적효과분석”

논평2 : 이상현(강원대)

발표3 : Tsoy Lyubov(강원대), 김경덕(강원대)

“Determinants and Impacts of 

Urbanization on the Economic Growth: 

Case of Central Asia”

논평3 : 김태윤(서울대)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등록및개회식 (14일10:00 - 10:30·퇴계인문관4층31409호)
- 사회 : 박승찬사무국장(용인대)

제1, 2 분과회의 (14일10:30 - 12: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사 회 : 최의현(영남대)

발표1 : 왕윤종(경희대)

“미중통상분쟁이동북아통상질서에

미치는영향과전망”

논평1 : 오대원(경기대)

발표2 : Li Shu(西南政法大)

“Economic Effect of Happiness：

An Empirical Study Based on the 

Consumption of Chinese Residents”

논평2 : 代云海(남서울대)

발표3 : 백 훈(중앙대)

“Northeast Asia Commodity Market 

Integration: A Case Study of Oil Trading”

논평3 : 구기보(숭실대)

발표4 : 김상욱(배재대)

“중국의도시별행복지수의비교: 

34개도시를중심으로”

논평4 : 전호진(서울사이버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제3 분과회의A (14일14:00 - 16:0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김완중(동아대)

발표1 : Luis(숭실대), 구기보(숭실대)

“Potential Regional Agreement: 

FTA between the PACIFIC Alliance and 

China. A Gravity Model Approach”

논평1 : 왕윤종(경희대)

발표2 : 김 욱(건국대)

논평2 : Gao Hao(西南政法大)

발표3 : Matsuno Shuji(리쓰메이칸대)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Area, 

Reconsidered”

논평3 : 최병헌(공주대)

발표4 : 손 양(강릉원주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중국인터넷금융중개플랫폼의

운영효율성분석”

논평4 : 손상범(영남대)

발표5 : 임양택(한양대)

“중국의정치·경제체제의구조적변환에

관한연구: 인민민주주의(人民民主主義)와

국가자본주의(國家資本主義)의측면에서”

논평5 : 유자영(한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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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B - Session II (14일16:20 - 17:40·퇴계인문관4층31409호)
- 특별세션 : 동북아발전과남북한경제협력

좌 장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Kawaguchi Tomohiko(일본대)

“북한인터넷매체에대한연구”

발표2 : 김경민(국립산림과학원)

“북한산림과학기술현황과남북산림협력

전망”

발표3 : 홍순직(국민대)

“남북한경제협력과신경제지도”

발표4 : 배재수(국립산림과학원)

“남북한기후변화협력의가능성과전망”

종합토론 : 남수중(공주대), 박승찬(용인대), 

이석기(산업연구원), 이상만(경남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4일17:4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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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4일14:00 - 16: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Nawakura Akio(메이지대)

“촛불집회의제도권정치에대한영향력

분석: 2016년박근혜퇴진운동의대의

민주주의적측면”

논평1 : 백권호(영남대)

발표2 : Chen Li(게이오대)

“Does the Unbalance Growth Exist in 

China’s Economy?  The Evidence from 

the Two-sector Data of China and Other 

Countries ”

논평2 : Li Shu(西南政法大)

발표3 : 김조설(신슈대)

“1980년~1997년까지경제성장과사회보장

체제의형성”

논평3 : 김상욱(배재대)

발표4 : Gao Hao(西南政法大)

“China’s Macroeconomic Review and 

Theoretical Summary in the Past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up”

논평4 : 김 욱(건국대)

발표5 : 최병헌(공주대)

“Strategic Group of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논평5 : 조정원(한양대)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7호)  

사 회 : 이학노(동국대)

발표1 : 김재두(계명대)

“단기수출보험의면책사유에관한연구”

논평1 : 정 웅(경찰대)

발표2 : 성승제(법제연구원)

“현행무역보험법의개선점에관한검토”

논평2 : 유주선(강남대)

발표3 : 안건형(대전대)

“국제중재절차의디지털화를위한최근

동향과시사점”

논평3 : 하영태(강릉원주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7호)  

사 회 : 마재신(이화여대)

발표1 : 서정두(호원대)

“수출사기서류의매입과무역보험의성립

여부- 모뉴엘사기사건을중심으로-”

논평1 : 유병욱(목포대)

발표2 : 류한얼(산업연구원)

“Technology and Minimum Quality 

Standards in a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

논평2 : 윤상철(단국대)

발표3 : 김병준(강남대)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Stock 

Market and Trade Balance in OECD 

Countries”

논평3 : 김태황(명지대)

한국무역보험학회이사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7호)

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무역보험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7호)  

사 회 : 유승호(강원대)

발표1 :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문화공유재관점에서유산관리의함의”

논평1 : 이현경(서울대)

발표2 : 구문모(한라대)

“우리나라문화관광축제지원사업의성과

평가와제도개선방안”

논평2 : 이석호(한국방송통신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7호)

사 회 : 심상민(성신여대)

발표1 :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1인미디어크리에이터활동여건분석”

논평1 : 장웅조(홍익대)

발표2 : 김세훈(숙명여대), 안채린(경남대)

“예술산업의사회적가치에대한시론적

연구- 예술기획사지원사업을중심으로”

논평2 : 김선영(백석예대)

발표3 : 서우석(서울시립대),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도시의사회적가치제고를위하여

-한국과유럽의문화도시경험을바탕으로”

논평3 : 전영철(상지영서대)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7호)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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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00·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김두얼(명지대)

발표1 : 황순주(KDI)

“The Effects of Revolving Doors on 

Financial Regulators’Enforcement 

Decisions: Evidence from South Korea 

- 금융당국출신인사의금융회사

재취업에따른경제적효과-”

논평1 : 전주용(동국대)

발표2 : 김두얼(명지대)

“성범죄사건판결에대한음주감경”

논평2 : 손호영(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00·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허성욱(서울대)

발표1 : 김일중(성균관대), 김현석(KDI)*

“Optimality of Attorney’s Fee-Shift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논평1 : 김병필(KAIST)

발표2 : 최준규(서울대)

“법경제학의관점에서본골프장회생절차

- 대법원2018. 10. 18. 선고 2016다

220143 전원합의체판결을중심으로-”

논평2 : 최지현(중앙대)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4일12: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11호)

- 위공법경제학상시상식및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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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4일09:00 - 09:10) 
개회식 (14일09:10 - 09:20·퇴계인문관5층31511호)
- 사회 : 이창민총무이사(한양대)

- 개회 : 고학수회장(서울대)

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이창민(한양대)

발표1 : 이현호(한양대)

“법경제학연구분야트렌드분석”

논평1 : 곽주원(경북대)

발표2 : 심경보(KDI)

“담합합의가없는경쟁제한적정보교환

행위규율방안”

논평2 : 윤경수(대구대)

발표3 : 이창민(한양대)*, 최한수(KIEP)

“Estimating the Value of Absolute Power: 

Evidence from Criminal Justice Process 

Event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n 

Large Business Groups”

논평3 : 권재현(인천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허성욱(서울대)

발표1 : 김인숙(한국소비자원)*, 

이금노(한국소비자원)

“FTA 소비자후생지수모형개발과측정”

논평1 : 남시훈(명지대)

발표2 : 이보형(법무부)

“나고야의정서상디지털염기서열정보

(Digital Sequence Information)취급을

둘러싼쟁점의법경제학적고찰”

논평2 : 곽명해(국립생물자원관)

발표3 : 임부루(법무법인광장)*, 

김상훈(법무법인광장), 

홍동표(법무법인광장) 

“다년간허위공시로인한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관한연구”

논평3 : 문병순(LG경제연구원)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9호)

사 회 : 사공진(한양대)

발표1 : 김민기(KAIST), 정다인(KAIST)*, 

김혜진(KAIST)

“The Value of Physician’s Future 

Prescription and the Sample Dispensing 

Behavior”

논평1 : 안정훈(이화여대)

발표2 : 손경복(이화여대)

“Understanding the Adoption of New 

Drugs Decided by Several Stakeholders 

in the South Korean Market”

논평2 : 박종연(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3 : 최재우(연세대)*, 이강수(차의과대), 

최준정(연세대), 김태현(연세대), 

한은아(연세대)

“Suicide Risks after Discharge from 

Psychiatric Care in South Korea”

논평3 : 허순임(서울시립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9호)

사 회 : 양채열(전남대)

발표1 : 손민성(고려대)*, 김연용(건보공단), 

장정민(고려대), 정혜주(고려대) 

“한국의선별적유급병가및전국형

상병수당을위한소요재정추계”

논평1 :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안병기(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응급실다이용환자의료이용결정요인”

논평2 : 이진형(성균관대)

발표3 : 최병호(서울시립대)*, 박금령(맥마스트대)

“노인의돌봄서비스는의료서비스를얼마나

대체하는가”

논평3 : 김도형(명지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6 분과회의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5층31503호)

사 회 : 이호병(단국대)

발표1 : 정상철(창신대), 성주한(창신대)

“서울과지방의부동산가격정책을어떻게

할것인가”

논평1 : 송명규(단국대) 

발표2 : 최봉문(목원대), 정재호(목원대)

“도시재생뉴딜정책을위한도시재생특별법

개선방향”

논평2 : 강정규(동의대)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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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5 분과회의 (15일09:20 - 11:20·퇴계인문관7층31702호)  

사 회 : 정기택(경희대)

발표1 : 최오종(한양대)

“정신장애인과비장애인의심혈관질환

발생예측요인분석”

논평1 : 송양민(가천대)

발표2 : 박주호(경희대)

“4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정책이후중증

질환자의의료이용변화에관한분석”

논평2 : 신은규(동서대)

발표3 : 민인식(경희대)

“Smart_khp 버전 2.0을이용한한국의료

패널활용”

논평3 : 문성웅(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학회총회

(15일11:3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2호)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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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5호)

사 회 : 강승호(강릉원주대)

발표1 : 염동호(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중앙아시아경제통합가능성에관한연구

- OCA 분석을중심으로”

논평1 : 김영진(한양대)

발표2 :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대일로와카프카스: 터키·아제르바이잔

의경제회랑조성, 연계, 이행전략”

논평2 :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비교경제학회총회

(15일18:00 - 18:30·퇴계인문관4층31405호)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사 회 : 서지용(상명대)

발표1 : 김대종(세종대)

“세계무역전쟁과4차산업혁명대응전략

연구”

논평1 : 김영민(강원대)

발표2 : 김상현(동아대)

“ELS와시장변동성간의관계”

논평2 : 조영석(목포대)

발표3 : 김영민(강원대)

“규모별주택및아파트가격상승률의상관

관계분석: 8개지역을중심으로”

논평3 : 김대종(세종대)

발표4 : 조영석(목포대)

“공매도제도의특성에관한한일간

비교연구”

논평4 : 남현정(동아대)

발표5 : 이상은(동아대), 손판도(동아대)

“실업율과자본구조간의관계”

논평5 : 전지홍(한양대)

한국산업경제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사 회 : 손판도(동아대)

발표1 : 황기식(동아대), 김선희(동아대)

“EU회원국독일과스웨덴의청소년

직업교육정책분석과한국시사점”

논평1 : 이기완(창원대)

발표2 : 이기완(창원대)

“남북교류협력의안정적추진을위한

조건과범위”

논평2 : 황기식(동아대)

발표3 : 정대성(부산대)

“임금불평등과기술혁신간의관계”

논평3 : 박선화(동아대)

발표4 : 남현정(동아대), 박선화(동아대)

