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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말씀

202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경자년 새해를 맞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

니다. 2020 경제학공동학술대회가어느덧성인나이인스무해를맞게되었습니다. 경제학공동학술대

회가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장으로 자리매

김하게된것은학계, 연구기관, 정책담당자등우리사회각분야에서종사하는경제전문가들께서적극

적으로참여해주시고관심을가져주신덕입니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틀 동안 55개 학회, 50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두 차례 전체회의와 특

별세션도개최됩니다. 금년학술대회도많은경제학자들의발표와토론으로큰결실이나오기를기대합

니다.

저성장, 저물가, 고령화,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세계경제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지난해 내내 미중

간 무역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이슈들로 한국 경제도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올해도 이런 이슈들

이 해결되기는 커녕 더 악화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한국경제학회는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산업조직학회와 함께“한국경제 구조적 변화: 진

단과정책방향”을주제로제1 전체회의를개최합니다. 또한, 한국국제경제학회는한국재정학회와한국

노동경제학회와공동으로“불확실성확대속한국경제정책은어디로?”라는주제로제2 전체회의를개

최합니다. 한국여성경제학회와 함께 하는“어떻게 여성인력을 육성 활용할 것인가”와 한국재정학회와

함께하는“개발과 빈곤의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특별세션들도 혼란의 시대에 한국경제와 그동

안정부가추진해온경제정책의현황을점검하고한국경제가처한문제를다시생각하게하는의미있

는논의의장이될것입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 단체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학술대회를준비하기위해많은시간과협력을아끼지않으신참여학회회장단및실무진들께도이자

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금번 학술대회에서 귀중한 논문을 발표하시거

나사회및토론을위해기꺼이시간을내주신여러참여자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 학술대회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경제학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제언을 해주시기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도 여러분들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 이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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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일 정 개 요

09:00 - 09:20 등록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2층로비

09:20 - 10:50 제1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11:00 - 12:30 제2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거구장

14:00 - 16:30 제1전체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16:30 - 18:00 제3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19:00 - 20:30 만찬 거구장2층컨벤션홀

2월13일(목) - 서강대학교

09:00 - 09:20 등록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2층로비

09:20 - 10:50 제4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11:00 - 12:30 제5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12:00 - 14:00 오찬 거구장

14:00 - 16:30 제2전체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16:30 - 18:00 제6분과회의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및김대건관(K관) 각강의실

2월14일(금) - 서강대학교



회의장배치

분과회의 시간 및 장소

2월 13일(목) 2월 14일(금)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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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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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회의

(16:30-18:00)
만찬
(19:00-)

제4분과회의

(09:20-10:50)

제5분과회의

(11:00-12:30)

2전체회의
(14:00-16:30)

제6분과회의

(16:30-18:00)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총회
알림

관

김

대

건

관

K

관

게

페

르

트

남

덕

우

경

제

관

G

N

관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한국APEC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

한국법경제

학회B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한국법경제

학회A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동북아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학회
총회

(13:30~14:00)
한국APEC학회

총회
12:00~12:30

한국법경제
학회총회

(12:00~13:00)

102

101

201

한국법경제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총회

(17:30~18:00)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시상식
(18:10~18:30)

한국경제연구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지역경제
학회임시총회
(12:30~13:00)

한국경제발전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질서경제
학회총회

(09:00~09:20)

한국항만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일경상학회

총회
(12:30~13:00)
국제금융소비자

학회총회
(12:30~13:00)

한국하이에크소
사이어티총회
(12:30~13:00)

한국여성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총회
(18:00~18:30)

한국제도·
경제학회총회
(12:00~12:50)

국제지역학회
총회

(12:30~13:00)

한국노동경제
학회총회

(12:30~13:30)

한국국제통상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계량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자원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법경제

학회B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금융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제도·경제

학회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

한국동북아경제

학회

한러통상학회

한중경제통상

학회A

한중경제통상

학회B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보건경제ㆍ

정책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보건경제ㆍ

정책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경제연구

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무역금융

보험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일경상학회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재정학회B

한국재정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경제연구

학회A

한국경제연구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C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지역경제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무역금융

보험학회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일경상학회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A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I

거

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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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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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

학회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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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국재정정책

학회C

한국산업조직

학회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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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B

한국산업조직

학회C

한

국

경

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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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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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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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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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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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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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회

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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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1층

101호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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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

한

국

재

정

학

회

/

한

국

노

동

경

제

학

회

주

최

(게페르

트남덕

우경제

관1층

101호

14:00~

16:30)

한국금융정보

학회B

한국금융정보

학회A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B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B

한국금융학회

한국규제학회

한중사회과학

학회A

한중사회과학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C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특별세션 III-1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특별세션 III-2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A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B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C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D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E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
발표세션F

한국부동산

학회

국제지역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부동산

학회

국제지역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

학회A

한국농식품정책

학회B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C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개발정책

학회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국산업조직

학회D

한국환경경제

학회A

한국환경경제

학회B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한국환경경제

학회C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국제금융

학회C

한국생산성

학회A

한국생산성

학회B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A

한국노동경제

학회B

한국노동경제

학회C

한국국제통상

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계량경제

학회C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202

203

301

304

307

309

311

509

514

203

208

212

303

304

305

306

307

309

402

403

404

405

407

502

503

504

505

507

한러통상학회
총회

(18:00~18:30)

한국기독교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EU학회

총회
(18:00~18:30)

한국경제교육
학회총회

(18:15~18:30)
한국재정정책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산업조직
학회총회

(18:10~18:40)

한국농식품정책
학회총회

(11:00~11:30) 

한국환경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국제금융
학회총회

(18:00~18:3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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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목), 14일(금) 오찬은거구장입니다.   

(오찬식권은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2층로비, 조직위원회본부석에서배포합니다. 오찬시간: 12:00 - 14:00)

** 13일(목) 만찬은 거구장 2층 컨벤션홀입니다. (시간: 19:00 - 20:30)



전체회의 프로그램 안내

제1 전체회의- 한국경제구조적변화 : 진단과정책방향

•주 관 :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일 시 : 2월 13일(목), 14:00 - 16:3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전체사회 : 이강오(한국경제학회사무국장, 서강대)

•개 회 사 : 이인실(한국경제학회회장, 서강대)

•사 회 : 김경수(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성균관대) 

•발 표1 : 안재빈(서울대), 김세직(서울대)

“한국거시경제진단: 장기성장률하락의구조적원인분석및시사점”

•발 표2 : 장 민(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디플레이션가능성과통화정책방향”

•발 표3 : 유진수(숙명여대)

“갈등, 민주주의그리고경제정책방향”

•패널토론 : 권남훈(건국대), 박정수(서강대), 배병호(한국은행경제연구원), 발표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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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만찬

•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9:00 - 20:30

• 장 소 : 거구장 2층 컨벤션홀

• 초청연설 :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정책 방향”



제2 전체회의- 불확실성확대속한국경제정책은어디로?

•주 관 : 한국국제경제학회·한국재정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일 시 : 2월 14일(금), 14:00 - 16:3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후 원 :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전체사회: 류덕현(한국국제경제학회사무국장, 중앙대)

•개 회 사: 이 근(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서울대)

•사 회 : 최병일(한국국제경제학회명예회장, 이화여대) 

•발 표1 : 송의영(서강대)

“무역갈등과공급사슬불확실성”

•발 표2 : 김우철(서울시립대)

“패러다임전환기의재정정책방향과과제”

•발 표3 : 박윤수(숙명여대), 강창희(중앙대), 고영우(한양대)

“대학에대한규제완화는사교육을줄이는가?”

•패널토론 : 김홍기(한남대), 주병기(서울대), 최형재(고려대), 발표자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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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행사 안내

8

I. 2019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3:30-14:0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II. 제1전체회의개최

•주 제 : 한국경제구조적변화: 진단과정책방향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4:00-16:3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III.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1. 특별세션 I : 어떻게여성인력을육성, 활용할것인가?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10:00-12:0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2. 특별세션 II : 개발과빈곤의경제학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10:00-12:00

•장 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층 101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3. 특별세션 I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16:30-18:00

•장 소 : 김대건관(K관) 404호, 405호

•주 최 : 한국경제학회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 시 : 2020년 2월 14일(금), 16:30-18:00

•장 소 : 서강대학교김대건관(K관) 407호, 502호, 503호, 504호, 505호, 507호각강의실

•사회및논평 : 강영호(숭실대), 김윤정(서강대), 심명규(연세대), 안태현(서강대), 

이정택(동국대), 최상엽(연세대)

•우수논문시상식 : 2020년 2월 14일(금), 18:10-18:30, 서강대학교김대건관(K관) 5층 505호

•발표논문22 편



학회별 프로그램 안내 (학회명가나다순)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507호)
- 금융소비자행태

사 회 : 이태준(KDI 국제정책대학원)

좌 장 : 윤정혜(인하대)

발표1 : 김성숙(계명대)

“금융이해력제고및금융소비자교육”

논평1 :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발표2 :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금융행복지수개발에관한해외사례와

활용방안”

논평2 : 김부열(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3 : 최 철(숙명여대)

“금융소비자의전자금융거래이용의도와

소외에관한연구”

논평3 : 박소정(서울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507호)
- 금융소비자정책

사 회 : 이태준(KDI 국제정책대학원)

좌 장 : 이경주(홍익대)

발표1 : 최미수(서울디지털대)

“규제샌드박스와금융소비자보호”

논평1 : 빈기범(명지대)

발표2 : 권민경(자본시장연구원)

“마이데이터제도와금융소비자보호”

논평2 : 이태준(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3 : 양기진(전북대)

“P2P금융법과금융소비자보호”

논평3 : 허유경(버지니아대, 변호사)

국제금융소비자학회총회

(14일12:30 - 13:00·K관507호)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407호)

사 회 : 김성남(농협미래경영연구소)

발표1 : 최지현(연세대), 이창근(연세대)

“Korea’s Structural Transformations and 

Labor Share: 1970-2012”

논평1 : 강신혁(한국노동연구원)

발표2 : 서민영(KDI 국제정책대학원)

“Role Model Effects of Female Leadership 

Training on Girl’s Education”

논평2 : 이창근(연세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3:15·K관407호)

사 회 : 이명휘(이화여대)

발표1 : 이우연(낙성대경제연구소)

“1944년일본에무카에탄광에동원된

조선인갱내부와공작계의노동과임금”

논평1 : 김민철(경희대)

발표2 : 차명수(영남대)

“The Productivity Effect of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A Difference-

in-Differences Approach”

논평2 : 유동우(울산대)

발표3 : 유동우(울산대)

“Maps and Economic Development”

논평3 : 차명수(영남대)

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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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GN관514호)   
- 라운드테이블 : 2020년경제전망과거시경제정

책의과제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기조발표 :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

“2020년거시경제현황과정책대응”

패 널 :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김소영(서울대) 

성태윤(연세대)

신관호(고려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금융학회

아시아금융학회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208호)

사 회 : 최국현(중앙대)

발표1 : 권성재(건국대), 방소연(건국대), 

이미영(건국대)

“CART와SVM 방법론을통한Breast Cancer 

Classification”

논평1 : 양지청(KAIST)

발표2 : 노경호(대림대)

“창업성공요인에관한국가간비교연구”

논평2 : 윤동열(건국대)

발표3 : 박혜수(건국대)

“기술혁신의요인과성과에관한메타분석: 

우리나라중소기업에관한실증분석연구를

대상으로”

논평3 : 김민선(협성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208호)

사 회 : 이의영(군산대)

발표1 : 박보우(한양대), 이창원(한양대)

“기술수용모델을활용한셀프서비스품질

가치평가에관한연구”

논평1 : 유재욱(건국대)