“Relationship between ASEAN-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Korea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논평4 : 이기환(한국해양대)

발표5 : 전지홍(한양대)

“Asian Economic Policy Shock, Korean 

Stock Returns”

논평5 : 손판도(동아대)

발표6 : 김경환(한국해양대), 이기환(한국해양대)

“해운기업의현금보유수준결정분석”

논평6 : 정대성(부산대)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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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C - Session I (14일14:30 - 16:0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사 회 : 신혁승(숙명여대)

발표1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예금및대출시장의시장획정과경쟁도

평가”

논평1 : 고강혁(울산과기대)

발표2 : 여은정(중앙대)

“중신용자대출시장의현황과정책적

시사점”

논평2 : 김현종(김앤장법률사무소)

발표3 : 김 범(숭실대)

“우리나라보험산업의경쟁현황과시사점”

논평3 : 이순호(한국금융연구원)

제3 분과회의D - Session II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1호)

사 회 : 김영산(한양대)

발표1 : 김정유(경희대),

“Cheap Talk by Two Senders in the 

Presence of Network Externalities

논평1 : 신원규(KDI)

발표2 : 이성섭(숭실대)

“From Market Clearing to Sympathy-

consent Process: Microfoundation of 

Macro-eiconomics”

논평2 : 윤경수(대구대)

발표3 : 김진우(서울대)

“Interdependent Value Auctions with 

Insider Information”

논평3 : 이진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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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4일14:00 - 14:20·퇴계인문관6층31603호)
개회식 (14일14:20 - 14: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사회 : 조성진(서울대, 한국산업조직학회사무국장)

개회 : 이상승(서울대, 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4일14:30 - 16:00·퇴계인문관6층31601호)

사 회 : 전성훈(서강대)

발표1 : 전현배(서강대), 주하연(서강대)*, 

김재연(서강대), 박상곤(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참나(KAIST)

“Does Airbnb Make the Hotel Industry 

More Competitive?”

논평1 : 김건화(솔브릿지국제경영대)

발표2 : 이화령(KDI)

“Exploiting Biased Consumers: Evidence 

from Drip Pricing in Airbnb”

논평2 : 전현배(서강대)

발표3 : 조명환(서울시립대)

“불확실한수요에직면한기업의정보공유와

가격경쟁”

논평3 : 김민철(KISDI)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4일14:30 - 16:00·퇴계인문관6층31602호)

사 회 : 윤기호(고려대)

발표1 : 정세은(인하대)

“Is Political Preference Consistent with 

Economic Preference?: Evidence from 

an Online Experiment”

논평1 : 윤참나(KAIST)

발표2 : 김영철(서강대)

“Social Network Externalities and the 

Dynamics of Group Inequality”

논평2 : 박민정(이화여대)

발표3 : 강민지(산업연구원)

“Innovation Competition in Vertically 

Differentiated Market”

논평3 : 김상현(연세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제3 분과회의E - Session II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2호)

사 회 : 한순구(연세대)

발표1 : 현혜정(경희대)

“Global Financial Crisis, Trade Credit 

Insurance and Scope Adjustment of 

Multiproduct Exporting Firms”

논평1 : 조성익(KDI)

발표2 : 백지선(KDI)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troduction on Characteristics on New 

Establishments”

논평2 : 김성현(이화여대)

발표3 : 김미루(KDI)

“Asymmetric Information and Endogenous 

Lending Limit in the Consumer Credit 

Market”

논평3 : 이화령(KDI)

제3 분과회의F - Session II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사 회 : 홍동표(법무법인광장)

발표1 : 김동운(동의대)

“롯데그룹의소유구조: 최근의동향”

논평1 : 권남훈(건국대) 

발표2 : 최동욱(상명대), 박민수(성균관대)

“지상파방송유사중간광고의효과분석”

논평2 : 김민기(KAIST)

발표3 : 김현수(인하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소비자의

통신요금에미친영향에대한실증분석”

논평3 : 박희대(서울대)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4일18:00 - 18: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1 : 김소영(숙명여대), 오재섭(숙명여대), 

문형남(숙명여대)

“블록체인이유발하는비즈니스모델

혁신에관한탐색적연구”

논평1 : 김상기(한양대)

발표2 : 선영근(성균관대), 김경환(성균관대)

“한국의혁신클러스터정책현황과미국

사례비교”

논평2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3 : 곽인옥(숙명여대), 문형남(숙명여대)

“북한 ICT 기술수준평가”

논평3 : 김경환(성균관대)

발표4 : 김병준(강남대)

“OECD 국가들의자본시장과실물시장간의

변동성전이효과분석”

논평4 : 이기환(인하대), 김성신(상명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이의영(군산대)

발표1 : 조지혁(고려대), 김영준(고려대)

“출연연융합연구사업효율성에관한연구”

논평1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2 : 강장묵(남서울대), 문형남(숙명여대)

“룰베이스기반의가짜뉴스판별알고리즘

개선방안에관한소고”

논평2 : 김상기(한양대)

발표3 : 정재선(한양대), 김희경(한양대), 

이창원(한양대)

“항공서비스대기지연감소를위한예측

모형개발에관한연구”

논평3 : 곽인옥(숙명여대)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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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3층31301호)

사 회 : 차은영(이화여대)

발표1 :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0년이후기혼여성의노동공급변화”

논평1 : 조인숙(연세대), 지민웅(산업연구원)

발표2 : 유재경(국민대박사과정), 이은형(국민대)

“여성관리자의경력열망결정요인분석”

논평2 : 강현모(국민대), 임희정(한양사이버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3층31301호)

사 회 : 전선애(중앙대)

발표1 : 김지현(한양사이버대)

“실버타운입주의향에영향을미치는

요인에대한연구”

논평1 : 박경선(인천연구원), 

유재언(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윤미경(가톨릭대)

“베트남기업의기술역량과GVC 참여”

논평2 : 한현옥(부산대),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3층31301호)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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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5호)

사 회 : 정재연(강원대)

발표1 : 황선필(홍익대박사과정)*, 조형태(홍익대), 

최승로(한영회계법인)

“K-IFRS 제1116호가기업회계및세무에

미치는영향- 자동차렌털거래를

중심으로”

논평1 : 김미옥(배화여대)

발표2 :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혁신성장을위한연구개발조세지원정책의

문제점및개선방안”

논평2 : 최보람(호서대)

발표3 :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한국의디지털세과세정책방향”

논평3 : 박상섭(수원과학대)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제5 분과회의A (15일11:00 - 12:30 ·퇴계인문관7층31703호)

사 회 : 홍기석(이화여대)

발표1 : 김경환(서강대), 

박수진(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 

유승동(상명대), 

조 만(KDI국제정책대학원)

“Are Housing Demand Elasticities 

Invariant?: The Old Premise Revisited with 

New Evidence”

논평1 : 최보영(경북대)

발표2 : 강민구(서울대박사과정), 이철희(서울대)*

“Generation Uphill: Housing Cost, 

Migration, and Commuting Time of the 

Young in Korea”

논평2 : 유승동(상명대)

발표3 : 박호정(고려대)

“A Real Options Analysis on Speculative 

Bubbles in Housing Market: Considering 

Seoul Metropolis Case”

논평3 : 김수이(홍익대)

제4 분과회의A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3호)

사 회 : 조성진(서울대) 

발표1 : 강지수(서강대박사과정), 조장희(제주대)*

“영세소매사업체의시장퇴출요인과성장: 

생산성과종사자구성을중심으로”

논평1 : 안지연(경희대)

발표2 : 조재한(산업연구원), 최보영(경북대)*

“The effect of intra-firm linkages on firm 

productivity”

논평2 : 조장희(제주대)

발표3 : Kin-Yip Ho(ANU), 안지연(경희대)*, 

Zhaoyong Zhang(Edith Cowan University)

“Size Matters after All: Evidence from the 

Chinese Stock Market”

논평3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4 분과회의B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4호)
-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세션

사 회 : 김진영(건국대) 

발표1 : 홍현우(서울대박사과정)

“사회적기업의지속가능성과사회적성과

지원의효과”

논평1 : 민인식(경희대)

발표2 : 유혜림(경희대박사과정)*, 민인식(경희대)

“최상위임금소득대체를활용한임금불평등

측정”

논평2 : 정호진(전북대)

발표3 : 문성만(전북대)*,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국가에서최저임금이임금불평등에

미친영향”

논평3 : 홍현우(서울대박사과정)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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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사 회 : 김동훈(연세대)

발표1 : 박호정(고려대)

“Option Values of Quantity Flexibility in 

Nuclear Fuel Long-term Contracts: 

An Application of the Least Square 

Monte Carlo”

논평1 : 전우영(전남대)

발표2 : 배정환(전남대)

“Analysis of Consumer Preference on 

Introduction of Green Certificate Program 

in Korea: Application of Choice 

Experiment”

논평2 : 신동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3 : 박성근(산업연구원)

“친환경에너지전환정책이제조업의

수익성및생산에미치는영향분석”

논평3 : 이진영(강원대)

제1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7층31706호)

사 회 : 최종두(고려사이버대)

발표1 :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Pass-through Cost and Market 

Segmentation: Evidence from Tax 

Cut in Retail Gasoline”

논평1 : 정회상(강원대)

발표2 : 최봉석(대구대)

“Optimal Fuel Tax Policy with Driving, 

Gasoline Use, and Vehicle Fuel 

Efficiency”

논평2 :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김대욱(숭실대)

“Household Differentiation and Reside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in Korea”

논평3 : 김형건(강원대)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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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B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4호)

사 회 : 문성만(전북대)

발표1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임형우(연세대박사과정)

“국내가구의에너지원별난방수요

결정요인분석”

논평1 : 조현국(영남대)

발표2 : 조현국(영남대)

“남아선호가여아의출생결과에미치는

영향분석”

논평2 : 권태희(고용정보원)

발표3 : 권태희(고용정보원)*, 

임현선(미래여성커리어), 

서미경(미래여성커리어)

“새일센터의여성취업성과분석과효율화

방안”

논평3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응용경제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7층31703호)



제3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3호)

사 회 : 김의섭(한남대)

발표1 : 김종웅(대구한의대), 박승준(대구대)

“지속가능한지역경제성장과SOC재정

투자방향”

논평1 : 구균철(경기대),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2 : 박명호(홍익대)

“기초연금제도가소득분배및빈곤에

미치는효과”

논평2 :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전승훈(대구대)

발표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득주도성장론과최저임금의파급효과”

논평3 : 이선호(한남대), 최석규(전북대)

제3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5호)

사 회 : 염명배(충남대)

발표1 : 임상수(조선대) 

“한미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재조명”

논평1 : 조무상(서강대), 김영준(건양대)

발표2 : 박성근(전주대)

“전북지역혁신생태계구축에관한연구”

논평2 : 임응순(충남테크노파크), 

김양중(충남연구원)

발표3 : 이재민(경북대), 조우훼이민(경북대)

“중국고속철도발전이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연구”

논평3 : 이종찬(순천향대), 최종수(전주대)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4일18:00 - 18:30·퇴계인문관4층31403호)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제2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사 회 : 박정순(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1 : 조상민(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별경제성을고려한태양광시장잠재량

산정및이행비용분석”

발표2 :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시대재생에너지발전비중

확대에따른유연성설비의경제성분석”

발표3 : 안재균(에너지경제연구원)

“저탄소전력시스템으로의전환을위한

전력시장제도개선방안연구”

발표4 :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산업부문별효율성실증연구: 