발표2 : 박경원(선문대), 이 윤(선문대)

“CGE를이용한미세먼지저감의경제적

파급효과분석”

논평2 : 최영준(경희대)

발표3 : 이가은(경희대), 최영준(경희대)

“한·아세안국제분업구조와패턴분석”

논평3 : 이 윤(선문대)

국제지역학회총회

(13일12:30 - 13:00·K관208호)

국제지역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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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학회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306호)

사 회 : 김홍기(한남대)

발표1 : 정 혁(서울대)

“Productivity Growth and Efficiency 

Dynamics During Korea’s Structural 

Rransformation”

논평1 : 박의환(한남대)

발표2 : 서병선(고려대)

“ODA와FDI의관계”

논평2 : 정성수(한국수출입은행)

발표3 :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Conflict, Natural Disaster, and Prosocial 

Preference”

논평3 : 전계형(한남대)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212호)

사 회 : 이경원(동국대)

발표1 : 홍주원(KAIST), 김민기(KAIST), 

곽도원(고려대)

“Task Delegation to AI Agent: How It 

Influences the Interplay between Workers 

and Customers”

논평1 : 황유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2 : 김성환(아주대)

“PB상품의경제학과아마존”

논평2 : 곽주원(경북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212호)

사 회 : 김민철(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1 : 이승주(한국뉴욕주립대), 

이진상(한국뉴욕주립대)

“아프리카국가의기술혁신요인에대한

실증분석: GII(Global Innovation Index)를

이용하여”

논평1 : 최동욱(상명대)

발표2 : 전주용(동국대), 지인엽(동국대)

“뉴브랜다이스운동에대한이해: 타당한

문제제기와잘못된대답”

논평2 : 주하연(서강대)

발표3 : 김희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학기(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민대홍(NYU Abu Dhabi)

“How the Price Disrimination Shapes 

Advertisement Strategy?”

논평3 : 방세훈(이화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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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3일16:30 - 18:00·GN관514호)

사 회 : 김경모(경상대)

발표1 : Doi Takumu(메이지대)

“한일우호를위한경제교육- 화훼및

목재에대한인식의차이”

논평1 : 김용민(부산교대)

발표2 : 이윤우(한국개발연구원)

“영화‘국가부도의날’을통해본미래

경제교육의역할에관한연구”

논평2 : 박영석(경인교대)

발표3 : 김상규(대구교대)

“장자의사상과경제교육적함의”

논평3 : 이성주(휘경여고)

발표4 : 김진영(강원대)

“대학생들의경제학선지식과인식사례”

논평4 : 김영우(서원대)

제3 분과회의B (13일16:30 - 18:00·GN관509호)

사 회 : 한경동(한국외대)

발표1 : 장경호(인하대)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경제교과서분석”

논평1 : 김재근(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발표2 : 최병일(매일경제)

“국내청소년의금융지식과화폐에

대한태도”

논평2 : 김태환(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3일18:15 - 18:30·GN관514호)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제6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GN관102호)
- 공청회: 산업단지구조고도화민간대행사업재정비방안

-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공동주최

사 회 : 김호범(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투자혁신팀장)

발 표 : 김재열(부동산학박사)

패 널 : 백성준(한성대)

서후석(명지전문대)

권순형(건국대)

이규하(한국산업단지공단구조고도화사업실장)

제6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GN관309호)

사 회 : 조재우(한성대)

발표1 : 전광섭(호남대)

“도시재생사업평가체계연구”

논평1 : 이태희(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2 : 이현진(한성대), 김상현(한성대), 

백성준(한성대)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관점에서고찰한서울시도시재생사업”

논평2 : 김태황(명지대)

발표3 : 김우현(목원대), 정재호(목원대)

“부동산개발업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

발전방안중요도”

논평3 : 조덕훈(세종사이버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4일18:00 - 18:30·GN관309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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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4일09:30 - 10:45·K관405호)

사 회 : 유재원(건국대)

발표1 : 옥우석(인천대)

“보호무역주의확산과인천의수출”

논평1 : 윤석진(인천연구원)

발표2 : 김두얼(명지대)

“수출진흥확대회의와월간경제동향회의의

기원”

논평2 : 임동민(성공회대)

발표3 : Keun Lee(서울대)*, 

ZhuqingMao(요하네스버그대), 

DiQu(경제추격연구소)

“Can Industrial Policy Work to Achieve 

Upgrading in GVCs? Malaysia, Thailand 

and China in Comparison with Korea”

논평3 : 정무섭(동아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제5 분과회의 (14일10:55 - 12:30·K관405호)

사 회 : 이건범(한신대)

발표1 : 김혜원(교원대)

“인적자본투자의수익률연구 : 대학편입을

중심으로”

논평1 : 김진영(건국대)

발표2 : 류덕현(중앙대), 강창희(중앙대)*, 

서동규(중앙대석사과정)

“5.18 광주민주화운동의경제적충격”

논평2 : 양현주(인천대)

<대학원세션>

발표1 : 박세연(경북대석사과정)

“내생적탈세적발확률과독점기업의

최적선택- 종량세및종가세과세체계를

중심으로”

발표2 : 황성윤(경북대박사과정)*, 

정태훈(경북대, 교수)

“주택가격의분포와거품에관한연구”

발표3 : 현보훈(중앙대박사과정)*, 강창희(중앙대)

“리더는중요한가? 광역단체장부재가

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

논 평 : 박복영(경희대)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제10회학현학술상시상식

(14일12:30 - 13:00·K관4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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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3일16:30 - 18:00·K관309호)

사 회 :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Japan)  

발표 1 : Ye Zuoyi(Shang Univ. of International 

Business and Economics),  

Lee, Jinmyon(KIET) 

“Service Trade in East Asia”

논평1 : Lee, Youngho(KIET)

발표2 : Wang Jiayang(Renewable Energy Institute), 

Fujikawa Kiyoshi(Nagoya Universit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by the Choice of Power Sources: 

An Application of Scenario Input-Output 

Analysis”

논평2 : Park, Sungkeun(KIET)

발표3 : Matsuda Rintaro(Meiji University)

“Structure of Induced Value-added in 

Japan, Korea and China”

논평3 : Kim, Jeong-Hyun(KIET)

14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309호)

사 회 : 김지영(수원대)

발표1 : 오상훈(넥스텔리젼스)

“데이터경제와고용”

논평1 : 이재형(에스통계연구소)

발표2 : 한경철(한국은행), 정규채(한국은행)

“2016년과2017년산업연관표의작성결과”

논평2 : 이진면(산업연구원)

발표3 : 전우성(한국노동연구원)

“고용위기지역지원대책의고용효과분석: 

지역산업연관분석을중심으로”

논평3 : 정규채(한국은행)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309호)

사 회 : 이진면(산업연구원)

발표1 : 김광일(나고야대, 일본) 

“트랜스로그함수를사용한CGE 모델의

한국전력부문분석에의적용”

논평1 : 이 혁(STEPI)

발표2 : Jin Jihong(Donghua University, China)

“Research on the Dynamic GVCs 

Integrating Evolution of China’s 

Manufacturing Industry”

논평2 : 권태현(한국은행) 

발표3 : 남 천(동북재경대학, 중국) 

“한중일FTA의서비스무역협력: 

GVC 시각을중심으로”

논평3 : 김바우(산업연구원)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GN관514호)

사 회 : 이진형(성균관대)

발표1 : 장병득(성균관대)

“Information Stickiness and Monetary 

Policy on the Great Moderation”

발표2 : 황태원(성균관대), 이진형(성균관대)

“민간보험가입에따른효율적인

도덕적해이”

발표3 : 김현재(성균관대), 최한실(성균관대)

“출산에따른부모의흡연행태변화”

제5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GN관509호)

사 회 : 강성호(보험연구원)

발표1 :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가도움이필요한것인가?: 정책별

수혜자판별기준을중심으로”

발표2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이해춘(성균관대),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금융분야빅데이터구축과활용에따른

고용효과”

발표3 : 김정훈(경기연구원)

“The Effect of Minimum Wage on Wage 

Distribution in Korea”

발표4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배호중(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과일본유배우여성의행복결정

요인비교”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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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GN관514호)

사 회 : 김영세(성균관대)

발표1 :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재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의특성별혁신성과에대한지식의

흐름(flow)과축적(stock)의효과분석”

발표2 : 황상연(인천대)

“The Channels of Consumption Risk-

sharing in Korea”

발표3 : 신혜원(성균관대)

“국민연금이부채부담수준별가계의저축과

자산구성선택에미치는영향”

발표4 : 장한익(주택금융공사)

“주택가격과주택담보대출”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4일12:30 - 13:00·GN관514호)



제3 분과회의A (13일16:30 - 18:00·GN관309호)

사 회 : 김일태(전남대)

발표1 : 김민정(충남대)

“Export Spillover from FDI and Ownership 

Structure of Firms in China”

논평1 : 박갑제(경남대)

발표2 : 강기천(영남대)

“Substitution Elasticity and the Gains from 

Trade: Quantifying the Korean 

Consumer’s Benefit from Globalization”

논평2 : 오수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김동운(동의대)

“Succession by Later Generations in 

Business Groups”

논평3 : 김현석(부산대)

발표4 : 김명환(경제사회노동위원회) 

“Effects of Irregular Employment on 

Subjective Perception on Labor 

Productivity of HR Managers”

논평4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제3 분과회의B (13일16:30 - 18:00·GN관311호)

사 회 : 김기승(부산대)

발표1 : 이찬영(전남대)

“중국도시거주자와이주노동자간의

임금격차연구”

논평1 : 조현국(영남대)

발표2 : 최창곤(전북대)

“저금리가노동수요와노동공급에

미치는효과”

논평2 : 조규봉(한동대)

발표3 : 이상호(전남대)

“Merger Incentives and Strategic CSR by 

a Multiproduct Firm”

논평3 : 심승규(Aoyama Gakuin University)

발표 4 : 조현국(영남대)

“Ratio Bias: Evidence from College 

Students’Preference for Grading Rule”

논평4 : 홍지훈(부산대)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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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개발과빈곤의경제학

•일시 : 2월 14일(금), 10:00-12:00

•장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재정학회

사 회 : 양희승(연세대)

발표1 : 최승주(서울대)*, 동윤제(KDI School), 

김부열 (KDI School), 김태종(KDI School), 

양희승(연세대)

“Does Inter-Village Competition Promote 

Social Capital? A Multi-Country Field 

Experiment”

발표2 : 김부열(KDI School)*, 김현철(코넬대), 

Cristian Pop-Eleches(컬럼비아대), 

정재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Male Circumcision, Peer Effects, and 

Risk Compensation”

발표3 : 손혜림(서울시립대)*, 윤세미(연세대)

“Light up: The Effects of Electricity Grid 

Expansion on Households - Evidence 

from Vietnam”

토 론 : 곽도원(고려대), 신은철(KAIST),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특별세션 I : 어떻게여성인력을육성, 활용할것인가?

•일시 : 2월 13일(목), 10:00-12:00

•장소 :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101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사 회 : 한현옥(한국여성경제학회회장, 부산대)

발표1 : 권일웅(서울대), 한서영(서울대)

“Career Ambition and Job Satisfaction of 

Female Managers: the Roles of Family-

Friendly Policies”

발표2 : 안태현(서강대)

“장시간근로와여성의경제활동”

발표3 : 위다인(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Chandan Sapkota(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

“The Effect of Male Outmigration on 

Women's Employment”

발표4 : 이수형(서강대), 감지혜(하얼빈과기대)

“Female Representation in South Korean 

Academia”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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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2

•일시 : 2월 14일(금), 16:30-18:00

•장소 : 김대건관(K관) 4층 405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사 회 : 황수성(경제학연구편집위원장, 성균관대)

발표1 :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지방정부의영유아보육재정현황및

추이분석”

논평1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2 : 황선영(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육아정책연구소)

“양육형태선호와실제의차이가정책만

족도에미치는영향분석: 영아양육모를

대상으로”

논평2 :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3 :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

“경제·사회현안에세대별인식차이는

존재하는가?”