비용함수분석을중심으로”

총 평 : 박호정(고려대), 배정환(전남대)

제2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6호)

사 회 : 김수이(홍익대)

발표1 : 김주한(한양대)

“A Hybrid Portfolio Model for an Optimal 

LNG Portfolio of Korea”

발표2 : 김현희(고려대)

“A Principal-Agent Study on DMZ 

Conservation Fund”

발표3 : 안형준(서울대)

“투광형BIPV창호의에너지성능·환경·

경제성종합평가

총 평 : 김동훈(연세대)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4일12:30·13:30·퇴계인문관7층31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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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3층31301호)

사 회 : 염명배(충남대)

발표1 : 박명호(홍익대)

“종합부동산세의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분석”

논평1 : 이선화(국회미래연구원)

발표2 : 이태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근한국근로소득세의특징”

논평2 : 홍우형(한성대)

제6 분과회의B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3층31302호)

사 회 : 윤희숙(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1 :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Recovery from an Early-Life Shock 

through Improved Access to Schools : 

Evidence from Indonesia”

논평1 : 손혜림(서울시립대)

발표2 : 김대환(건국대)*, 

강성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Institutionalized Bribes: Entertainment 

Expenses and Public Procurement 

Auctions in Korea”

논평2 : 이경우(연세대)

46

제5 분과회의A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3층31301호)

사 회 : 최병호(서울시립대)

발표1 : 이 영(한양대)

“Two-way Causality and the Slope of the 

Great Gatsby Curve: Evidence from US 

Regional and Cross-country Data”

논평1 : 이종관(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심혜정(국회예산정책처)

“과거30년간코호트별age-earnings 

profile의추적을통한세대간격차분석”

논평2 : 최승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 분과회의B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3층31302호)

사 회 : 김우철(서울시립대)

발표1 : 김 진(동덕여대)

“사회보장재정에대한일고”

논평1 :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김혜선(국민연금연구원)

“노인빈곤문제의거시경제효과및공적연금

정책의영향에관한실증분석”

논평2 : 류덕현(중앙대)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제2 분과회의 (14일10:40 - 11:5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사 회 : 김행범(부산대)

발표1 : 김경환(서강대), 김정호(김정호의경제TV)

“부동산가격거품에대한전문가와정책논객

들의논리구조비교와정책함의분석”

논평1 : 이성섭(숭실대), 신도철(숙명여대), 

안재욱(경희대), 이종인(여의도연구원)

발표2 : Randall G. Holcombe(Florida State University)

“Government Policy Toward Economic 

Development”

논평2 :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성규(안동대)

발표3 : 최성희(계명대),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김현제(에너지경제연구원)

“관리비고지서의사회적규범정보에대한

전력소비의사결정자의행동탐구”

논평3 : 구영완(충북대), 모영규(숙명여대)

발표4 : 이성규(안동대) 

“합리적무지와암묵적재분배정책”

논평4 : 박성훈(조선대), 김영신(계명대)

한국제도·경제학회제2회한국제도경제학술상시상식

(14일12: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2:5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사 회 : 이성규(안동대)

발표1 :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의한계”

논평1 : 안재욱(경희대), 신도철(숙명여대), 

이상학(국민대), 김정호(김정호의경제TV) 

발표2 : 강재형(국민대), 이원형(국민대), 

이상학(국민대)

“Optimal Competition Policy for an Export 

Industry”

논평2 : 박중구(서울과기대),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송원섭(금융경제연구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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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Session I (14일15:00 - 16:20·퇴계인문관5층31503호)

사 회 : 김동주(한국지역경제학회)

발표1 : 김봉원(경기도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사회적경제의활용”

발표2 : 이춘근(경일대)

“지역경제정책의진단과대안적발전전략”

발표3 : 최재문(한국기술교육대),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경기도5대권역임금격차요인분석”

공동논평 :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박태식(전북대), 안기돈(충남대)

제3 분과회의- Session II (14일16:30 - 17:30·퇴계인문관5층31503호)

사 회 : 송해안(전주대)

발표1 : 김일태(전남대)

“광주자동차산업의밸류체인(Value Chain) 

분석”

발표2 : 이창렬(충남대), 안기돈(충남대)

“중국심천의전기자동차산업육성정책에

대한연구”

공동논평 : 우 경(김포대), 엄수원(전주대)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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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06호)

사 회 : 배종태(KAIST)

발표1 : 이정섭(중소기업연구원)

“온라인쇼핑플랫폼사업자와판매자간

불공정거래의개선방안”

논평1 : 조혜정(중소기업연구원)

발표2 : 최수정(중소기업연구원)

“중소기업규제차등화안착을위한

정책제언”

논평2 : 김남우(법무법인트리니티),

이종한(한국행정연구원)

발표3 : 김성규(신용보증기금)

“부도확률모형을이용한비상장중소기업의

업종별부채비율상한선추정”

논평3 : 이상열(한양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06호)

사 회 : 이윤재(숭실대)

발표1 : 오동윤(동아대) 

“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은일자리를

창출하는가?: 제조중소기업의고용

결정요인분석”

논평1 : 노용환(서울여대)

발표2 : 홍운선(중소기업연구원) 

“혁신의누적성이기업의경영성과에

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논평2 :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3 : 윤병섭(서울벤처대학원대), 

권흥순(서울벤처대학원대)

“정부벤처캐피탈과민간벤처캐피탈

투자성과분석”

논평3 : 신상철(중소기업연구원)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김영용(전남대)

발표1 : 민경국(강원대) 

“규칙을따르는행동과경제학방법론”

논평1 : 윤상호(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2 : 강 진(경희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에서노동가치설의

상대성”

논평2 : 안재욱(경희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황수연(경성대)

발표1 : 이승모(대구대)

“단체행동권의경제적효과”

논평1 : 정기화(전남대)

발표2 :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하이에크화폐이론에대한소고

- 양화(Good Money)를찾아서”

논평2 : 김이석(한국시장경제제도연구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12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4호)

사 회 : 고명덕(고려대)

발표1 : 김상철(한세대)

“중소기업연계사회정책의실태와정책적

시사점”

논평1 : 조병선(숭실대)

발표2 : 백 훈(중앙대)

“A Comparison of Competition Policies 

of Germany, USA and Korea”

논평2 : 임일섭(충남대) 

발표3 : 강경훈(중앙대)

“Ordnungspolitik in Germany’s 

Competition Policy”

논평3 : 방만기(한양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4호)

사 회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1 : 김동운(동의대)

“A British Business in Asia in the 

20th Century”

논평1 : 박종운(KID연구원, WSIG)

발표2 : 김강식(한국항공대)

“독일최저임금제도의한국에의시사점”

논평2 : 이연미(경기과학기술진흥원)

발표3 : 최시영(중앙대)

“German Ordoliberalism in Energy Policy: 

A Comparative Perspective”

논평3 : 정연미(서울에너지공사에너지연구소)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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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4층31405호)

사 회 : 박계각(목포해양대)

발표1 : 백종실(평택대)

“스마트해상물류체계구축방안”

논평1 : 이청환(목포해양대)

발표2 : 이태휘(경남과기대)

“할랄물류산업기반조성연구”

논평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발표3 : 허성호(한국교통연구원), 

정승주(한국교통연구원)

“국가산업단지및수출입공항·항만의

물류서비스수준진단방법개발”

논평3 : 류재영(한국항공대)

발표4 : 강효원(안동대)

“항만배후단지부가가치산출의문제점과

개선방안”

논평4 : 서문성(금강대)

발표5 : 박창호(재능대)

“우리나라선원정책의문제점분석에관한

연구”

논평5 : 이태휘(경남과기대)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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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4층31405호)

사 회 : 김청열(동명대)

발표1 : 박영태(동의대)

“부산항신항배후단지업무편의시설

추진고찰”

논평1 : 하종원(부산대) 

발표2 : 팜티큔마이(목포해양대), 

박계각(목포해양대)

“불확실성요소를고려한DEA와FCM을

이용한세계주요컨테이너항만의

경쟁력분석”

논평2 : 송계의(동서대)

발표3 : 서수완(동서대), 한철환(동서대), 

한상용(동서대), 우종균(동명대)

“광양항해양산업클러스터구축방안에

관한연구- 해운항만물류R&D 

클러스터를중심으로-”

논평3 : 김명재(목포해양대)

발표4 : 웬다양(목포해양대), 박계각(목포해양대)

“부가가치와배후지를고려한베트남

컨테이너터미널의효율성분석”

논평4 :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발표5 : 권재현(장안대), 한철환(동서대)

“크루즈서비스에서기항지와선사서비스

속성이고객만족에미치는영향”

논평5 : 조진행(한라대)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4일14:00 - 15:40·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이명헌(인하대)

발표1 : 이명헌(인하대)

“국내발전산업에대한투입에너지의

대체성, 암묵가격, 전력가격파급효과분석”

논평1 : 강상목(부산대)

발표2 : 석선희(IGES)

“Korean Companies’Carbon Management 

under the 1st Phase of Korean Emission 

Trading Scheme: Case Study on the 

Large-sized Korean Companies”

논평2 : 오형나(경희대)

발표3 : 오형나(경희대)*, 신석하(숙명여대), 

김지영(연세대)

“A Retrospective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KETS”

논평3 : 박호정(고려대)

발표4 : 이상호(전남대), 박철희(전남대)*

“환경R&D 파급효과에따른환경규제와

민영화정책”

논평4 : 조승국(한세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4일14:00 - 15:40·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한택환(서경대)

발표1 : 임동순(동의대)*, 한택환(서경대)

“정부의지원정책에대한전기·수소차

확산율변화분석”

논평1 : 모정윤(산업연구원)

발표2 : 이성로(한국가스공사)*, 

하종현(한국가스공사)

“지역별산업용도시가스수요예측모형”

논평2 : 김정인(중앙대)

발표3 : 김광익(고려대)*, 서동희(고려대)

“압축도시개발에따른에너지소비와

이산화탄소배출에관한연구”

논평3 : 강희찬(인천대)

발표4 : 문혜정(충남대)*, 이기훈(충남대)

“지역에너지소비가국가에너지소비

변화에미친영향분석-다계층LMDI 

분해법의적용”

논평4 : 이재성(서울에너지공사)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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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B - Session II (14일15:50 - 17:55·퇴계인문관5층31512호)

사 회 : 강상목(부산대)

발표1 : 신용민(부경대), 정겨운(부경대대학원)*

“환경세부과가근해어업의비용구조에

미치는영향분석”

논평1 : 김봉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발표2 : 유근식(서울대대학원)

“Air Pollution, Real-time Information, 

and Avoidance Behavior in Leisure : 

Evidence from Korea”

논평2 : 배정환(전남대)

발표3 : 방승연(중앙대대학원)*, 김정인(중앙대)

“서울시여름철그늘막설치의실효성”

논평3 : 이명헌(인하대)

발표4 : 임형욱(중앙대대학원)*, 김정인(중앙대)

“음식물쓰레기감축을위한개인배출권

거래제도입”

논평4 : 문혜정(충남대)

발표5 : 신수민(고려대대학원)*, 임송수(고려대)

“Estimating Pollution-related Deaths and 

the Effects of Urban Forests on PM2.5: 

A Case Study of South Korea”

논평5 : 배정환(전남대)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4일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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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 Session II (14일15:50 - 17:55·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엄영숙(전북대)

발표1 : 엄영숙(전북대)*, 김진옥(KEI), 안소은(KEI)