논평3 : 옥우석(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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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1

•일시 : 2월 14일(금), 16:30-18:00

•장소 : 김대건관(K관) 4층 404호

•주최 : 한국경제학회

사 회 : 이근영(성균관대)

발표1 : 김희식(한국은행)

“‘새환경- 현행헌법고수’의경제적함의”

논평1 : 최창옥(성균관대)

발표2 : 염명배(충남대)

“문재인정부‘소득주도성장’정책의논리상

문제점과4차산업혁명시대에대응한

‘신(新)소득주도성장’정책구상- 기본

소득(사회임금) 제도도입을중심으로”

논평2 : 강남훈(한신대)

발표3 : 이근영(성균관대)

“금리중시물가안정목표제는유효한가?”

논평3 : 김희식(한국은행)



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K관502호)
- 미시분과1

사 회 : 김철영(연세대)

발표1 : 고영우(한양대)

“Repeat Applications in College 

Admissions”

발표2 : 황성하(KAIST), 백소성(KAIST)

“Optimal Auctions under Ambiguity 

Aversion”

발표3 : 김진우(서울대)

“Prestige Concerns in College Major 

Choice”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K관503호)
- 거시분과1

사 회 : 김성현(성균관대)

발표1 : 박웅용(서울대)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Price 

Stickiness and Inflation Stability”

발표2 : 최우진(KDI)

“Catching Up by Deglobalization: Capital 

Account Policy and Economic Growth”

발표3 : 유동훈(ISER, Osaka University)

“Confidence, Fundamentals, and 

Consumption”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C (13일09:20 - 10:50·K관504호)
- 계량분과1

사 회 : 김재영(서울대)

발표1 : 이나경(국회예산정책처)

“Phillip’s Curve with Endogenous Factor”

발표2 : 백예인(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 

“Estimation of a Structural Break Point in 

Linear Regression Models”

발표3 : 한효진(Xiamen University)

“Generalized Empirical Likelihood with a 

(Nearly) Singular Covariance Matrix”

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30·K관502호)
- 미시분과2

사 회 : 김영철(서강대)

발표1 : 장두석(울산대)

“Boycott and Reciprocity: An Experiment”

발표2 : 김정유(경희대)

“Proposing New Equilibrium Concepts in 

Dynamic Games with Noisy Signals”

발표3 : 한종희(연세대)

“Tying in Two-sided Markets with 

Below-cost or Negative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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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30·K관503호)
- 거시분과2

사 회 : 조성훈(연세대)

발표1 : 박철범(고려대)

“Demographic Structure and House Prices 

in the United States: A Reconciliation 

Using Metropolitan Area Data”

발표2 : 석병훈(이화여대)

“주택금융정책이실물경제와금융안정에

미치는영향”

발표3 : 김재윤(서안교통대)

“DSGE-VAR for a Model Evaluation 

Revisited”

제2 분과회의C (13일11:00 - 12:30·K관504호)
- 계량분과

사 회 : 이영훈(서강대) 

발표1 : 심승규(Aoyama Gakuin University)

“Enhancing Prosocial Attitudes: Evidence 

from the Scholarship Program Reform by 

Korea University”

발표2 : 김도형(명지대)

“Earnings Test of Public Pension and the 

Erderly Labor Supply”

발표3 : 조두연(성균관대)

“On the Predictability of the Distribution of 

Excess Returns in Currency Markets”

발표4 : 남경식(에너지경제연구원)

“Nonlinear Cointegrating Regression of 

Earth’s Surface Mean Temperature 

Anomalies on Total Radiative Forcing”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3일12:30 - 13:00·K관502호)

제3 분과회의A (13일16:30 - 18:00·K관502호)

사 회 : 백승관(홍익대)

발표1 : 김종권(신한대)

“국제금융및무역증진과인공지능(AI) 

산업발전의관련성분석”

논평1 : 현정환(광운대)

발표2 : 김경훈(홍익대)*,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거주자해외증권투자가스왑레이트및

환율에미치는영향”

논평2 : 허 인(가톨릭대)

발표3 : 장한익(한국주택금융공사)

“대미달러환율수준에따른국내외

대미환율간의동조화분석”

논평3 : 안지연(경희대)

발표4 : 조군현(한국은행)*, 장홍범(수원대)

“한국의외환보유액관리정책과통화정책

간의관계분석”

논평4 : 편주현(고려대)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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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C (13일16:30 - 18:00·K관504호)

사 회 :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1 : 최혜린(숭실대), 박단비(강원대)*

“The Effect of Multinational’s Downsizing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논평1 : 이예나(연세대)

발표2 : 김태현(울산과학기술대)

“Financial Constraints and Corporate 

Environmental Policies”

논평2 : 고덕기(연세대)

발표3 : 오현진(연세대)

“Hosing Price Trend as an Indicator of 

Financial Crisis”

논평3 : 김도연(영남대)

발표4 : 김수현(한국은행)

“Common Factor Augmented Forecasting 

Models for the US Dollar-Won Exchange 

Rate”

논평 4 : 조인숙(연세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GN관514호)
- 라운드테이블 : 2020년경제전망과거시경제

정책의과제

- 아시아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공동주최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기조발표 : 김용범(기획재정부제1차관)

“2020년거시경제현황과정책대응”

패 널 :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김소영(서울대), 

성태윤(연세대), 신관호(고려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3일18:00 - 18:30·K관502호)

제3 분과회의B (13일16:30 - 18:00·K관503호)

사 회 : 유재원(건국대)

발표1 : 이종화(연세대)

“Dependence on Domestic Investors by 

Foreign Investors”

논평1 : 안현미(기업지배구조원)

발표2 : 오정근(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국제금융환경불안증대와외화유동성

확보방안”

논평2 : 강태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3 : 안재빈(서울대), 김영주(한국은행), 

임현준(한국은행)*

“Assessing the Bank Lending Channel of 

Macroprudential Policy: Evidence from the 

Loan-to-Deposit Ratio Regulation in 

Korea”

논평3 : 박성준(국회미래연구원)

발표4 : 이종욱(서울여대)

“소규모개방경제에서투자와FDI: 

통화정책의역할및목표의제고”

논평4 : 송원호(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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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405호)

사 회 :  이시욱(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1 : 정인교(인하대)

“FTA 노동분야규범분석: 미국과EU의

FTA를중심으로”

논평1 : 최남석(전북대)

발표2 : 안재빈(서울대)

“Bilateral Trade Balances and Global Value 

Chains”

논평2 : 남시훈(명지대)

발표3 : 구경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가중소기업의직접및간접수출에

미친영향”

논평3 : 장용준(경희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405호)

사 회 : 허 윤(서강대)

발표1 : 강영호(숭실대)*, 서정민(숭실대)

“Information Technology and Spatial 

Reorganization of Firms”

논평1 : 황운중(전북대)

발표2 : 조문희(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종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ADP-jump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 Does Protectionist Trade Policy 

Interact with FDI?”

논평2 : 이승래(한국외대)

발표3 : 조재한(산업연구원)*, 김영민(산업연구원), 

김한흰(산업연구원)

“Servicification, Automation and the Wage 

Premium”

논평3 : 최보영(경북대)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3일12:30 - 13:00·K관405호)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제6 분과회의 (14일16:30 - 18:00·GN관514호)

사 회 :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발표1 : 최성락(동양미래대)

“개인의가치관이규제인식에미치는

영향분석”

논평1 : 김은경(경기연구원)

발표2 : 이혁우(배재대)

“칸막이규제와한계비용체증정부”

논평2 :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발표3 : 이수아(서울특별시의회)

“이중차분모형을이용한산업안전보건

규제의효과분석”

논평3 : 곽노성(한양대)

발표4 : 이영환(원광보건대)

“환경규제가총요소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

대한연구”

논평4 : 양준석(가톨릭대)

한국규제학회

한국규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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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GN관202호)

사 회 : 배영수(서울시립대)

발표1 : 장지원(아주대), 강장구(KAIST), 

이재람(가천대)*

“Do Foreign Investors Take Advantage of 

Domestic Investors in Index Derivatives 

Markets?”

논평2 : 김진용(서울시립대)

발표2 : 김태연(KAIST), 김현동(서강대)*, 

박광우(KAIST)

“Customer Concentration and Firm Risk: 

The Role of Independent Directors from 

Customers”

논평2 : 정준영(중앙대) 

발표3 : 이동진(상명대)*, 함준호(연세대), 

박하일(한국외대), 박기영(연세대)  

“Measuring the Natural Rate of Interest 

with Financial Gaps: The Cases of Japan 

and South Korea”

논평3 : 배영수(서울시립대) 

제6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GN관203호)

사 회 : 남재현(국민대)

발표1 : 전주용(동국대), 

김희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은정(중앙대)*

“Why Do Sell-Side Analysts Still Prevail? 

Credible Optimistic Recommendation by 

Cheap Talk”

논평1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2 : 유원석(강남대)*, 최영민(국민연금연구원)

“글로벌투자자의전략적자산배분을위한

준거포트폴리오활용방안”

논평2 : 강병진(숭실대)

발표3 : 이동엽(국민대) 

“AI 기반금융프로모션의효율연구”

논평3 : 윤선중(동국대)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GN관309호)

사 회 : 서정호(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김용덕(기술신용보증기금)*, 

황수영(IBK기업은행)

“관계금융은신용할당을완하시키는가?: 

국내중소기업대출시장을중심으로”

논평1 : 오윤해(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채상수(고려대)*, 이충열(고려대)

“Profitability on Corporation Banks in 

ASEAN - Focusing Overseas 

Characteristics”

논평2 : 조은아(한국은행)

발표3 : 황순주(한국개발연구원)

“금리하락은은행의수익성감소로

이어지는가? 은행의시장력을중심으로”

논평3 : 여은정(중앙대)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GN관311호)

사 회 : 이항용(한양대)

발표1 : 권도형(국민연금연구원)

“Risk Shocks and Credit Spreads”

논평1 : 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이종욱(서울여대)

“저성장한국경제에서지속성장과투자위한

통화정책필요한가? - 통화정책목표

재설정시점-”

논평2 : 손종칠(한국외대)

발표3 : 최아진(고려대)*, 강규호(고려대)

“Predictive Density Simulation of the 

TIme-Varying Dynamic Term Structure 

of Interest Rates”

논평3 : 윤재호(이화여대)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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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30·GN관309호)

사 회 : 박래수(숙명여대)

발표1 : 유진영(성균관대)*, 류두진(성균관대)

“Basel III Capital Framework and Bank 

Procyclicality”

논평1 : 김민기(자본시장연구원)

발표2 : 안명호(에덴파트너스)

“Financial Time Series Data Anomaly 

Detection Using GAN”

논평2 : 이창준(한국외대)

발표3 : 김수현(한국은행)

“Forecast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Variables with Deep Learning”

논평3 : 이정환(한양대)

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30·GN관311호)

사 회 : 김현욱(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1 : 이동진(상명대)

“금융안정성판단지수의추정및실물경기

리스크예측력평가”

논평1 : 권도형(국민연금연구원)

발표2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금산분리의실증분석”

논평2 : 이종욱(서울여대)

발표3 : 이건희(한국신용카드학회)*, 

김경애(국민대)

“중소기업정책지수개발 : 10대논점

분석을중심으로”

논평 3 : 김용덕(기술신용보증기금)

2/14(금) 오전, 한국금융학회제4, 5, 6 분과회의로진행

제4 분과회의A (14일09:20 - 10:50·GN관309호)

사 회 : 박정수(서강대)

발표1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채무조정감면율확대에따른상환효과와

도덕적위험”

논평1 : 권세훈(상명대)

발표2 : 김동환(예금보험공사)

“보험사시스템리스크분석과시사점”

논평2 : 최광신(금융감독원)

발표3 : 김민혁(예금보험공사)

“최근금융환경변화와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

논평3 : 남재현(국민대)

제4 분과회의B (14일09:20 - 10:50·GN관311호)

사 회 : 위경우(숙명여대)

발표1 : 엄철준(부산대)*, 강병진(숭실대), 

이우백(한국방송통신대), 장 욱(덕성여대), 

박종원(서울시립대)

“투자자관심과시장상황이모멘텀효과에

미치는영향”

논평1 : 서상원(중앙대)

발표2 : 안지영(한국주택금융공사)*, 

임병권(한국주택금융공사)

“머신러닝알고리즘을이용한MBS 조기상

환율예측력분석 : 기존모형과의비교를

중심으로”

논평2 : 김형준(영남대)

발표3 : 김경훈(IBK 경제연구소)*, 임산호(성균관대)

“Bond Holding Dynamics : Why Foreign 

Portfolio Investors Consider Fundamental 

Macro Variables?”