“공기청정기대여의도를통한미세먼지

위험회피에대한개인들의지불의사측정”

논평1 : 신영철(대진대)

발표2 : 최성록(국립생태원)*, 성찬용(한밭대)

“도심하천복원경제가치추정방안연구”

논평2 : 엄영숙(전북대)

발표3 : 전호철(KEI), 이홍림(KEI)*

“삶의만족도를활용한대기질개선의

환경가치추정: PM10을중심으로”

논평3 : 홍인기(대구대)

발표4 : 김현노(KEI)*, 김유선(KEI)

“고랭지의환경친화적농지이용전환에

대한경제성평가”

논평4 : 허성윤(서울과학기술대)

발표5 : 김진옥(KEI)*, 안소은(KEI), 김현노(KEI)

“메타회귀분석을이용한통계적생명가치

(VSL) 추정”

논평5 : 문진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독경상학회

한독경상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6층31608호)

사 회 : 고명덕(고려대)

발표1 : 임일섭(충남대)

“애덤스미스자유시장론의계급적함의”

논평1 : 한성안(영산대)

발표2 : 안영철(부산국제교류재단)

“메소포타미아공동체의경제적의의”

논평2 : 김창권(전주대)

발표3 : 정미경(단국대)

“한·독청년실업정책과고용효과: 

커넥티비티(Connectivity) 가설”

논평3 : 신언명(서울디지털대)

발표4 : 고종환(부경대)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and 

Its Economic Impact: A CGE Approach”

논평4 : 최문찬(동양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6층31608호)
- 직업훈련4.0 워크숍

사 회 : 김인숙(KDI)

지정페널리스트10명외다수참가자

제3 분과회의 (14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9호)

사 회 : 최창규(명지대)

발표1 : 이현철(조선대)

“Time-Varying Comovement of EU Stock 

and Treasury Bond Markets: Flight to 

Quality and Wealth Effect”

논평1 : 박진호(한국은행), 이영섭(서울대)

발표2 : 정세은(충남대)

“경제위기이후아일랜드모델의향방”

논평2 :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빈재익(건설산업연구원), 김도훈(서강대)

발표3 : 조동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EU 수출의경기민감성원인분석”

논평3 : 조양현(한국수출입은행), 이지웅(부경대)

한국EU학회총회

(14일18:00 - 18:30·퇴계인문관6층31609호)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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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4일09:20 - 10:50·퇴계인문관3층31302호)

사 회 : 성일석(한남대)

발표1 : 김재호(충남대)

“지방자치단체의공유경제에관한법적

방안”

논평1 : 김상호(부산외대)

발표2 : 황인태(충남대)

“Is Russian Asian or Indo-European?”

논평2 : 채 훈(인천대)

발표3 : 김순희(충남대)

“러시아기록관리제도의변화”

논평3 : 정종원(충남대)

발표4 : 이형권(충남대)

“푸슈킨문학의지리학과수용미학”

논평4 : 황인태(충남대)

제2 분과회의 (14일11:00 - 12:30·퇴계인문관3층31302호)

사 회 : 김상호(부산외대)

발표1 : 박경혜(충남대)

“4차산업혁명시대러시아의국가경쟁력

수준”

논평1 : 채 훈(인천대)

발표2 : 김만길(한남대)

“미국과EU의특별시장상황(PMS) 적용에

대한한국과주변국의대응방안”

논평2 : 성일석(한남대)

발표3 : 문희철(충남대), 박경혜(충남대)

“4차산업혁명시대신북방지역의글로벌

밸류체인(GVC) 분석”

논평3 : 김상호(부산외대)

한러통상학회총회

(14일12:30 - 13:00·퇴계인문관3층31302호)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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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8호)

사 회 : 윤승환(고려대) 

발표1 : Yonatan Mathewos Baka(부경대), 

고종환(부경대)

“Predicaments of Least Developing 

Countries as They Accede to the WTO”

발표2 : Geoffrey Musyoki Kitetu(부경대), 

고종환(부경대)

“An Empirical Estimation of the Ad 

Valorem Tariff Equivalents of Non-Tariff 

Measures in  Cross-Border Trade in 

Goods”

발표3 : Sone Esambe(부경대), 고종환(부경대)

“Global Value Chain of the Automobile 

Industry of Korea at Bilateral and Sectoral 

Levels”

발표4 : Emmanuel Nigarura(부경대), 

고종환(부경대)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the 

Global Economy in 2050: A Case Study 

of Eastern African    Community”

한독경상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8호)



제6 분과회의A - Session I (15일14:00 - 15:5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한동균(중국인민대)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가중국경제성장에

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연구”

논평1 : 권일숙(한남대)

발표2 : 조은교(산업연구원)

“중국의4차산업혁명을주도하는오픈

이노베이션전략연구-선전창업생태계를

중심으로”

논평2 : 노성호(세종대)

발표3 : 권일숙(한남대)

“정부지분율이중국상업은행의효율성에

미치는영향분석”

논평3 : 이기영(세종대)

발표4 : 李瑞峰(내몽고재경대), 

심의섭(몽골Etugen대), 

娜 琳(내몽고재경대)

“中蒙跨境物流便利化實現途徑”

논평4 : 吳國英(하북경무대)

발표5 : 김상욱(배재대)

“행복지수와최적도시규모: 

중국의도시사례“

논평5 : 김선진(고신대)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제4 분과회의 (15일09:20 - 10:50·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임천석(건국대)

발표1 : 

논평 1 : 이진배

발표2 : 

논평 2 : 이 유(강원대)

발표3 : 이홍배(동의대) 

논평3 : 신문식(명지대)

제5 분과회의 (15일11: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11호)

사 회 : 이기동(계명대)

발표1 : 강판국

“자동차산업의기술발전과한국자동차

산업의현황과과제”

논평1 :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김 욱(건국대) 

“DEA방법을통한한·중양국생명보험

회사의자산운용효율성에대한연구”

논평2 : 나주몽(전남대)

발표3 : 김정원(강원대), 지인현(강원대) 

“진성리더십이역할내직무수행및정서적

조직몰입도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심리적웰빙의매개효과탐색”

논평3 : 임달호(충북대)

한일경상학회총회

(15일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11호)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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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 Session II (15일16:0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8호)

사 회 : 김 인(평택대)

발표1 : 서운석(보훈교육연구원)

“동아시아국가들의환경분야정부정책에

대한인식”

논평1 : 윤성혜(원광대)

발표2 : 임진희(원광대)

“환경문제와국제협력에대한중국의

인식과접근”

논평2 : 서창배(부경대)

발표3 : 정혜영(건국대)

“중국의일대일로(일대일로) 구상에대응

하는베트남의헤징(hedging): 국경경제

협력과남중국해갈등을중심으로”

논평3 : 허재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4 : 나까가와마사히꼬(일본아시아경제연구소)

“중국의대북한경제원조”

논평4 : 유현정(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표5 : 임규섭(경희사이버대)

“대만의민족주의구조및성격”

논평5 : 공유식(평택대)

발표6 : 代雲海(남서울대)

“一對一路與中韓合作”

논평6 : 이주영(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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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B - Session I (15일14:00 - 15:50·퇴계인문관4층31409호)

사 회 : 이정표(부산대)

발표1 : 신금미(제주관광공사), 

강영준(제주관광공사)

“제주무사증제도효과분석및정책적

시사점”

논평1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발표2 : 김정진(중국서남정법대)

“중국의식품온라인허위광고규제에

관한고찰”

논평2 : 서옥란(연변대)

발표3 : 조성찬(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장)

“중국의도농이원적토지소유구조에대한

비판적연구: 북한에주는시사점및

방안모색”

논평3 : 정상은(한남대)

발표4 : 김인식(한국외대)

“중국대외통상정책의변화연구: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중심으로”

논평4 : 양병찬(공정거래위원회)

발표5 : 이유정(고려대)

“중국의료보험제도개혁요인”

논평5 : 황경진(중소기업연구원)

발표6 : 김준영(중앙대)

“중국선거제도의발전과특징”

논평6 : 김보훈(목포대)



제6 분과회의B - Session II (15일16:0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사 회 : 구기보(숭실대)

발표1 : 손 양(강릉원주대), 메 리(강릉원주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콘텐츠전자상거래비즈니스모델에대한

비교분석: 타오바오vs 샤오홍슈”

논평1 : 홍기석(전주대)

발표2 : 田 娟(하북경무대), 吳國英(하북경무대),

鄭偉波(하북경무대)

논평2 : 娜 琳(내몽고재경대)

발표3 : Sun Zhangfang(중국중남재경정법대)

논평3 : 鄭偉波(하북경무대)

발표4 : 양 연(충북대), 박상수(충북대), 

왕 뢰(청주대)

“외국인유학생의심리적요인과사회적

지지요인이유학만족에미치는영향에

관한연구: 한·중양국유학생의유학환경

적응매개효과를중심으로”

논평4 : 고정오(단국대)

발표5 : 최병헌(공주대), 장석인(공주대)

“A Study on the Difference for Social 

Responsibility Reporting Practices of 

Chinese Automobile Makers”

논평5 : 이소정(서울대)

발표6 : 박상수(충북대), 왕서혜(충북대), 

이가억(충북대)

“중국소비자의영화캐릭터제품정품

구매의도에관한연구: 중국및해외캐릭터

제품비교를중심으로”

논평6 : 최정석(선문대)

제6 분과회의A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3호)

사회겸논평 : 김세익(고려대)

발표1 : 고경웅(연세대)

“Political Ideology, Regime Type and 

Fiscal Policy”

발표2 : 고원식(서울대)*, 박벼리(서울대)

“혼전임신과혼외임신이출생결과에

미치는영향”

발표3 : 정종우(서울대)

“Housing Price, Homeownership, and 

Retirement Behavior”

발표4 : 최한실(성균관대)

“보건지출이민선자치단체장연임에

미치는영향”

제6 분과회의B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4호)

사회겸논평 : 김현철(성균관대)

발표1 : 김태경(중앙대)*, 유시용(중앙대)

“날씨와변동성 : 한국주식시장사례”

발표2 : 신동림(KAIST)*, 오동철(KAIST)

“Religion and Financial Development and 

Structure”

발표3 : 이수정(성균관대)

“온라인쇼핑몰에대한수요및소비자후생

추정 : 소비자설문데이터를이용한

네이버쇼핑중심의실증분석”

발표4 : 홍서윤(성균관대)

“Estimation of Bid-rigging Overcharges 

with Misclassification Error”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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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E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7호)

사회겸논평 : 최재성(성균관대)

발표1 : 김철성(부산대)*, 한현옥(부산대)

“임금-고용에관한효율적협약- 독점적

노동조합이론과효율적계약이론”

발표2 : 박벼리(서울대)*, 고원식(서울대)

“출산양상변화에대한코호트별분석”

발표3 : 유근식(서울대)

“Air-pollution, Information, and 

Avoidance Behavior in Labor: Evidence 

from Korea”

발표4 : 정혜윤(연세대)*, 한유진(연세대)

“Work Transition, Gend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제6 분과회의F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9호)

사회겸논평 : 한유진(연세대)

발표1 : 윤양근(서울대)*, 홍석철(서울대), 

Christopher Paik(NYU Abu Dhabi)

“Family Matters in a Meritocracy: 

Networks, Civil Service Exams and 

Officialdom in the Joseon Dynasty”

발표2 : 정재현(부산대)*, 동진우(부산대), 

김기승(부산대)

“고학력노동자의지역이동에관한실증

연구 : 비수도권인재유출을중심으로”