논평3 : 김효상(대외경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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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GN관309호)

사 회 : 정용승(경희대)

발표1 : 김광환(연세대)

“Inefficient Relative Price Fluctuations”

논평1 : 이한규(동덕여대)

발표2 : 김태봉(아주대)*, 이한규(동덕여대)

“유휴생산능력을고려한통화정책의

경제효과분석”

논평2 : 엄상민(한국개발연구원)

제5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GN관311호)

사 회 : 정국모(서강대)

발표1 : 강기윤(연세대)

“Cryptocurrency and Double Spending 

History: Transactions with Zero 

Confirmation”

논평1 : 권오익(한국은행)

발표2 : 김효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암호화자산이국경간자본흐름에미치는

영향”

논평2 : 안영빈(중국허난대)

발표3 : 이승덕(성균관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

논평3 : 양훈식(세종대)

제6 분과회의 (14일16:30 - 18:00·GN관311호)

사 회 : 허석균(중앙대)

발표1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조성진(서울대)

“예금및대출시장의시장획정과경쟁도

평가”

논평1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발표2 : 이창민(한양대)*, 최한수(경북대)

“Estimating the Value of Tycoon: 

Evidence from Criminal Justice Process 

Events on Controlling Shareholders in 

Large Business Groups”

논평2 : 설홍기(중앙대)

발표3 : 김태현(UNIST)*, 김용준(서울시립대)

“Capitalizing on Sustainability: Value of 

Going Green”

논평3 : 여은정(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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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3일16:30 - 18:00·GN관304호)

사 회 : 김인숙(신한대)

발표1 : 기정훈(명지대)

“교통취약지역의접근성향상을위한

정책연구”

논평1 : 최승노(자유기업원)

발표2 : 김영신(계명대)

“지식재산권의결정요인분석”

논평2 : 이홍구(건국대)

발표3 : 윤종인(백석대)

“지브라법칙의검정과분위회귀분석”

논평3 : 이명헌(인천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3일18:00 - 18:30·GN관304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K관402호)
- 임금구조(Wage Structure)

사 회 : 유경준(한국기술교육대)

발표1 : 김태훈(경희대)

“Cohort Size and Earnings in Korea”

논평1 : 강창희(중앙대) 

발표2 : 신동한(서강대), 전현배(서강대)

“The Rise of E-commerce and the Local 

Wage Structure”

논평2 : 김우영(공주대)

발표3 : 최광성(한양대), 최 충(한양대), 

F. Renna(Univ. of Akron)

“The Gender Wage Gap on the First Job 

Offer Out of College with Major Selection”

논평3 : 최형재(고려대)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K관403호)
- 청년층노동시장(Youth Labor Market)

사 회 : 조준모(성균관대)

발표1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Over-Education and Job Satisfaction 

among Doctorate Holders in Korea”

논평1 : 우광호(김앤장)

발표2 :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학교에서노동시장으로이행: 사건배열

분석과군집분석의활용”

논평2 : 이재성(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양용현(한양대), 최 충(한양대)

“청년층의하향취업이향후경제활동상태에

미치는영향”

논평3 :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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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30·K관403호)
- 외국인근로자(Foreign Workers)

사 회 : 최강식(연세대)

발표1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주수인(한국노동연구원) 

“취업비자외국인의비합법고용분석”

논평1 :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발표2 : 한요셉(한국개발연구원), 

허진욱(한국개발연구원), 

이종관(한국개발연구원), 양현주(인천대)

“To Move or Not to Move? The Impact of 

Immigration Influx on Natives’

Neighborhood Choices in Seoul, Korea”

논평2 : 손혜림(서울시립대)

발표3 : 김혜진(서울대), 이철희(서울대)

“Do High Wage Migrants Leave Faster? 

Selective Out-migration among 

Immigrants in Korea”

논평3 : 이찬영(전남대)

제2 분과회의C (13일11:00 - 12:30·K관404호)
- 고용구조의변화(Change in Employment
Structure)

사 회 :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발표1 : 조영재(연세대), 최동욱(상명대)

“편의점출점의고용효과: 2010, 2015 경제

총조사자료를이용한분석”

논평1 : 조현국(영남대)

발표2 : 최창곤(전북대)

“연령별취업자변동추이의특징”

논평2 : 조동훈(한림대)

발표3 : 이창근(연세대), 원청연(한국개발연구원)

“Job Reallocation in the Korean 

Manufacturing over 30 Years, 1984-2014”

논평3 :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3일12:30 - 13:30·K관402호)

제1 분과회의C (13일09:20 - 10:50·K관404호)
-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

사 회 : 이인재(인천대)

발표1 :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류성민(경기대), 

지민웅(산업연구원), 박 진(산업연구원)

“제조업근로시간단축의고용효과: 

장시간근로중소제조업을중심으로”

논평1 : 김정호(아주대)

발표2 : 배진한(충남대), 윤석천(한국기술대)

“지역일자리사업일자리질평가모형”

논평2 : 백명호(한양대)

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30·K관402호)
- 결혼, 가족그리고노동시장(Marriage, Family
and Labor Market)

사 회 : 김대일(서울대)

발표1 : 박철성(한양대)

“결혼과임금의관계연구”

논평1 : 이진영(강원대)

발표2 : 박지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결혼보조금이결혼에미친영향: 

2004-2018 한국의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논평2 : 김문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과일본의캥거루족특징과시사점”

논평3 : 김유빈(한국노동연구원)



제1 분과회의B (13일09:00 - 10:50·K관306호)

사 회 : 백승우(전북대)

발표1 : 문성혜(영남대), 이상호(영남대)

“Community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by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in Zabuthiri Township in Myanmar - 

Applying Korean Village and School 

Saemaul Undong”

논평1 : 안동환(서울대)

발표2 : 이승현(㈜지앤비(G&B)), 

하지영(㈜지앤비(G&B)), 

박향자(㈜지앤비(G&B)), 

김덕현(전라남도농업기술원)

“중국인의한국산프리미엄유자상품

구매의도연구”

논평2 : 이상호(영남대)

발표3 : 김미숙(전남대)

“한돈브랜드이미지가구매행동에미치는

영향- 2~30대미혼을대상으로”

논평3 : 김원용(식품안전정보원)

발표4 : 장면주(국립식량과학원)

“커뮤니티를활용한한일간푸드마일리지

분석에관한연구”

논평4 : 양성범(단국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총회

(13일11:00 - 11:30·K관305호)

제1 분과회의A (13일09:00 - 10:50·K관305호)

사 회 : 김 호(단국대)

발표1 : QIAO YIYANG(고려대)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Coffee Consumption in China: 

Comparison with Tea Consumption 

Characteristics”

논평1 : 성재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김세혁(부산대생명산업융합연구원), 

채홍기(경북대), 권지혜(경북대), 

김태균(경북대)

“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의농가수용

의사금액측정”

논평2 : 이춘수(순천대) 

발표3 : 전정민(전북대), 장동헌(전북대) 

“복숭아농가의농업소득영향요인에

관한연구”

논평3 : 김진진(한국농수산대)

발표4 : 이정세(전북대), 장동헌(전북대)

“양파농가의계약재배에대한

중요도-만족도분석”

논평4 : 채성훈(농협경제연구소)

발표5 : 심환희(고려대), 안병일(고려대)

“LA/AIDS 모형을이용한사료용옥수수

수요함수추정: 2007년중국의옥수수

수출규제의효과”

논평5 : 박재홍(영남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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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30·K관303호)

사 회 : 안동환(서울대)

발표1 : 권오상(서울대) , 이승호(서울대) , 

박윤선(서울대) 

“토마토스마트팜농가수익최적화모형

구성및분석”

논평1 : 허등용(경북대)

발표2 : 하지희(충북대), 

김태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상택(충북대)

“농작물재해보험의피해율산정단위

조정연구”

논평2 : 김성섭(농촌진흥청)

발표3 : 이원석(서울대), 김현석(서울대)

“TOA-MD 모형을이용한시설농가의

스마트팜으로의잠재적전환율분석”

논평3 : 김세혁(부산대생명산업융합연구원)

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30·K관304호)

사 회 : 박재홍(영남대)

발표1 : 임희선(고려대), 서병선(고려대), 

안병일(고려대)

“Analysis of Structure of Asymmetric Price 

Transmission in the Distribution Channel 

of Pork: Focusing on the Effect of Policy 

Regulation of Hypermarket Retail Prices”

논평1 : 김화년(제주대)

발표2 : 정대희(고려대), 한두봉(고려대)

“경제성장, 기후변화, 식량자급률간의

트릴레마분석”

논평2 : 성재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이문석(서울대), 김관수(서울대)

“확장형ARMA-GARCH 모형을활용한

농업관측사업의가격안정화효과분석

-채소류5대민감품목을중심으로”

논평3 : 서홍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K관303호)

사 회 : 서상택(충북대)

발표1 : 정선화(전남대)

“국내가구의상품김치구매에영향을

미치는요인분석”

논평1 : 이소영(한국농수산대학)

발표2 : 이승훈(서울대), 임정빈(서울대)

“취약계층에대한농식품소비지원정책이

취약계층의영양섭취와국내농식품산업에

미치는영향- CGE 모형을이용하여”

논평2 : 홍연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박길석(경상남도농업기술원), 

김성란(경상남도농업기술원), 

김서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호영(경상대), 

김성용(경상대), 김태영(경상대)

“소비자의곤충제품인식과지불의향분석”

논평3 :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K관304호)

사 회 : 유영봉(제주대)

발표1 : 신용기(서울대), 김태윤(서울대)

“How the Gender of Household's Head 

Influences Household Food Securit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An Evidence 

from Rwanda-”

논평1 : 김경덕(강원대)

발표2 : 윤영석(강원대), 김경덕(강원대), 

마상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강원대)

“귀농귀촌의사회적편익분석”

논평2 : 조규대(전남대)

발표3 : 노호영(경상대), 김성용(경상대), 

유동희(경상대)

“데이터마이닝기법과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한농축산물구매예측비교분석”

논평3 : 임청룡(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GN관201호)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강기천(영남대)

“Import Variety and Productivity: 

‘Anti-productivity’Effect?”

논평1 : 김완중(동아대), 오대원(경기대)

발표2 : Miyatsuka, Sumiko(Kokugakuin Univ.)   

“북한‘담배통제법’검증”

논평2 : 정은이(통일연구원), 예성호(서울외대)

발표3 : Ryu, Haksu(Tokyo Univ.)  