발표3 : 최준영(고려대)

“Minimum Wage Effects on the Border 

Counties”

발표4 : 탁아림(전남대), 이찬영(전남대)

“출산및여성고용의지역별동태적분석”

대학원생발표시상식

(15일18:00 - 18:30·퇴계인문관7층31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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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C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5호)

사회겸논평 : 심명규(서강대)

발표1 : 손조군(부산대)*, 한광석(부산대)

“An Evaluation of RMB 

Internationalization”

발표2 : 위 양(부산대)*, 원두환(부산대)

“중국의CO₂배출, 신재생에너지, 무역

개방의관계분석”

발표3 : 윤찬식(연세대)*, 최영근(연세대), 

최상엽(연세대)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Financial Markets over the Century”

발표4 : 허지수(서울대)

“내생적정보경직성을고려한DSGE 

모형에관한연구”

제6 분과회의D (15일16:30 - 18:00·퇴계인문관7층31706호)

사회겸논평 : 주하연(서강대)

발표1 : 남상윤(연세대)*, 홍미호(연세대), 

김상현(연세대), 김철영(연세대)

“Signaling Toughness?: Reexamining 

Rejection Behavior in Ultimatum 

Bargaining Experiments”

발표2 : 박용훈(부산대)*, 한현옥(부산대)

“기업의기술혁신활동에관한슘페터가설

검정- 국내게임산업을대상으로”

발표3 : 이 홍(성균관대)

“경쟁이서비스품질에미치는영향: 

국내선항공운송시장을중심으로”

발표4 : 정재호(성균관대)*, 박민수(성균관대)

“제한적합리성하에서경품당첨

경합에서의설득에관한연구”



한국경제학회 김경수(성균관대)

경제사학회 정성일(광주여대)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정홍주(성균관대)

국제지역학회 최국현(중앙대)

아시아금융학회 김정식(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강형철(숙명여대)

한국개발정책학회 김홍기(한남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백성준(한성대)

한국경제교육학회 최종민(전북대)

한국경제발전학회 송원근(경남과기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심상열(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이현훈(강원대)

한국경제통상학회 남병탁(경일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윤기호(고려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최병일(이화여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 강인수(숙명여대)

한국규제학회 이민창(조선대)

한국금융교육학회 김종호(서울교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정순섭(서울대)

한국금융학회 정지만(상명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김태황(명지대)

한국노동경제학회 김대일(서울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송경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유영봉(제주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김정인(중앙대)

한국무역보험학회 윤상철(단국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심상민(성신여대)

한국법경제학회 고학수(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권순만(서울대)

한국부동산학회 이창석(강남대)

한국비교경제학회 성원용(인천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택(경희대)

한국산업경제학회 손판도(동아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이상승(서울대)

한국생산성학회 이창원(한양대)

한국세무학회 심충진(건국대)

한국여성경제학회 이은형(국민대)

한국응용경제학회 주병기(서울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조성봉(숭실대)

한국재정정책학회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황성현(인천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신도철(숙명여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지만(연세대)

한국지역경제학회 김동주(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김강식(한국항공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항만경제학회 한철환(동서대)

한국환경경제학회 김정인(중앙대)

한국EU학회 박구웅(인천대)

한독경상학회 고종환(부경대)

한러통상학회 박경혜(충남대)

한일경상학회 임상혁(단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이상만(경남대)

경제사학회 정안기(서울대)

국제금융소비자학회 빈기범(명지대)

국제지역학회 곽원준(숭실대)

아시아금융학회 성태윤(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성환(아주대)

한국개발정책학회 전계형(한남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강민석(KB경영연구소)

한국경제교육학회 박영석(경인교대)

한국경제발전학회 김준일(목원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이진면(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김형건(강원대)

한국경제통상학회 이희용(영남대)

한국경제학회 김성현(성균관대)

한국계량경제학회 박철범(고려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조성진(서울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통상학회 성한경(서울시립대)

한국규제학회 김금선(한국규제학회)

한국금융교육학회 한진수(경인교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윤승영(한국외대)

한국금융학회 권세훈(상명대)

한국금융ICT융합학회 임병화(수원대)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정민(서울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재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화년(제주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박승찬(용인대)

한국무역보험학회 박영준(단국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원미연(성신여대)

한국법경제학회 방세훈(이화여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연세대)

한국부동산학회 이성태(한국지식재단)

한국비교경제학회 박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사회보장학회 조다소리(경희대)

한국산업경제학회 김진곤(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조성진(서울대)

한국생산성학회 최성용(연세대)

한국세무학회 김진태(중앙대)

한국여성경제학회 변혜원(보험연구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허 인(가톨릭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형건(강원대)

한국재정정책학회 김영준(건양대)

한국재정학회 홍석철(서울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성규(안동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승용(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금정훈(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김상철(한세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정회상(강원대)

한국항만경제학회 구경모(동의대)

한국환경경제학회 박시용(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EU학회 정세은(인하대)

한독경상학회 안영철(부산국제교류재단)

한러통상학회 김만길(한남대)

한일경상학회 김양태(성공회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지성태(서울대)

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 공동학술대회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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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위치

•성균관대학교

퇴계인문관

경영관지하2층 (14일, 15일오찬장소)

국제관5층 (14일만찬장소)

퇴계인문관

국제관

경영관

후문➞



2/14일(목)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4일 17:30 - 18: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 (14일 13:45 - 14:30·퇴계인문관3층31308호)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3호)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7호)
한국금융교육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4일 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정기총회 (14일 11:00 - 12:00·퇴계인문관7층31702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4일 17:40 - 18: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4일 12:00 - 12:30·퇴계인문관5층31511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4일 18:00 - 18:30·퇴계인문관6층31603호)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3층31301호)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30·퇴계인문관7층31705호)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4일 18:00 - 18:30·퇴계인문관4층31403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2:50·퇴계인문관6층 31603호)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5호)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4일 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11호)
한국EU학회총회 (14일 18:00 - 18:30·퇴계인문관6층31609호)
한러통상학회총회 (14일 12:30 - 13:00·퇴계인문관3층31302호)

2/15일(금)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5일 18:00 - 18:30·퇴계인문관5층31502호)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제9회학현학술상시상식

(15일 12:10 - 12:40·퇴계인문관6층31609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15일 16:00 - 16:30·퇴계인문관6층31605호)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9호)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4층31403호)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7호)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3호)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07호)
한국비교경제학회총회 (15일 18:00 - 18:30·퇴계인문관4층31405호)
한국사회보장학회총회 (15일 11:30 - 12:30·퇴계인문관7층31702호)
한국산업경제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7층31705호)
한국응용경제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7층31703호)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4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12호)
한독경상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6층31608호)
한일경상학회총회 (15일 12:30 - 13:00·퇴계인문관5층31511호)

후원기관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성균관대학교,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포스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국투자신탁운용, 현대자동차그룹글로벌경영연구소, IBK기업은행, 
IBK 경제연구소,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SK

2019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안 내
•차를가져오신분들은퇴계인문관3층로비본부석에서주차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14일(목), 15일(금) 오찬은경영관지하2층식당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식권은본부석(퇴계인문관
3층로비본부석)에서받아가시기바랍니다.

•14일(목), 저녁 7시부터시작되는만찬장소는국제관5층입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진행요원의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학회별 총회 알림

정문



국제금융소비자학회

IRFC(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s)는사단법인국제금융소

비자학회의학술지로금융소비자관련연구에초점을둔세계최초의영문학술지입

니다. IRFC는금융소비자보호의미래발전및직면한문제에대한의견을나눌수

있는플랫폼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합니다. 1년에2회(4월, 10월) 발간되며편집위

원회는금융및소비자관련국내·외학자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조 만(KDI), Tsai-Jyh Chen(NCCU,대만)

편집위원: 

손상희(서울대), 유승동(상명대), 이용만(한성대), 이진수(KDI), 이태준(KDI), 최철(숙명여대), 

Andrew Schmulow(UWA,호주), Ashok Patil(India University,인도), 

Cherie Chen(Cass University,영국), Heinrich Scharadin(University of Cologne,독일), 

James Devenney(University of Reading,영국), Jan Juy Lin(NCCU,대만), 

Jeanette Madamba(UPLB,필리핀), Jing Ai(University of Hawaii,미국), 

Joel Wagner(University of Lausanne,스위스), Ligia Maura Costa(FGV,브라자일), 

Michelle Kelly-Louw(University of South Africa,남아공), 

Montserrat Guillen(University of Barcelona,스페인), 

MZ Mamun(University of Dhaka,방글라데시), Patricia Born(Florida State University,미국), 

Rofikoh ROkhim(University of Indonesia,인도네시아), 

Ruth Plato-Shinar(Netanya Academic College,이스라엘), 

Sebastian Barocelli(University of Buenos Aires,아르헨티나), 

Sharon Tennyson(Cornell University,미국), Stavros Gadinis(UC Berkelly,미국), 

Vincenzo Senatore(GSA Law,이탈리아), Wei ZHeng(Peking University,중국), 

Yukihiro Yasuda(Hitosubashi University,일본)

경제사학회

경제사학회(연3회: 4월, 8월, 12월발간)

편집위원장: 임채성(릿교대)

편집부위원장: 김두얼(명지대)

편 집 위 원:

강진아(한양대), 고 선(중앙대), 김두얼(명지대), 김명수(계명대), 송병건(성균관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유동우(울산대), 이상철(성공회대), 이철희(서울대), 박이택(고려대), 

조영준(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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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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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송치웅(STEPI) 

편집부위원장 : 김현호(전남대)

편 집 위 원 : 

김태균(서울대), 고경민(제주대), 김광호(외국어대), 김영준(고려대), 

김요환(단국대), 김현철(군산대), 문경연(전북대), 박석강(전남대), 정성훈(강원대), 

윤성환(계명대), 윤동렬(울산대), 이기훈(Griffith대), 이병민(건국대), 

이희진(연세대), 조황희(STEPI), 황신모(청주대)

아시아금융학회

명예회장: 김인철(성균관대), 오정근(건국대)

회 장: 김정식(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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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덕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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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금융학회”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중국위안화국제화등급변

하는아시아금융환경에대응하여아시아역내금융협력과아시아금융산업의발전

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창립되었습니다.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역내통화

금융협력을위한정책방안제시는물론아시아금융시장분석과금융회사의투자및

자산운용전략그리고금융감독운용방안등에대해정책당국자, 학계그리고금융회

사의전문가들의분석을게재하고있습니다. 아시아통화금융협력과아시아금융산

업발전에관심이있는전문가여러분의투고를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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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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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정보통신정책연구』는정보통신정책학회의학회지로서방송, 통신 및 ICT 전반의

주제와관련하여경제학, 경영학, 언론학, 행정학및법학분야등에서이론, 실증및

정책적가치를지닌전문적, 창의적인연구논문들을게재합니다. 일년에4번출간하

며, 온라인투고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itpr.or.kr/home/kor/journal/)

편집위원장: Johannes. M Bauer(Michigan State University), 김진기(한국항공대)

책임편집위원: 전주용(동국대), 김범준(가톨릭대), 천혜선(미디어미래연구소),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

편 집 위 원: 

Jay P. Choi(Michigan State University), Carolyn Gideon(Tufts Univ.), 

Vladimir Hlasny(이화여대), Dal Yong Jin(Simon Fraser Univ.), 

Gunter Knieps(Universitat Freiburg), Michael Latzer(Univ. of Zurich), 

Jai Joon Lee(Cal. State Univ. Sacramento), Chris Marsden(Sussex Univ.), 

Ingo Vogelsang(Boston Univ.), Christoper Yoo(Univ. of Pennsylvania)

곽주원(경북대), 김민기(KAIST), 김용재(한국외국어대), 김태오(창원대), 

방세훈(이화여대), 심동철(고려대), 오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이대호(성균관대), 

이선미(KT경제경영연구소), 이재훈(한국법제연구원), 정인준(대구대), 정윤혁(고려대), 

조성익(한국개발연구원), 주하연(서강대), 지성욱(한국외국어대), 최수진(경희대), 

황유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정통로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내
전화043-531-4087, 팩스 043-536-2046
E-mail katp@kisdi.re.kr

학회 사무국

.. ..

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는국내경제교육과관련된유일한학술지로서, 경제교육현황및동

향, 초중고학생의경제이해력및금융이해력, 경제교과서와교육과정분석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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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교육, 경제사회화 등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 왔습니다.

1996년에창간호가발간되었으며, 2010년부터등재학술지로선정되어현재까지유

지되고있습니다. 4월30일, 8월30일, 12월30일연3회발간합니다.

편집위원장: 장경호(인하대)

편집위원: 김경모(경상대), 김광호(한양대), 김진영(강원대), 박도영(한국교원대), 

박영석(경인교대), 박형준(성신여대), 안현효(대구대), 정진현(제주대), 

조택희(충북대), 최종민(전북대), 한경동(한국외대)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4다길2, 성신여대수정관C동937호
Tel. 02-920-7225   Fax. 02-929-9375
http://www.ecoeud.or.kr  
e-mail: editor@gmail.com   kjang@inha.ac.kr

사무국

64



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는 1995년창간된한
국 경제발전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이다. 1년에 4차례 발간하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이다. 매년우수논문 1편을선정하여學峴學術賞(상금 5백만원)을수여하고
있다.

편집위원장: 이 근

부위원장: 박복영

경제산업분과위원장: 장지상 위원: 유덕현, 이건범, 조성빈, 허 인, 허석균

사회발전분과위원장: 홍장표 위원: 김희삼, 박경로, 이명헌, 정세은, 최민식

세계경제발전분과위원장: 이강국 위원: Fukagawa Yukiko,   Zhang Yuan, 安芝蓮, 이홍식

서울시종로구사직로102 광화문의꿈402호
홈페이지www.kdea.re.kr
전화: 02-598-4652  이메일: kdea@kdea.re.kr

사무국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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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연구학회홈페이지(http://www.akes.or.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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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경제학회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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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English articles are fully
downloadable free of charge at  http://www.jetem.or.kr; for Korean articles, only the title
and the abstract in English are provided along with a fee-based link to the full text at the
same website.

Managing Editor : Jin Lee, Ewha Womans University

Co-Editors : Sung-Ha Hwang, KAIST / Young Se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Seungmoon Choi, University of Seoul

Editorial Board :
Illtae Ahn, Chung-Ang University / Sungj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
Sawoong Kang, Handong Global University / Bongg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 
Kunhong Kim, Hallym University / Sunbin Kim, Yonsei University / Chungeun Lee, Hallym University /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Younghoon Lee, Sogang University/ 
Sangwon Suh, Hanyang University / Seongmin Yo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ournal Homepage: http://www.jetem.or.kr

한국경제통상학회

『經濟硏究』(영문제목: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 연 4회 발간되고 있으며,

2005년부터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의등재지로선정되었습니다.

회 장: 남병탁(경일대)

수석편집위원장: 이우형(계명대)

공동편집위원장: 유영명(신라대)

편집위원: 

강기천(영남대), 김인수(전북대), 김종웅(대구한의대), 남경민(The Univ. of Hong Kong), 

문성만(전북대), 박명호(홍익대),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송정석(중앙대), 

이기동(계명대), 이승래(한국외국어대), 이진권(서강대), 이찬영(전남대), 

이태의(한국에너지경제연구소), 황욱(경북대), 조갑제(계명대), 조복현(한밭대), 

조혁수(충남대), 최강식(부산대), Shunming Zhang(Renmin Univ. of China), 

Hikaru Ogawa(The Univ. of Tokyo, Japan), Konari Uchida(Kyushu University, Japan)

66



한국국제경제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Established in 1987,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is a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devoted to publishing high-quality papers and sharing original economics
research worldwide. IEJ is published quarterly by the Korea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http://www.tandfonline.com/toc/riej20/current)

Managing Editor: Sunghyun Henry Kim, Sungkyunkwan University

Editors:
Jay Pil Choi, Michigan State University / Hongshik Lee, Korea University / 
Young-Kyu Moh, Sookmyung University / Bokyeong Park, Kyunghee University / 
Donggyu Sul,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Associate Editors:
Sang Buhm Hahn, Kyonggi University / Horag Choi, Monash University / 
Yunjong Eo, Sydney University / Sunku Hahn, Yonsei University / 
Kyu Ho Kang, Korea University / Dae Hwan Kim, Konkuk University / 
Kwang Hwan Kim, Yonsei University / Doh-Shin Jeon, University of Toulouse / 
Georgios Karras,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 Hyeongwoo Kim, Auburn University / 
Youngse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Jinkwon Lee, Sogang University / 
Jai S. Mah, Ewha University / Kaz Miyagiwa,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 
Woongy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 Sukha Shin, Sookmyung University / 
Wonkyu Shin, Korea Development Institute / 
Joonhyuk Song ,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Sangwon Suh, Chung-Ang University / 
Taeyoon Sung , Yonsei University / Mahmut Yasar, University of Texas at Arlington / 
Lex Zhao, Kobe University

The Korean International Economic Association 
28 Saemunan-Ro, 5ga-gil, GwanghwamunPlatunum Bldg., 16th F1603
Jongno-Gu, Seoul 03170, Korea 
Tel. TEL: 02-2220-1033 Fax. 02-2296-9587
Homepage: www.kiea.or.kr/ http://www.tandfonline.com/toc/riej20/current
e-mail: kiea1977@naver.com/ iej.kiea@gmail.com

Editorial Office

한국국제금융학회

자문위원회
Richard N. Cooper (Harvard University) / 
Thomas D. Willett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 / 김인준(서울대) / 박진근(연세대) / 
이천표(서울대) / 이효구(서강대) / 전광우((전)국민연금공단) / 정덕구(NEAR 재단) / 
하성근(연세대)

명예회장
김인철(성균관대) / 김정식(연세대) /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 백승관(홍익대) / 
이종욱(서울여대) / 유재원(건국대) / 박대근(한양대) / 이영섭(서울대) / 채희율(경기대)

집행임원
회 장: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 회 장: 송치영(국민대) / 신관호(고려대)
감 사: 박복영(경희대)
사무국장: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무차장: 이동은(고려대) 

편집위원
편집위원장: 성태윤(연세대)

편집위원: 
김도연(영남대) / 김소영(서울대) / 김연준(경성대) / 김종희(전북대) / 김희호(경북대) / 
박기영(연세대) / 박단비(강원대) / 박영준(아주대) /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 
서대교(건국대, 충주) / 이종은(세종대) / 정재호(고려대) / 조두연(성균관대) / 
허찬국(충남대)

이 사
강삼모(동국대) / 김소영(서울대) / 김진옥(제주대) / 김종권(신한대) / 김태준(동덕여대) / 
남광희(국민대) / 문우식(서울대) /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 배상근(전국경제인연합회) / 
성태윤(연세대) / 송원호(중앙대) / 신민영(LG 경제연구원) / 양두용(경희대) / 
온기운(숭실대) / 왕윤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근영(성균관대) / 
이성희(JP 모간체이스) / 이종은(세종대) / 정재식(서강대) /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 
최창규(명지대) / 허 인(가톨릭대)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37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본부 (우: 30147)
전화번호: (044) 414-1218     팩스번호: (044) 414-1212
홈페이지: www.kifa.ne.kr     e-mail: kifa_@naver.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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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영문제목: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는 국제통상학회의 대표 학술지로서 22년의 긴 역사(1996년 창간)를 자
랑합니다. 『국제통상연구』는 1년 4회 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영, 국제규범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통상 연구를
선도하는대표학술지라할수있습니다. 보다수준높은연구논문게재를장려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는 매년 게재된 논문들 중 우수한 논문 한편을 선정하여 Best
Paper 상수상과함께격려금을수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송백훈(동국대)

편집부위원장: 장용준(경희대), 조미진(명지대), 박경진(명지대)

편 집 위 원: 

강문성(고려대), 김민정(서울대), 김정현(조선대), 김한성(아주대), 송영관(KDI),

이상현(강원대), 이수영(KIEP), 이순철(부산외대), 임혜준(영남대), 정 철(KIEP),

최보영(KIEP), 허 정(서강대), 이홍식(고려대), 성한경(서울시립대)

(06776) 서울시서초구언남길61(양재동, 성도빌딩) 201호
Tel.010-9540-0793 
http://www.katis.or.kr
e-mail: gokatis1995@gmail.com

사무국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영문제목: Journal of Regulation Studies)는 1992년한국경제연구원
이『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창간한 후, 1995년『규제연구』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2년부터 한국규제학회와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간하다가 2016년부터
한국규제학회가 단독으로 학회지로 발간하고 있는 학술지로 시장경제창당을 위한
규제개혁 연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규제연구』는 규제개혁, 경쟁정책, 민
영화, 공공부문개혁등경제·사회적규제에대한이론적, 실증적기여도가높은연
구논문을전문가의심사를거쳐게재하고있으며정부규제현상을이해하고설명하
는데관심을갖고있는모든분들에게열려있어경제학, 행정학, 법학, 정책학, 경영
학분야뿐아니라, 어느학문분야에서든지규제현상의연구에관심을가지고계신
교수, 연구원, 전문가들에게열려있습니다.

명예위원회: 최병선(위원장, 서울대), 김종석(홍익대), 김태윤(한양대), 소병희(국민대), 

이성우(한성대), 좌승히(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도훈(경희대)

위 원 장: 최신융(숙명여대)

부위원장: 이인원(서울시립대)

편집위원: 

최진욱(고려대), 박세화(충남대), 박형준(성균관대), 설 윤(경북대),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양준모(연세대), 양준석(가톨릭대), 이경원(제주대), 

이민창(조선대),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사무국장: 김금선(한국규제학회), 박수민(한국규제학회)

(01897) 서울특별시노원구광운로20 광운대학교한울관709호,
대표전화: 070-8801-1029 
팩스: 031-528-1029
http://www.kosr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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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교육학회

『금융교육연구』는날로중요해지고있는금융교육분야의국내유일한전문학술지
입니다. 이론과분석, 실천사례, 수업방안, 정책평가및제안, 전략마련, 교육과정
등학생을포함한전국민의금융역량강화에도움이되는금융교육관련연구물을
다양한형태로게재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진수(경인교대)

위 원: 김광호(한양대), 남재현(국민대), 박형준(성신여대), 설규주(경인교대),

장경호(인하대), 정지만(상명대), 최공필(금융연구원), 최윤정(이화여대)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경제금융관610호
http://www.ikafe.or.kr/
e-mail: kafe2014@hanmail.net

사무국

한국금융정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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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707)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국민대학교국제관609호
http://www.fisk.or.kr/   
e-mail : rfis.fisk@gmail.com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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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Journal of Money &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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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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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Money & Finance Editorial Office
Yedang Bldg., 4F Dohwa, 4-gil, 82, Mapo-gu, Seoul, 04171, Korea
Tel: 02-3273-6325, Fax: 02-3273-6366, E-mail: jmf@kif.re.kr
Detailed information is at Homepage: http://www.kmfa.or.kr

Editorial Office

한국기독교경제학회

70

『Oikonomos』는2014년에창간된한국기독교경제학회의학술지입니다. 1년에2회
발간되며경제학의모든분야를성경의관점에서분석하고한국경제에주는함의를
탐구하는연구결과를게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권명중(연세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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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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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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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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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철성(한양대학교)

위 원: 

김우영(공주대학교), 김정호(아주대학교),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박윤수(한국개발연구원), 안태현(서강대학교), 이찬영(전남대학교), 조동훈(한림대학교), 

조현국(영남대학교), 최재성(성균관대학교), 최 충(한양대학교)

간 사: 박소현(한국개발연구원)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1, 사회과학대학16동 6층633호
Tel: 0502-911-9999   Fax:0502-911-9999
E-mail:kleapc@chol.com
홈페이지:http://www.klea.or.k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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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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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김배성(제주대)

편집간사: 유도일(충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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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가발행하는『東北亞經濟硏究』는 1988년한국중소(中蘇)경제학
회에서출발하여학회지『中蘇經濟硏究』창간호(1989)가 모태이며, 이후 한국북방
경제학회와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를통합하여 한국동북아경제학회로명칭을 변경
하고 1997년 8월부터 정식 발간하였습니다. 『東北亞經濟硏究』의 주요 연구주제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등동북아시아국가들의경제현안으로, 1년에 4회 발간되
며국내경제학분야에있어서인용도가높은학술저널로발돋움하였습니다.