“북한경제의공업구조와시장화-마이크로

데이터세트를이용한통계분석”

논평3 : 장형수(한양대), 이종운(극동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GN관201호)

사 회 : 김시중(서강대)

발표1 : 백 훈(중앙대)

“The Northeast Asian Oil Hub Initiative: 

Theory and Practice”

논평1 : 이종철(중앙대), 전호진(서울사이버대)

발표2 : Matsuno, Shuji(Ritsumeikan Univ.)  

“Legacies of Japanese imperialism in 

Northeast Asia; Northeast China, South 

and North Korea, and Okinawa”

논평2 : 고정식(배재대), 임천석(건국대)

발표3 : Kawaguchi, Tomohiko(Nihon Univ.)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제７기제５차전원

회의에관한보도”분석”

논평3 : 홍승린(한성대), 이혁구(배재대)

발표4 : Baba, Kazuki(Ritsumeikan Univ.)

“The U.S. - Japan Diplomatic 

Coordination in Japan’s Policy Toward 

North Korea: Focus on the Second 

Koizumi-Kim Summit 2004”

논평4 : 강철구(배재대), 오동윤(동아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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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3일16:30 - 18:00·GN관201호)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김상욱(배재대)

“중국의난방에너지전환대책과시사점”

논평1 : 최준환(강릉원주대), 조정원(한양대)

발표2 : 손 양(강릉원주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중국의포용금융(普惠金融) 

- P2P 대출을중심으로”

논평2 : 남수중(공주대), 구기보(숭실대)

발표3 : 민성기(대구대)

“화웨이(Huawei) 기술경쟁력과공급망에

관한연구”

논평3 : 정지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병헌(공주대)

발표4 : 이 상(배재대), 이발엽(배재대), 

이혁구(배재대)

논평4 : 문익준(국민대), 강승호(강릉원주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3일12:30 - 13:00·GN관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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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503호)

사 회 : 정 웅(경찰대)

발표1 : 김태황(명지대)

“동남아국가들에대한ODA와무역효과”

논평1 : 최창열(서경대), 박현희(단국대)

발표2 : 윤상철(단국대)

“ICT Imports and Growth”

논평2 : 김상봉(한성대), 이제홍(조선대)

발표3 : 조우성(동국대)

“멕시코의부패가경제성장에미치는요인”

논평3 : 최혁준(평택대), 이주원(지식컨설팅연구원)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503호)

사 회 : 윤상철(단국대)

발표1 : 박영준(단국대)

“수출신용보증(선적전)면책사유에관한연구”

논평1 : 강무희(배제대), 곽수영(동국대)

발표2 : 장염교(창원대), 박세운(창원대)

“The Impact of China’s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xport Trade under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An 

Empirical Study Based on OFDI’s 

Different Investment Motivations”

논평2 : 조우성(동국대), 조성제(청주대)

발표3 : 이제홍(조선대)

“한·인도이문화차이와인도이문화

커뮤니케이션분석”

논평3 : 유승균(동국대), 박관용(동국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307호)

사 회 : 서영덕(추계예술대) 

발표1 : 김승은(홍익대, ㈜벡스코)

“쾌락적의미적메시지타입과시간단위가

콘서트포스터광고의설득력에미치는

영향”

논평1 : 김선영(홍익대), 신창엽(Blex)

발표2 : 박신의(경희대)

“예술에서의리좀적사유방식

- 예술기업가정신에대한의미론적접근”

논평2 : 정종은(상지대), 박은지(홍익대) 

발표3 : 구문모(한라대)

“국내외문화산업연구의연구방법론비교”

논평3 : 김인설(전남대),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GN관202호)

사 회 : 김두얼(명지대)

발표1 : 임지영(법무법인광장)

“거대플랫폼시대의배제남용규제

-  Amazon’s Antitrust Paradox를

중심으로”

발표2 : 정종구(서울대)

“공유경제에대한법경제적고찰”

발표3 : 김은수(서울대)

“개인정보규제와가명화의역할”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GN관203호)

사 회 : 이창민(한양대)

발표1 : 변재욱(성균관대)

“사회적자본이범죄에미치는영향: 

서울시를중심으로”

발표2 : 김재윤(국회예산정책처)

“특별법입법추세와법체계에대한영향

연구: 30년간의종단적네트워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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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00·GN관202호)

사 회 : 고학수(서울대)

발표1 : 이계정(서울대)

“신탁의경제적분석과효용”

발표2 : 정호용(전남대)

“국민연금의스튜어드십코드도입및적극적

주주권행사의실증효과분석”

발표3 : 김정유(경희대)

“Joint Liability and Stochastic Shapley 

Value”

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00·GN관203호)

사 회 : 송웅순(법무법인세종)

발표1 : 윤진수(서울대)

“공작물책임의경제적분석”

발표2 : 최준규(서울대)

“채권자취소권의경제적분석”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3일12:00 - 13:00·GN관202호)

- 위공법경제학상시상식및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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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GN관301호)

사 회 : 양채열(전남대)

발표1 : 민규량(서울대)

“보육시설공급에따른여성출산및

노동공급효과”

논평1 : 원진기(고려대)

발표2 : 김정호(아주대)

“출산의계절성분석”

논평2 : 최수현(서울대)

발표3 : 김대환(동아대)

“The Effect of Becoming Disabled on the 

Subjective Well-Being of Religious and 

Nonreligious People”

논평3 : 박호정(고려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GN관301호)

사 회 : 안정훈(이화여대)

발표1 : 최수현(서울대)

“Medical Checkup Impact on Satisfaction 

of Life”

논평1 : 김대환(동아대)

발표2 : 원진기(고려대)

“혈압분류기준에따른고혈압환자의

의료이용패턴과비용분석”

논평2 : 김정호(아주대)

발표3 : 박호정(고려대)

“A Study on Economics-Epidemiological 

Model for Optimal Vaccination in MERS 

Outbreak”

논평 3 : 민규량(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K관203호)

사회1 : 정재호(목원대)

발표1 : 이제우(강남대)

“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부동산소유권”

논평1 : 조광행(열린사이버대), 김병준(강남대), 

송명규(단국대), 김갑열(강원대), 

순희자(명지대), 전장헌(단국대), 

김재운(전남서울대), 조재영(한양대), 

장 건(김포대)

사회2 : 전해정(상명대)

발표2 : 홍정의(한동대)

“주택가거품과분양가상한제어떻게될

것인가? -주택가거품과분양가상한제의

관계에대한고찰-”

논평2 : 손진수(명지전문대), 최차순(남서울대), 

박상학(LH주택토지연구권), 

김승희(강원대), 엄수원(전주대), 

우 경(김포대), 윤준선(강남대), 

윤정득(한국지식재단), 김승욱(신한대), 

성주한(창신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K관203호)

사 회 : 정상철(창신대)

발 표 : 이호병(단국대)

“제4차산업과부동산현상변화”

논 평 : 김동현(청암대), 박 필(동서울대), 

권호근(국제사이버대), 

조덕훈(세종사이버대), 최정일(성결대), 

강정규(동의대), 윤동건(한양사이버대), 

유원상(한양대), 김리영(수원시정연구원)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회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GN관202호)

사 회 : 김영진(한양대)

발표1 : 김창모(산업연구원) 

“2000년대북한경제정책의성과: 

야간조도데이터를이용한후생효과분석”

논평1 : 최지영(통일연구원)

발표2 : 염동호(한신대) 

“러·일경제협력의특징과과제”

논평2 : 김상원(국민대)

발표3 : 조정원(연세대) 

“유라시아의에너지협력및전력망연계와

일대일로: 중국과카자흐스탄, 우즈베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

논평3 : 강승호(강릉원주대)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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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403호)

사 회 : 하태규(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

발표1 : 김민정(성공회대) 

“마르크스와기후위기, 기후정의”

발표2 : 유홍석(SOAS, London University)

“마르크스의지대론의적용: 한국아파트

가격을중심으로”

발표3 :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

“청년마르크스의정치사상연구: 

자코뱅에서공산주의자동맹까지”

상호논평및청중토론

제5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K관402호)

사 회 : 민병길(충남대)

발표1 : 조복현(한밭대)

“MMT와통화·재정정책”

논평1 : 유철규(성공회대)

발표2 : 원용완(고려대박사과정)

“포스트케인지안의환율이론: 두가지접근”

논평2 : 박원익(경기연구원)

제5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K관403호)

사 회 : 김정주(충남대)

발표1 : 고민지(경상대석사과정)

“‘교차성’과역사유물론의종합가능성: 

경험주의적페미니스트연구를넘어서”

논평1 : 정진희(경상대)

발표2 : 오병헌(경상대박사과정)

“생산의목적성과기술변화”

논평2 : 하태규(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

발표3 : 정구현(경상대박사과정)

“마르크스와민족문제: Kevin Anderson, 

<Marx at the Margins: On Nationalism, 

Ethnicity, and Non-Western 

Societies> 서평”

논평3 : 김장민(정치경제학연구소프닉스)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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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K관402호)

사 회 : 류동민(충남대) 

발표1 : 이 근(서울대), 

이종호(서울대대학혁신센터), 

신호철(감사연구원)

“From Catch-up to Convergence? 

Re-casting the Trajectory of Capitalism 

in South Korea”

논평1 : 김준길(서울대경제연구소) 

발표2 : 서환주(한양대), 

백용준(Asian Development Bank), 

강성진(고려대)

“Financialization, Managerial Myopia and 

Short-termism of Innovation Strategy: 

The Case of the Korean Firms”

논평2 : 정준호(강원대) 

발표3 : 김동운(동의대)

“The Ownership Structure in Samsung 

Group”

논평3 : 정세은(충남대)

제6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K관403호)

사 회 : 나원준(경북대)

발표1 : 임은재(충남대석사)

“보육시설이용이모성노동공급에미치는

영향-어린이집입소순위를중심으로-”

발표2 : 이소현(경북대석사)

“국내근로자의초과학력에대한임금

프리미엄의변화분석”

발표3 : 김명호(경북대석사과정)

“한국의데이터로본필립스곡선의

평탄화와그에따른정책시사점”

전체논평 :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나원준(경북대)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404호)

사 회 :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1 : 안상훈(서울대)

“북한이탈주민과남한주민의복지정치

태도차이에관한다집단경로분석연구”

논평1 : 신영전(한양대)

발표2 : 고혜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복지의지역별격차: 아동발달을

중심으로”

논평2 : 민기채(한국교통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404호)

사 회 : 송양민(가천대)

발표1 : 이호용(국민건강보험공단)

“인구변화에따른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논평1 :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2 : 김동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인구의고령화와노인진료비”

논평2 : 최보람(용인송담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307호)

사 회 : 김민호(전북대)

발표1 : 정회상(강원대)

“Behavior-Based Price Discrimination 

with Quality Choice”

논평1 : 황운중(전북대) 

발표2 : 김동운(동의대)

“From Interlocking Ownership to Holding 

Company System: Some Recent Trends”

논평2 :  정회상(강원대)   

발표 3 : 정호진(전북대), 

Dakshina G. De Silva(Lancaster University), 

Robert McComb(Texas Tech University), 

Anita R. Schiller(Lancaster University)

“Entry and Exit Patterns in Home Care 

Industry”

논평3 : 김종희(전북대)

발표4 : 최용재(전북대)

“불완전환율전가모형에서의최적통화정책

분석”

논평4 : 김민철(호서대)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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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13일14:10 - 14:30·K관303호)

개회식 (13일14:30 - 14:40·K관303호)

사회 : 김대욱(한국산업조직학회사무국장, 숭실대)

개회 : 윤충한(한국산업조직학회회장, 한양대)

<제1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 (13일14:40 - 16:10·K관303호)

사 회 : 전성훈(서강대)

발표1 : 김민기(카이스트)

“Mobile Payment and Mobile Purchase 

Behavior”

논평1 : 김현석(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남윤미(한국은행)

“우리나라제조업수출기업의수출중단

결정요인분석”

논평2 : 신종원(산업연구원)

발표3 : 백미연(서울대), 복홍석(공정거래위원회)

“계열사시장이계열기업의생산성과

성장성에미치는효과: SI산업을중심으로”

논평3 : 최동욱(상명대)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 (13일14:40 - 16:10·K관304호)

사 회 : 김영산(한양대)

발표1 : 안소현(산업연구원) 

“The Effect of in-store Promotion Contracts 

on Market Concentration and Retail Prices”

논평1 : 선주연(단국대)

발표2 : 김정민(성균관대)

“심야시간실시간차트미집계정책의

왜곡방지효과추정 : 심야시간대

수요변화를중심으로”

논평2 :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이성섭(숭실대) 

“Why We are Not Allowed to Use Rational 

Agent Models as the Instrument to Recount 

the Behavior in Preference Space?”