위 원 장: 김완중(동아대)

편집국장: 문익준(국민대)

위 원: 

백 훈(중앙대), 김상욱(배재대), 남수중(공주대), 송재두(중원대), 성시일(한림대), 

이홍배(동의대), 이혁구(배재대), 전호진(서울사이버대), 최백렬(전북대), 최종일(조선대), 

홍승린(한성대), Liu Rui (劉瑞, 中國人民大), Nobuto IWATA (日本靑山學院大)

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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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에서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학회지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농업과

관련된경제·정책·유통분야외에도, 식품, 환경, 자원분야의논문도게재되고있

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등4회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임정빈(서울대)

편집간사: 김윤형(전남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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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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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호(영남대학교), 위용석(미국아칸소대), Takenori Matsumoto(일본도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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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위원회: 

서상택(충북대학교), 김윤식(경남대학교), 김윤형(전남대학교), 안병일(고려대학교), 

임정빈(서울대학교), 최현섭(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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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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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문화경제연구는 (사)한국문화경제학회의 공식 학술지

입니다. 1998년에 1권 1호가발간되었으며, 2019년에는 22권 1호(4월 30일), 2호(8

월31일), 3호(12월31일)가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남준우(서강대), 서우석(서울시립대)

책임편집위원: 구문모(한라대), 김용규(한양대), 이명진(고려대), 신형덕(홍익대), 

김세훈(숙명여대)

편 집 위 원: 

전승훈(대구대), 김정수(한양대), 이병민(건국대), 임승희(수원대), 김인설(전남대), 

김진(동덕여대), 강진아(서울대), Ruth Towse(Bournemouth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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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joKlamer(ErasmusUniversity), Selena Cho (Texas Tech University), 

Hearin Shin(Vanderbilt University)  

편 집 간 사: 이경원(서울시립대), 문희라(서울시립대), 이화영(성균관대)

한국무역보험학회의 학술지『무역보험연구』는 2000년 창간되어 그동안 국제무역
및무역보험과관련된학문적연구성과를알리는장으로서기능하여왔습니다.
『무역보험연구』는무역현장에서필요한경제학적문제, 무역실무적문제, 법적 문
제를경제학, 무역학, 법학의측면에서각각연구할뿐만아니라관련학문의융합적
인연구에도중점을두어학문간의소통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무역보험연구』는2013년부터한국연구재단이인정한KCI등재학술지입니다.

편집위원장: 김태황(명지대)

편집부위원장: 원동욱(우송대), 이병문(숭실대)

위 원: 

김정렬(한성대), 박석재(우석대), 박세훈(상지대), 박인호(전남대), 성승제(법제연구원), 

송재은(단국대), 한낙현(경남대), 허 정(서강대), 현혜정(경희대)

편 집 간 사: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 (03187) 서울특별시종로구종로14(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12층)
전화 : (02) 399-6737,   팩스 : (02) 399-6598
홈페이지 : www.katci.or.kr
E-Mail : tradeassurance@naver.com (편집국)

katci2016@naver.com (사무국)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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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태진(서울대학교)

위 원: 

강성욱(대구한의대학교), 강은정(순천향대학교), 김범수(고려대학교), 배은영(경상대학교),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안정훈(이화여자대학교), 오주환(서울대학교), 

이진형(성균관대학교), 임재영(고려대학교), 장선미(가천대학교), 정완교(서울대학교), 

정지아(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한은아(연세대학교), 홍석철(서울대학교)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221동 408호
Tel: 02-880-2769
Homepage: http://www.healthecon.kr
e-mail: healthecon@hanmail.net

사무국

『법경제학연구』(영문명“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는국내법경
제학분야의연구를대표하는 (사)한국법경제학회의공식학술지입니다. 『법경제학
연구』는지난 15여년간꾸준히발간되어오면서국내법경제학의지평을넓히는데
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1년에 3회 발간되
며, 경제학자의논문과법학자의논문을고르게평가하여게재합니다.

편집위원장: 허성욱(서울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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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일(경북대), 주진열(부산대), 한성수(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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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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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한국부동산학회의‘부동산학보’는우리나라부동산학의모(母)학보입니다. 
한국부동산학회가 지향하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 융합과학입니다. 부동산의 법률
적측면, 경제적측면, 기술적측면등3대측면을중심으로인용분야, 응용분야, 능
동적개척분야를설정하여연구합니다.  
‘부동산학보’에는부동산과관련경제, 경영, 금융, 가치(가격) 등의경제분야와 부
동산관련 사법(私法)·공법(公法)·공시법(公示法)·세법(稅法) 등의 법률분야 그
리고토지, 주택, 건물,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도시재생등의다양한분야의연구
논문이게재됩니다. ‘부동산학보‘는공적(公的)인부동산활동과사적(私的)인부동
산활동의종합연구보고서입니다.

서울특별시강남구영동대로114길7(삼성동)  
Tel. 02-564-7476   Fax. 02-556-7008
http://reacademy.org/
e-mail : reacadem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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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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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박제훈(인천대)

편집이사: 김상욱(배재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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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호서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이상빈(창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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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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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장: 손판도(동아대)

편집위원장: 서지용(상명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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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영남대), 전성훈(서강대), 주만수(한양대)

[국제경제] 김희호(경북대), 박세운(창원대), 이상학(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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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분석] 오만숙(이화여대), 이동희(경기대), 한정희(강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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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회(대전대), 이덕로(서원대), 이상윤(성공회대), 황윤용(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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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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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민인식(경희대)

편집위원: 

김윤영(보건사회연구원), 김진욱(서강대), 노혜진(KC대), 문용필(건강보험공단), 

신은규(동서대), 안준기(고용정보원), 오종은(근로복지공단), 유호선(국민연금), 

전병욱(서울시립대), 최기홍(前국민연금), 최영준(연세대), 최훈화(병원경영연구원)

(02447) 서울시동대문구경희대로26 
경희대학교경영대학오비스홀513호조다소리총무간사앞
http://www.kssa.or.kr
E-MAIL:socialsecurit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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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産業組織硏究』(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는
한국산업조직학회(창간: 1984년)가 발간하는 산업경제학분야로 독과점시장, 공정
경쟁, 기술혁신등다양한주제에대한이론, 실증및정책적연구논문을출간하고있
습니다. 1년에 4회출간하며산업조직론, 미시경제학, 응용경제학등의분야에서활
발하게연구하는학자들로편집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권남훈(건국대학교)

공동편집위원장: 박민수(성균관대학교)

편집위원: 

고영우(한양대학교), 곽주원(경북대학교), 김대욱(숭실대학교), 

김명진(University of Oklahoma), 김민기(KAIST 경영대학), 김상현(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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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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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방세훈(이화여자대학교), 송은지(서울대학교), 신종원(KIET), 

오준병(인하대학교), 윤경수(대구대학교), 윤참나(성균관대학교),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이주성(Univ of Edinburgh Business School), 이진혁(고려대학교), 전주용(동국대학교), 

조명환(서울시립대학교), 조성익(KDI), 조장희(제주대학교), 주하연(서강대학교), 

최동욱(상명대학교), 최윤정(연세대학교)

서울시관악구청룡1길43, 204호(봉천동, 거장스카이텔)
우편번호: 08786
전화번호: 02-6677-0687
E-mail: kasio198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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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학회

편집위원장 : 윤동열(울산대)

편집위원 : 

김병준(강남대), 김영준(고려대), 방호진(제주대), 손종칠(한국외대), 윤지환(고려대), 

이기훈(호주Griffith Univ.), 이미영(건국대), 이재은(순천대), 이형석(충북대), 

조윤형(조선대), 조철호(대구한의대), 최우재(청주대), 한승현(미국조지아대), 

황상연(인천대)

『생산성논집』(영문제목: Productivity Review) 은‘생산성에 관련된 학술연구의
진흥’, ‘생산성향상을위한산학연계의확립’등을목적으로1987년에창간한한국
연구재단의등재지입니다. 『생산성논집』은 1년에 4회(3,6,9,12월) 발간되며편집위
원회는경제·경영·기술경영등모든주요분야를아우르는15명으로구성되어있
습니다.

(04763) 서울특별시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경영관803호
Tel.02-2220-4790,   Fax.02-2220-1169
http://www.kpa1985.or.kr
e-mail: kpa20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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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는경제학전분야와여성관련분야를포함하는저널로서, 여성 관

련경제학논문을주요대상으로하는국내최초의학술지입니다. 『여성경제연구』는

2018년부터 1년에 4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 경제학의 다양한 분야를

살펴볼수있는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원 장: 민세진(동국대)

부위원장: 변혜원(보험연구원)

편집위원: 

심승규(Aoyama Gakuin University), 윤명수(인하대), 윤미경(가톨릭대), 이종은(세종대), 

조인숙(연세대), 지인엽(동국대), 최성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희(계명대), 

하인혁(Western Carolina University),  허 인(가톨릭대)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투고안내>

세무학연구에게재신청하고자하시는분은아래의논문제출처에제출하시면됩니

다. 투고료는없고, 게재료는논문게재가확정된경우에한해논문게재확정후에20

만원을입금하시면됩니다. 세무학연구에대하여문의할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

락해주시기바랍니다. 

편집인(편집위원장)：정재연교수(강원대학교)

논문제출처：https://kast.jams.or.kr 

E－mail：taxresearch1@hanmail.net

<학회및학술지소개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약

3,000여 명의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

다. 본학회는조세법·조세제도·조세정책및세무회계와관련된연구와학술발표

를통하여세무학의발전에이바지하고회원상호간의협력을도모하고있으며, 이

를통해바람직한조세정책및조세행정의수립과집행에기여함으로써사회발전에

공헌하고있습니다. 우리학회에서발행하는“세무학연구”는1999년 12월한국학술

진흥재단에등재후보로선정된후, 2004년 12월에등재지로선정된대표적인조세

관련전문학술지로서매년3월, 6월, 9월, 12월에발간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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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중구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민세진

http://www.e-kwea.or.kr/

e-mail: journal.kw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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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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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AE)의학회지로서, 경제학및관련분야의다양한문제들을현실과이론의균형

적인시각에서연구한국문및영문논문들을수록하여널리소개하는것에목적을

두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김진영(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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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서울대학교), 이윤수(서강대학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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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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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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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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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현(중앙대학교), 황성하(KAIST), 윤희숙(KDI국제정책대학원), 문성만(전북대학교), 

서명환(서울대학교), 우석진(명지대학교), 빈기범(명지대학교)

e-학술위원: 빈기범(명지대학교)

(우) 05029 서울시광진구능동로120 
건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경제학과
김진영교수 (journal@kaae.or.kr)
Tel: 02-450-3633     Fax: 02-446-3615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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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는국내경제학학술지가운데자원경제학과환경경제학에특

화되어있는대표경제학학술지입니다. 자원경제학회와환경경제학회두학회가공

동으로편집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자원경제학회에서는매년게재된논문중

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늘푸른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공동편집위원장: 김수이(홍익대), 강상목(부산대)

공동편집간사: 최봉석(대구대), 이지웅(부경대)

편 집 위 원: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형건(강원대), 

백정호(U. of Alaska Fairbanks), 오인하(건국대) 원두환(부산대),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유종민(홍익대), 이상호(전남대), 이 윤(선문대), 

전용일(성균관대), 전우영(전남대), 정용훈(고려대), 조홍종(단국대), 

최성록(국립생태원), 최성희(계명대), 황석준(경북대)

경기도의왕시내손순환로132

Tel. 031-421-6515

http://www.resoruceeconomics.or.kr/

사무국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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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김진영(건국대학교) 

편집위원: 

강창희(중앙대학교), 김광호(한양대학교), 김상헌(서울대학교),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승래(한림대학교), 김영철(서강대학교), 김일태(전남대학교),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상환(경남대학교), 류덕현(중앙대학교), 민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오형나(경희대학교), 

옥동석(인천대학교), 우석진(명지대학교), 윤희숙(KDI School), 이경우(연세대학교), 

이병채(충남대학교), 이철인(서울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임재영(고려대학교), 

전병힐(한국외국어대학교), 조원기(고려대학교), 최병호(부산대학교), 

황성하(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재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04534 서울시중구명동길49 양원빌딩4층

Tel : 02-777-0128   Fax : 02-77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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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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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재정정책학회

『財政政策論集』은국가재정과지방재정을종합적으로연구·분석하고포괄적정책

방향의모색및정책비전제시를주요목표로하고있는전문학술지입니다.

위 원 장: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간사위원: 김영준(건양대), 이선호(한남대)

위 원: 

김종웅(대구한의대), 정범식(더편한세무법인), 김정애(세무법인강남), 최석규(전북대), 

조성일(상지대), 이종하(조선대), 구균철(경기대), 김현석(부산대), 이재민(경북대),

이충기(한국방송통신대), 임상수(조선대), 차혜경(강남대), 도건우(2040미래연구소),

홍인기(대구대), 정상은(한남대)

경기도고양시일산동구정발산로24 웨스턴돔4동9층

Tel:031-920-5630

http://www.public.or.kr

E-Mail:kapp2017@naver.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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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중소기업연구』(영문제목: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는 1979년

에창간되어2018년에 40권호를발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연구』는중소기업, 창업

벤처, 중견기업, 그리고소상공인에관한‘학술’, ‘정책’, 그리고‘사례’연구에특화

된한국연구재단등재지입니다. 『중소기업연구』는여러학문분야의관점을종합적

으로아우르는데힘써오고있습니다.

위 원 장: 권성우(고려대)

부위원장: 권기환(상명대), 김태성(충북대), 이상명(한양대)

위 원: 

강승완(가천대), 곽원준(숭실대), 김상준(이화여대), 남대일(고려대), 류준열(서울시립대), 

문용마(서울시립대), 박상문(강원대), 박태경(영남대), 반주일(상명대), 송상영(이화여대), 

유병준(서울대), 이수열(전남대), 이윤수(서강대),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지민웅(산업연구원), 진병채(한국과학기술원), 채상미(이화여대), 최성진(한양대), 

최세경(중소기업연구원), 한승수(고려대), 한유진(숙명여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내10층 19호) 07242 
TEL: (02)785-2450    FAX: (02)780-1416
Homepage: www.kasbs.or.kr
E-mail: kasbs@kasbs.or.kr

사무국

한국지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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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한국지역경제학회가 발간하고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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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N(1738-1002)를부여받았으며,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발간되

고있습니다.

[내용및범위]

1. 지역경제관련각분야의이론및실무적주제를다룬연구

2. 지역경제제도, 지역경제정책, 지역학등에관한연구

3. 기타지역및지역경제학의발전에공헌도가높다고인정되는연구

편집위원장: 김일태(전남대)

편집부위원장: 안기돈(충남대)

편 집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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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재(부산대), 홍성효(공주대), 홍성훈(전북대)

편 집 간 사: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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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질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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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질서경제학회의요람이며, 창립50주년의순수민간연구원인한국산업개발
연구원(KID)(서울서초동예술의전당건너편KID빌딩내)은대학교수, 연구원등
오랜 시간 전문적 지식을 축적한 시니어지능(senior intelligence) 집단이 지속적
으로 국가와 글로벌 커뮤니티에 공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The World Senior
Intelligence Group(www.wsigroup.org) 사무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퇴직을앞둔학회교수님들및전문지식인들의많은참여를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모든상경계열학회들의사무국공간을KID빌딩내에제공해드리고있습니다.

귀학회의상임사무국공간과우편주소를KID연구원빌딩내에제공해드리며, 귀
학회소속55세이상현직및퇴임교수님들께서자유롭게이용하실수있는연구공
간을마련하고있습니다. 향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더욱발달
하게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휴먼지능, 특히오랜경륜과지혜를가지고계신시
니어지식인들의시니어지능(SI)은 향후 AI시대에인류가 AI와 협력과공존을통
하여인류공영을도모할수있는방도를모색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게될것
으로보입니다. 이러한시대를대비하기위하여KID연구원은세계최초로WSIG을
구축하고있습니다. 앞으로KID연구원은가장오랜역사의순수민간경제연구원으
로서국내외주요저명학회들의허브로서의소임을해나갈것을다짐드립니다. 이
러한 노력에 모든 학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문의: 한국질서경제학회
사무국hoon@cau.ac.kr, WSIG 사무총장중앙대백훈교수).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위원장: 김영신(계명대)

위 원: 

윤용준(George Mason University), 정기화(전남대), 정연교(경희대)

『자유와시장』(영문제목: Journal of Freedom and Market)은한국하이에크소사

이어티에서자유주의와시장경제활성화를목적으로연1회발간하는학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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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영문제목: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는 1985년창간호를시작으로항만경제학분야의권위있는학회지입

니다. 또한본학회는항만·해운물류분야의산학연관협력을주도하고, 국내항만

정책수립에기여하는등우리나라가해양강국으로발돋움하는데기여하는것을목

표로합니다.

편집위원장: 서문성(금강대)

편집부위원장: 김승철(영남대)

편 집 차 장: 안태건(중앙대)

우)47011 부산광역시사상구주례로47 동서대학교국제관7515 
Tel: 051-320-1608 Fax: 051-320-1631
Homepage: http://www.kportea.or.kr
E-mail: kportea21@daum.net

사무국

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자원·환경경제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경제 및 자원경제 분야 학회지로

우리나라및세계의환경및자원문제에관한경제이론과정책을연구하고실증분

석을통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학회지는1992년에처음발간된이후

로현재까지지속적으로연4회발간되고있습니다.

발 행 인: 김정인(중앙대), 조성봉(숭실대)

발 행 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편집위원장: 강상목(부산대), 김수이(홍익대)

공동편집간사: 이지웅(부경대), 최봉석(대구대)

편 집 위 원: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형건(강원대), 

백정호(U. of Alaska Fairbanks), 오인하(건국대), 원두환(부산대),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유종민(홍익대), 이상호(전남대), 이 윤(선문대), 전용일(성균관대), 전우영(전남대), 

정용훈(고려대), 조홍종(단국대), 최성록(국립생태원), 최성희(계명대), 황석준(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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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45 부경대학교국제지역학부고종환교수연구실
Tel. 051-629-5337
http://www.kdg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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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논집』(영문제목: The Korean-Japanese Journal of Economics &
Management Studies)은 1987년창간하여한국과일본의경제및경영을전문적
으로연구하는한국경제학회의대표학술지입니다. 『한일경상논집』은 1년에 4회발
간되며 편집위원회는 경제학·경영학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여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매년한국과일본을번갈아가며개최되는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
대회는연구자들간의정보교류및서로의연구성과를공유하는자리가되고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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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學硏究』(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 국내경
제학학술지가운데가장긴역사(1953년창간)를자랑하는한국경제학회의대표학
술지입니다. 『經濟學硏究』는 1년에 4회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
분야를망라하여 3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
선정하여수여하는경제학연구논문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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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국(영남대), 진양수(성신여대), 최형선(경희대), 한진희(가천대), 홍재화(서울대), 

황재홍(목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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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은 한국경제학회에서 2008년부터 발간한 학술지로, 그간 사무국에
서발간해오다가2016년 4월부터편집위원회가구성되어‘한국경제에대한정책논
문중심의학술지’로새롭게출범했습니다. 연 4회발간되며, 한국경제의제반문제
들을올바르게이해하고, 그해법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는정책방안을논리적
으로제시하는논문을지향합니다.

위 원 장 : 정진화(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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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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uary 1 and July 1. (www.kereview.or.kr)

Editor: Whang, Yoon-Ja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editors: Hwang, Sung-Ha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Jinill (Korea University), 
Lee, J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okbae (Columbia University),
Park, Jee-Hye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Board of Editors:
Ahn, JaeBin (Seoul National University), Bae, Sang-Kun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Chang, Yong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Jin Seo (Yonsei University), 
Choi, Syng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Heejoon (Sungkyunkwan University), 
Hong, Jay H. (Seoul National University), Hong, Sok Chul (Seoul National University), Hur, Jung (Sogang University), 
Ju, Biung-Ghi (Seoul National University), Kang, Changhui (Chung-Ang University), Kang, Moonsung (Korea University), 
Kim, Byung-Cheol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Kim, Dukpa (Korea University), 
Kim, Hyunchul (Cornell University), Kim, Jin-Hyuk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Kim, Jinwoo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wangsu (Sungkyunkwan University), 
Kim Kyoo Il (Michigan State University), Kim, Seik (Korea University), Kim, So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h, Youngwoo (Hanyang University), Kwon, Namhoon (Konkuk University), Lee, Chul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Chul-I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ae Won (University of Virginia), Lee, Ji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Keun Yeong (Sungkyunkwan University), Lee, Siwook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Lim, Wooyoung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ahm, Jaehyon (Korea University), 
Park, Cheolbeom (Korea University), Park, Hojeong (Korea University), Ryoo, Soon (Adelphi University), 
Seo, Myung 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Shin, Donggyun (Victoria University), 
Song, Heonjae (University of Seoul), Sung, Taeyoon (Yonsei Universit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8 Saemunan-ro 5ga-gil, GwanghwamunPlatinum Bldg., 5th F510 
Jongno-Gu, Seoul  03170, Korea
Tel. 02-3210-2522, 2523   Fax. 02-32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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