논평3 : 안재욱(경희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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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C - Session I (13일14:40 - 16:10·K관305호)

사 회 : 왕규호(서강대)

발표1 : 곽주원(경북대)   

“Mens Rea as a Screening Device”

논평1 : 윤경수(대구대)

발표2 : 윤여창(에너지경제연구원)        

“A Theory of FAQs: Public Announcements 

with Rational Ignorance”

논평2 : 오정현(산업연구원)

발표3 : 이 공(한국개발연구원)

“Semi-parametric Instrument-free 

Demand Estimation: Relaxing Optimality 

and Equilibrium Assumptions”

논평3 : 김미루(한국개발연구원)

<제2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II (13일16:30 - 18:00·K관303호)

사 회 : 정인석(한국외대)

발표1 : 김정유(경희대) 

“Cheap Talk with Transparent and 

Monotone Motives to an Informed 

Receiver”

논평1 : 윤여창(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안지영(한국주택금융공사) 

“Consumer Responses to the Sunday 

Superstore Shopping Regulation in Korea: 

Changes in Agri-food Purchasing 

Behavior”

논평2 : 김지섭(연세대)

발표3 : 황순주(한국개발연구원)

“은행의시장력과통화정책의예금경로”

논평3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제3 분과회의B - Session II (13일16:30 - 18:00·K관304호)

사 회 : 한종희(연세대)

발표1 : 심경보(한국개발연구원)       

“특허권자금지청구권행사제한에

대한연구”

논평1 : 김현수(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 조명환(서울시립대)        

“Trading Networks of Price-Taking Buyers 

and Sellers”

논평2 : 이성복(자본시장연구원)

발표3 : 이준배(정보통신정책연구원)

“Ranking and Search Effort in Matching”

논평3 : 전주용(동국대)

제3 분과회의C - Session II (13일16:30 - 18:00·K관305호)

사 회 : 김남일(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1 : 박양신(산업연구원), 지민웅(산업연구원), 

박 진(산업연구원) 

“국내중소·중견기업의스마트제조구축

실태및실증분석: 정부의스마트공장사업

참여기업을중심으로”

논평1 : 박민수(성균관대)

발표2 : 이창근(연세대) 

“서비스기업의디지털전환: 

기술과조직역량”

논평2 : 길은선(산업연구원)

발표3 : 유슬기(서강대)    

“The Effects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 Movie Industry: Efficiency vs. 

Exclusion”

논평3 : 최윤정(연세대)



제3 분과회의D (13일16:30 - 18:00·K관306호)

사 회 : 유진수(숙명여대)

발표1 : 남상욱(산업연구원)

“Optimum Ship Demolition Process: 

Survival Analysis and Dynamic Decision 

Making”

논평1 : 김현종(김앤장)

발표2 : 박상규(에너지경제연구원)

“Estimation of the Relative Value of Price 

Uncertainty for Optimizing the Electric 

Power Generation Portfolio”

논평2 :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이승훈(서울대)

“시장경쟁- 자유주의와Rawls 정의론”

논평3 : 이성섭(숭실대)

폐회식 (13일 18:00 - 18:10·K관303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3일18:10 - 18:40·K관3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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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3일16:30 - 18:00·K관505호)

사 회 : 김영준(고려대)

발표1 : 남수정(부산대)*, 홍지훈(부산대)

“수출활동이기업의생산성에미치는

영향에관한연구”

발표2 : 민재웅(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영준(고려대) 

“정부연구개발산업과VC투자와의연계

효과분석”

발표3 : 심경수(고려대)*, 김영준(고려대)

“대학의특허강도가기술사업화연구

생산성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제3 분과회의B (13일16:30 - 18:00·K관507호)

사 회 : 황보윤(국민대)

발표1 : 김유진(충북대)*, 이형석(충북대)

“계층분석과정을활용한숙박예약앱

선택속성에대한분석”

발표2 : 현호석(충북대)*, 이형석(충북대)

“OTT 서비스선택요인에대한계층분석

과정의적용”

발표3 : 은준엽(고려대)*, Vikram Tiwari(Vanderbilt

Univ. Medical Center), Mitchell H. Tsai

(Univ. of Vermont Larner College of

Medicine), Max Breidenstein(Univ. of

Vermont Larner College of Medicine),

Warren S. Sandberg(Vanderbilt Univ.

Medical Center)

“비수술실프로시저에서의의료자원최적화

방안에관한연구”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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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 - GN관307호)

사 회 : 유호림(강남대)

발표1 : 이효진(숭실대)*, 전규안(숭실대)

“모범납세자제도에대한실효성연구 : 

조세회피를중심으로”

논평1 : 김미옥(배화여대)

발표2 : 이혜미(국민대)

“유효법인세율의유연화와주가정보성”

논평2 : 이갑재(국민세무회계사무소)

발표3 : 황선필(홍익대)*, 김경호(홍익대), 

조형태(홍익대)

“가치평가오류와부채조달비용”

논평3 :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

발표4 :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새로운성장확보를위한조세정책방향”

논평4 : 조형태(홍익대)

한국세무학회상임이사회

(13일10:00 - 11:00·GN관307호)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GN관203호)

사 회 : 성효용(성신여대)

발표1 : 백지선(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우람(KDI), 

손혜림(서울시립대)*

“Does Higher Education Affect Health and 

Health Behaviors?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1 : 한유진(연세대)

발표2 : 김현철(성균관대), 

여정원(Univ. of New South Wale)*

“Multiproduct Retail Pricing: 

Some Empirical Results”

논평2 : 남윤미(한국은행경제연구원)

발표3 : 유재경(국민대)*, 이은형(국민대)

“여성은왜리더가되기를주저하는가: 

개인의조절초점이리더십효능감과

리더십발휘동기에미치는영향연구”

논평3 : 조인숙(연세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GN관203호)

사 회 :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1 : 최세림(한국노동연구원)

“성별직종분리와성별임금격차”

논평1 : 정성미(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2 : 김새봄(서울대)*, 정진화(서울대)

“여성이민자의보유자원이다문화자녀의

교육수준에미치는영향분석”

논평2 : 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발표3 : 탁아림(전남대)

“영유아보육료혜택이기혼여성의출산율

증가에미치는영향연구”

논평3 : 임희정(한양사이버대)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3:00·GN관203호)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 ·GN관102호)

사 회 : 김진영(건국대)

발표1 : Jisoo Kang(Center for Research on 

Innovation and Competition)*, 

Hyunbae Chun(Sogang University)

“Impact on E-Commerce on Productivity 

of Brick-and-Mortar Stores: Evidence 

from the Korean Retail Sector”

논평1 : Hyeog Ug Kwon(Nihon University)

발표 2 : 신동현(에너지경제연구원)*, 

임형우(연세대)

“연료가격변화가소비자의경제적효율에

미치는효과분석: 지역난방과도시가스를

중심으로”

논평2 : 홍우형(한성대)

발표3 : 조승호(중앙대)*, 유시용(중앙대)

“국내상장기업의기업수준총요소생산성

측정”

논평3 : 권재현(인천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GN관102호)

사 회 : 전현배(서강대)

발표1 : 김원혁(혁신과경쟁센터)*, 이윤수(서강대)

“제조업고용변화가서비스업의고용과

동학에미치는영향”

논평1 : 김천구(대한상공회의소경제연구소)

발표2 : 김천구(대한상공회의소경제연구소)*, 

박정수(서강대)

“불확실성이제조업사업체고용에

미치는영향”

논평2 : 김원혁(혁신과경쟁센터)

발표3 : 권순우(전삼성경제연구소)

“소득주도성장정책의올바른해법: 

누구의소득을어떻게올려야하나?”

논평3 : 송헌재(서울시립대)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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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13일09:20 - 10:50·K관505호)

사 회 : 김동훈(연세대)  

발표 1 : 김수이(홍익대)

“Oil Price Shocks and Exchange Rate 

Movements by Markov Regime-

Switching Models”

논평1 : 서유정(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조철근(에너지경제연구원)

“국제유가변동성예측과유가확률분포

추정”

논평2 : 김형건(강원대)

발표3 : 김태환(에너지경제연구원)  

“Price Discrimination in Retail Gasoline: 

Evidence from a Natural Experiment”

논평3 : 이동규(서울시립대)

제1 분과회의B (13일09:20 - 10:50·K관507호)

사 회 : 배정환(전남대) 

발표1 : 남경식(에너지경제연구원)

“Investigating the Effect of Climate 

Uncertainty on Global Commodity 

Market”

논평1 : 최고봉(한국해양대)

발표2 : 이재형(SK텔레콤)

“배출권가격불확실성을고려한중소기업의

연료전환외부사업실물옵션연구”

논평2 :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남영식(대전세종연구원)

“태양광REC 거래방식최적전환에

관한연구”

논평3 : 허가형(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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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13일11:00 - 12:30·K관505호)

사 회 : 최종두(고려사이버대)

발표1 : 박호정(고려대)

“Chaotic Decision Bifurcation under 

Bounded Rationality and Real Options”

논평1 : 백인걸(주택금융연구원)

발표2 : 전우영(전남대)

“전기차수요자원의경제적가치추정연구

- 계시별요금제와가상발전소방식

중심으로”

논평2 : 김진수(한양대)

발표3 : 조홍종(단국대) 

“Oil Tax Changes and Environmental 

Costs Effect to Macroeconomics Using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tion 

General Equilibrium Model”

논평3 : 김지운(홍익대)

제2 분과회의B (13일11:00 - 12:30·K관507호)

사 회 : 김수이(홍익대)  

발표 1 : 배정환(전남대)  

“원료별특성을고려한바이오에탄올

도입에대한소비자선호도분석”

논평1 : 김연배(서울대)

발표2 : 임슬예(한국지역난방공사)

“가격민감도추정법을이용한주택용

열수요함수분석”

논평2 :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이성로(한국가스공사)

“Estimating Income Elasticity of 

Greenhouse Gas Emissions Using a 

Functional Coefficient Panel Analysis”

논평3 : 홍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3일12:30 - 13:00·K관505호)



제3 분과회의C (13일16:30 - 18:00·K관212호)
- 일반세션2

사 회 : 최종수(전주대)

발표1 : 류문현(K-water연구원), 

최효연(K-water연구원)

“물산업육성의국민경제적효과분석”

논평1 : 박성근(전주대)

발표2 : 이종하(조선대), 황진영(한남대)

“소비의질과출산의결정”

논평2 : 조성일(상지대)

발표3 :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이슬이(한국지방세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의의의와한계- 출연단

체와비출연단체간인식차이를중심으로”

논평3 :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3일18:00 - 18:30·K관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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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13일16:30 - 18:00·K관203호)
- 특별세션

사 회 : 김의섭(한남대)

발표1 : 안 진(전북대)

“지방재원확보와지방채”

논평1 : 유태현(남서울대)

발표2 : 염명배(충남대)

“지속가능한‘포용국가(포용적성장)’

구현을위한재정정책의역할”

논평2 : 김종웅(대구한의대)

발표3 : 우명동(성신여대)

“재정이론차별성의근원과시사점”

논평3 : 옥동석(인천대)

제3 분과회의B (13일16:30 - 18:00·K관208호)
- 일반세션1

사 회 :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발표1 : 강성범(고려대), 이종하(조선대)

“지방재정지출과광역자치단체별고용률

사이의관계에관한연구”

논평1 : 박병희(순천대)

발표2 : 김대철(대구경북연구원), 전승훈(대구대)

“대구경북지자체의분야별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미친효과”

논평2 : 이우형(계명대)

발표3 : 임상수(조선대), 김행선(제주대)

“콘텐츠산업의지역경제파급효과에

관한연구”

논평3 : 김상철(한세대)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제6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GN관304호)

사 회 : 황성현(인천대)

발표1 : 김헌수(국민연금연구원)*, 김원식(건국대)

“장기노인요양보험이노인의료비에미치는

영향과시사점”

논평1 : 한유진(연세대)

발표2 : 이수련(중앙대)

“장애연금제도수급평가과정변화의

효과분석”

논평2 : 홍우형(한성대)

발표3 : 김영주(홍익대)

“The Effect of Health on Work Hours”

논평3 : 강성훈(한양대)

제6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GN관307호)

사 회 : 최병호(서울시립대)

발표1 : 김병우(교통대)

“내생성장모형검정에대한시계열접근”

논평1 : 정민수(연세대)

발표2 : 강지혜(서울대)*, 김소영(서울대)

“Government Spending News and 

Surprise Shocks”

논평2 : 이남강(한국은행경제연구원)

제5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GN관304호)

사 회 : 이 영(한양대)

발표1 : 고강혁(고려대)*, 

하형석(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정은진(한국직업능력개발원)

“Effects of a Delayed School Start Time 

on Students’Gym Class: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1 : 이환웅(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 심혜정(국회예산정책처)

“노동시장의고학력아웃사이더”

논평2 : 김태훈(경희대)

제5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GN관307호)

사 회 : 김원식(건국대)

발표1 : 이동규(서울시립대)

“교정세로서의유류세- 평균에의한과세의

특징과정책적시사점”

논평1 : 김빛마로(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 문병걸(세종대)

“The Impact of R&D Grant on Venture 

Capital Financing”

논평2 : 정재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이경우(연세대)*, 조두연(성균관대)

“Population Aging and Fiscal Sustainability: 

Nonlinear Evidence from Europe”

논평3 : 박광용(한국은행경제연구원)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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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13일10:40 - 11:50·GN관509호)

사 회 : 김행범(부산대)

발표1 : 송원섭(금융경제연구소)

“1997년외환위기와한국관료제의변화”

논평1 : 이상학(국민대), 이가연(중국길림대), 

이종인(여의도연구원)

발표2 : 최성희(계명대)

“시선추적실험에의한이웃비교정보와

에너지절약”

논평2 : 김영신(계명대), 이동원(성균관대)

발표3 : 김영신(계명대)

“경제성장을위한공공및민간부문관계와

역할”

논평3 : 이성규(안동대), 송정석(중앙대)

발표4 : 윤상호(한국지방세연구원)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그리고코스의정리”

논평4 : 김행범(부산대), 구영완(충북대), 

장오현(동국대)

한국제도·경제학회제3회한국제도경제학술상시상식

(13일12:00 - 12:30·GN관509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3일12:30 - 12:50·GN관509호)

등 록 (13일 09:00 - 09:20·GN관509호)

인사말 : 신도철(숙명여대, 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30·GN관509호)

사 회 : 이성규(안동대)

발표1 : 정영화(전북대)

“인공지능(AI)과법원의분쟁해결

- 최근영미법국가의인공지능법제”

논평1 : 음선필(홍익대), 고인석(호서대), 

김정호(서강대)  

발표 2 : 이성섭(숭실대)

“시장제도경제학과‘벽에박은수도꼭지’

경제학”

논평2 : 안재욱(경희대), 신도철(숙명여대), 

장세진(인하대),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309호)

사 회 : 송부용(경남연구원)

발표1 : 김일태(전남대)

“사회혁신과일본대학의서비스러닝

(Service-Learning) 사례연구”

발표2 : 이근재(부산대), 최병호(부산대), 

정경숙(부산대), 남국현(부산대)

“국가균형발전을위한지방재정조정제도의

변화와한계”

발표3 : 심완섭(충남대과학기술지식연구소)

“북한지역산업성장거점으로서과학기술

단지(STP)의개념모형정립및추진체계에

대한연구”

발표4 : 김민석(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 

안기돈(충남대)

“대전기업의혁신결정요인분석: 대전중소

기업을중심으로”

공동논평 : 김영순(경남연구원),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박종찬(고려대), 서원석(중앙대), 

엄수원(전주대), 우 경(김포대), 

박태식(전북대), 이웅호(경남과학기술대), 

이춘근(경일대), 전광섭(호남대), 

조현수(평택대)

한국지역경제학회임시총회

(14일12:30 - 13:00·K관309호)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제1 분과회의 (13일09:20 - 10:50·GN관304호)

사 회 : 양동우(호서대) 

발표1 : 강철승(중앙대)

“사람중심4차산업혁명시대인공지능산업

정책방향”

논평1 : 강승완(가천대)

발표2 : 박수일(NSTK Consulting)

“시장친화성기술금융및동산담보금융

활성화방안”

논평2 : 이 유(강원대)

발표3 : 박형진(Univ. of Tennessee at Martin)

“공헌한청년창업가에대한병역특례부여에

관한연구”

논평3 : 이영환(계명대)

발표4 : 김선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윤윤규(한국노동연구원) 

“정부산학연협력지원의청년고용

효과분석”

논평4 : 김상덕(경남대)

제2 분과회의 (13일11:00 - 12:30·GN관304호)

사 회 : 이 유(강원대)

발표1 : 응웬반쿠앙(강원대), 양오석(강원대)

“기업의자본구조와문화: Asia-Pacific 

글로벌기업사례”

논평1 : 조정일(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발표2 : 양오석(강원대)

“해외자회사인사부문자율성이혁신성과에

미치는영향: 지식이전-지식공유-지식

창출프로세스”

논평2 : 장수덕(한남대) 

발표3 : 허철부(명지대)

“중소벤처기업의성장을위한생태계대응

전략의문화사적접근”

논평3 : 류성기(기업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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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GN관201호)

사 회 : 옥동석(인천대)

발표1 : 강 진(경희대)

“프레데릭바스티아에서정당성이론”

논평1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2 : 정기화(전남대)

“법과경제: 방법론과시사점”

논평2 : 황상현(상명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GN관201호)

사 회 : 안재욱(경희대)

발표1 : 김대종(세종대)

“하이에크와시장경제”

논평1 : 박종운(시사평론가)

발표2 : 송원근(연세대)

“빅셀의자연이자율과하이에크화폐이론”

논평2 : 최창옥(성균관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4일12:30 - 13:00·GN관201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502호)

사 회 : 김강식(한국항공대)

발표1 : 김희식(한국은행) 

“지역경제의자생적발전을위한

제도적틀: 독일의경우”

논평1 : 임응순((재)충남테크노파크)

발표2 : 조병선(중견기업연구원)

“독일명문장수기업의경영특성과

지속가능성장요인”

논평2 : 김익성(동덕여대)

발표3 : 최창옥(성균관대) 

“디지털혁명과경제질서의변화”

논평3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4 : 김상철(한세대) 

“독일의사회정책과경제질서의관계연구”

논평4 : 임일섭(충남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502호)

사 회 : 김광희(중소기업연구원)

발표1 : 조희경(중앙대) 

“EU 경쟁법에현시된질서자유주의: 

구글사례를통한논의”

논평1 : 정미경(독일정치경제연구소)

발표2 : 강경훈(KID)

“EU 경쟁법에나타난질서자유주의원리”

논평2 : 방만기(충남연구원)

발표3 : 백 훈(중앙대)  

“German Ordoliberalism: An Aberration or 

a Regularity?”

논평3 : 김은경(경기연구원)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4일09:00 - 09:20·K관502호)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504호)

사 회 : 김정수(동아대)

발표1 : 신승진(한국교통연구원)

“수출입자율주행차량하역지원시스템

도입을위한경제성분석”

논평1 : 김영민(서울사이버대)

발표2 : 허성호(한국교통연구원)

“RO/RO 방식의신개념컨테이너자동운송

시스템시뮬레이션모델개발연구”

논평2 : 서문성(금강대)

발표3 : 손경령(부산외대)

“북극항로컨테이너운송의제약요인분석”

논평3 : 류재영(한국항공대)

발표4 : 박병인(전남대)

“외국인투자기업의글로벌공급사슬

장애요인분석 : 구조방정식과중요도성과

분석결합접근법”

논평4 : 노홍승(한국교통연구원)

발표5 : 민세홍(부산테크노파크)

“자동화물운송시스템비즈니스모델수립에

관한연구”

논평5 : 이태휘(경남과기대)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4일12:30 - 13:00·K관504호)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504호)

사 회 : 조진행(한라대)

발표1 : 이태휘(경남과기대)

“스마트항만의해외사례분석과정책

시사점: 유럽과싱가포르를중심으로”

논평1 : 김재봉(한국해양대)

발표2 : 백종실(평택대)

“비상사태대비해운항만정책동향”

논평2 : 김청열(동명대)

발표3 : 서수완(동서대)

“대산항물동량특화및유치전략에

관한연구”

논평3 :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발표4 : 박영태(동의대)

“4.0시대부산신항배우단지활성화방안”

논평4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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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B (13일15:30 - 18:00·K관403호)

사 회 : 신영철(대진대)

발표1 : 이우평(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미세먼지농도변화가부산산업별노동생

산성과매출액에미치는영향에대한

탐색적연구”

논평1 : 박진호(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Meregnage Isuru Umnda De Silva(부경대), 

표희동(부경대)*

“An Economic Valuation of Sea 

Whale-watching in Sri Lanka Using 

Individual Travel Cost Method”

논평2 : 최종두(고려사이버대)

발표3 : 김현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통합분석모형을이용한생태하천복원

사업의경제적편익추정”

논평3 : 최성록(국립생태원)

발표4 : 최성록(국립생태원)

“A Test of Scoping Effects in the Case of 

Urban Riverine Restoration”

논평4 : 김용주(서울디지털대)

발표5 : Wendong Zhang(Iowa State Univ.), 

전호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Yilan Xu(Ohio State Univ.), 

Brent Sohngen(Ohio State Univ.)

“Harmful Algal Blooms and Angler Welfare: 

A Spatially Integrated Economic-

Ecological Model of Lake Erie 

Recreational Anglers”

논평5 : 오형나(경희대)

발표6 : 유근식(서울대BK21플러스사업단)

“Public Information on Air Pollution and 

Working Hours of Outdoor Workers in 

South Korea”

논평6 : 홍인기(대구대)

제3 분과회의A (13일15:30 - 18:00·K관402호)

사 회 : 권오상(서울대)

발표1 : 임동순(동의대)*, 한택환(서경대)

“Reviewing How the Policies Affect 

Adopting Electric Vehicles in Major 

Countries”

논평1 : 정용훈(고려대)

발표2 : 모정윤(조선대)*, 김민지(산업연구원)

“폐태양광재활용사업의경제성분석및

시사점”

논평2 : 이동규(서울시립대)

발표3 : 정인섭(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실물경기변동모형을이용한온실가스

감축정책분석”

논평3 : 임동순(동의대)

발표4 : 한택환(서경대)*, 

전형재(한국은행울산본부), 임동순(동의대), 

김진태(카이스트)

“Impact of the Transformation of 

Automobile Industry on the Ulsan 

Regional Economy: CGE and IO 

Based Analyses”

논평4 : 김현석(서울대)

발표5 : 김현철(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내전기자동차

충전기보급애로요인분석”

논평5 : 이강일(고려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제2 분과회의 (13일10:30 - 12:00·GN관102호)
- Main Agendas on Inclusive Growth in APEC
Economies

사 회 : 전순환(중부대)

발표1 : 김다솜(APEC국제교육협력원), 

구선미(ASEM SME Eco-innovation Center)

“Youth, Women, and SMEs for APEC 

Economies’Inclusive Growth”

논평1 : 최경규(동국대)

발표2 : 최경규(동국대) 

“Study on Policies to Enhance Inclusive 

Growth through Inclusive Finance in 

APEC”

논평2 : 권순현(동국대) 

발표3 : 오정근(FICA (Finance ICT Convergence 

Association) and Economic Advisory 

Body, Liberty Korea Party), 

권순현(동국대)

“Expansion of Financial Inclusion Using 

Digital Finance”

논평3 : 양효은(세계경제연구원(IGE) 및런던대) 

발표4 : 양효은(세계경제연구원(IGE) 및런던대)

“FinTech as a Strategy of Financial 

Inclusion in the Age of Digitalization”

논평4 : 오정근(FICA (Finance ICT Convergence 

Association) and Economic Advisory 

Body, Liberty Korea Party)

한국APEC학회총회

(13일12:00 - 12:30·GN관102호)

한국APEC학회

한국APEC학회

제3 분과회의C (13일15:30 - 18:00·K관404호)

사 회 : 차경수(부산대)

발표1 : 한미진(서울대)*, 권오상(서울대)

“폐기물투입산출표의구축및활용”

발표2 : 김형태(부산대대학원)*. 윤성민(부산대)

“부산광역시중·장기에너지수요전망및

시나리오분석”

발표3 : 박윤선(서울대)*, 권오상(서울대)

“미세먼지언론보도지수가농산물구입

행위에미치는영향”

발표4 : 리즈야오(부산대)*, 강상목(부산대)

“Technical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of MSW Incineration industry in Korea 

-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발표5 : 전성현(서울대대학원)*, 오형나(경희대), 

김지영(선문대)

“Evaluating Mitigation Performance of 

Phase 1 of the KETS”

종합논평 : 정수관(창원대),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3일18:00 - 18:30·K관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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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3일16:30 - 18:00·GN관102호)

사 회 : 성일석(한러통상학회명예회장, 한남대)

발표1 : 박경혜(충남대)

“한국과러시아의 IT와GVC 경쟁력비교”

논평1 : 이효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발표2 : 최 성(남서울대)

“남북러철도·도로의전파통신연구”

논평2 : 박경혜(충남대)

발표3 : 김만길(한남대), 박경혜(충남대)

“러시아, 신북방국가의북방경제협력

전략비교”

논평3 : 성일석(한남대)

발표4 : 김재호(충남대)

“한국과러시아지방자치의법리와법제”

논평4 : 채 훈(인천대)

발표5 : In-Tae Hwang(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Common Cradle for the English & 

Russian Scripts”

논평5 : Sang-Ho Kim(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발표 6 : 김순희(충남대)

“러시아의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논평6 : 이형권(충남대)

한러통상학회총회

(13일18:00 - 18:30·GN관102호)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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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13일16:30 - 18:00·GN관307호)

사 회 : 최창규(명지대)

발표1 : 박상철(한국산업기술대)

“Mega FTAs an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Will It be a Competition 

or Cooperation in the Region?”

논평1 : 박진호(한국은행)

발표2 : 강유덕(한국외대)

“자유무역협정에대한지지도결정요인에

관한연구: EU-미국TTIP의사례”

논평2 : 김도훈(서강대)

발표3 : 정세원(고려대)

“한-EU 전략적동반자관계연구: 

정책의제의진화를중심으로”

논평3 : 김태황(명지대)

한국EU학회총회

(13일18:00 - 18:30·GN관307호)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



개회식 (13일16:30 - 16:45·GN관202호)

사 회 : 권일숙(한중경제통상학회사무국장, 한남대)

축 사 : 이민호(KOTRA 상임이사, 중소중견기업본부장)

환영사 : 강희정(한중경제통상학회회장, 한밭대)

제3 분과회의A (13일16:50 - 18:00·GN관202호)

사 회 : 강희정(한밭대)

발표1 : 김성현(ETRI) 

“중국의R&D 투자성과연구”

논평1 : 남수중(공주대)

발표2 : 제혜금(전주대) 

“중국소비자의한류에대한태도가제품

구매의사에미치는영향”

논평2 : 이상직(재능대)

발표3 : 권창오(한국무역보험공사) 

“한중통상리스크최소화전략”

논평3 : 홍은기(호서대)

제3 분과회의B (13일16:50 - 18:00·GN관203호)

사 회 : 전재홍(한중경제통상진흥원)

발표1 : 최명철(가천대) 

“중국취안쥐더(全聚德) 기업발전모델연구”

논평1 : 정영옥(정담경영전략연구소)

발표2 : 정상은(한남대) 

“한중소재부품산업경쟁력비교분석”

논평2 : 쑨 양(강릉원주대) 

발표3 :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南北中건설분야협력추진방안”

논평3 : 박인성(한성대)

한중경제통상학회

한중경제통상학회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505호)

사 회 : 임천석(건국대)

발표1 :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한국과일본의상생적발전구조대안”

논평1 : 이재은(세한대)

발표2 : 한기조(동의대)

논평2 : 윤기창(군산대)

제5 분과회의 (14일11:00 - 12:30·K관505호)

사 회 : 이기동(계명대)

발표1 : 임달호(충북대)

“혁신형중소벤처기업의내부역량이

개방형혁신과해외진출성과에

미치는영향”

논평1 :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발표2 : 윤기창(군산대)

“미정”

논평2 : 임달호(충북대)

한일경상학회총회

(14일12:30 - 13:00·K관505호)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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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14일11:00 - 12:30·K관304호)
- 중국4차산업시대의준비와전망

사 회 : 심희섭(명지대)

발표1 : 서봉교(동덕여대)

“중국모바일결제O2O 혁신과중국모바일

결제에대한시사점”

논평1 : 이은혜(경희대)

발표2 : 강승호(강릉원주대)

“자동차공유발전의한중비교”

논평2 : 송영현(충남연구원)

발표3 : Wan Yanjiao(경희대)

“중국의전자상거래에관한연구”

논평3 : 서봉교(동덕여대)

발표4 : 김정진(중국서남정법대)

“인공지능과민사법적책임론”

논평4 : 윤상윤(건국대)

발표5 : 배덕현(KAIST)

“중국정말Big Brothers 사회로가고있는

것일까? - 스마트시티추진정책을

중심으로”

논평5 : 송영현(충남연구원)

발표6 : 남은영(부경대)

“Empirical Research on Innovation Space, 

Technology Investment and Business 

Growth: Based on Data of Listed 

Chinese Semiconductor Companies 

from 2004 to 2018”

논평6 : 이혁구(충북대)

주 제 : 글로벌거버넌스의변화와한국의선택

개회식 (14일 09:20 -·K관304호)

사 회 : 윤성혜(한중사회과학학회사무국장, 원광대)

개회사 : 서창배(한중사회과학학회회장, 부경대)

제4 분과회의 (14일09:20 - 10:50·K관304호)

기조연설 : 유세희(前한국정치학회회장, 한양대, 

前중소연구소장) 

“중국은한국에게어떤의미인가? 한국의

선택은?”

라운드테이블 : 한인희교수님중국연구헌정기념

“글로벌거버넌스의변화와한국의선택”

좌 장 : 한인희(건국대)

패 널 : 전임회장단

심의섭, 고정식, 백권호, 강준영, 박상수, 

최의현, 남수중, 이상만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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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C (14일11:00 - 12:30·K관306호)
- 글로벌패권경쟁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임진희(원광대)

“미중전략갈등시대중국의지역경제협력

전략: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중심으로”

논평1 : 한동균(제주평화연구원)

발표2 : 주재우(경희대)

“중미관계”

논평2 : 윤성욱(충북대)

발표3 : 이현태(인천대)

“일본아베정부의대중국일대일로대응

전략과한국의신남방정책에주는시사점: 

동남아를중심으로”

논평3 : 최성빈(법무법인김&장)

발표4 : 정재흥(세종연구소)

“최근중국의군사력현황: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논평4 : 박기철(평택대)

발표5 : 한나라(삼성경제연구원)

“중국채권시장개방이위안화국제화에

미치는영향”

논평5 : 현상백(KIEP)

발표6 : 오광진(조선비즈)

“디지털위안화가달러기축통화에미치는

영향”

논평6 : 윤성혜(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

제5 분과회의B (14일11:00 - 12:30·K관305호)
- 일대일로와post-개혁개방40년

사 회 : 진정미(청주대)

발표1 : Narantsetseg CHinzorigt(몽골울란바토르대)

“메콩강경제권국가들의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논평1 : 정혜영(건국대)

발표2 : 김동하(부산외대)

“거시경제지표를통해서본서부대개발

정책성과분석”

논평2 : 조은교(산업연구원)

발표3 : 서의경(광운대)

“중국보험법상설명의무에대한연구”

논평3 : Wan Yanjiao(경희대)

발표4 : 최정석(선문대)

“중국유통산업의경제적효과분석을통한

중국신유통시장진출방안연구”

논평4 : 고정오(단국대)

발표5 : 왕사초(경희대)

논평5 : 남은영(부경대)

53



제6 분과회의A - Session 1 (14일13:00 - 14:30·K관304호)
- 글로벌밸류체인(GVC) vs 역내밸류체인(RVC)

사 회 : 박상수(충북대)

발표1 : 지성태(서울대)

“중국의참깨수급변화와글로벌가치사슬

변화”

논평1 : 이승신(KIEP)

발표2 : 조수영(중국인민대)

“한국의대중국직접투자의무역효과연구”

논평2 : 노성호(세종대)

발표3 : 김인식(한국외대)

“중국수출통제법(초안)에관한탐색적연구”

논평3 : 전수미(아주대)

발표4 : 장은정(산업부)

“중국의반덤핑종료재심조사규칙초안에

관한소고”

논평4 : 윤성혜(원광대)

발표5 : 최병헌(공주대)

“중국-일본간자동차제조업제휴연구”

논평5 : 김수정(산업연구원)

제6 분과회의B - Session 1 (14일13:00 - 14:30·K관305호)
- 차이나리스크와성장의지속가능성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최필수(세종대)

“중국지방정부채권발행”

논평1 : 남은영(부경대)

발표2 : 유자영(한남대)

“중국의재정정책변화가지역간재정건전

성과소득격차에미치는영향: 분세제를

중심으로”

논평2 : 신금미(원광대한중관계연구원)

발표3 : 왕 뢰(청주대)

“중국 IT기업근로자의조직시스템및대인

관계가이직의도에관한연구: 

심리적계약위반을중심으로”

논평3 : 황경진(중소기업연구원)

발표4 : 강태원(군산대)

“중국대학생창업”

논평4 : 오광진(조선비즈)

발표5 : 김부용(인천대)

“중국창업”

논평5 : 김현수(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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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C - Session 1 (14일13:00 - 14:30·K관306호)
- 동북아평화

사 회 : 강준영(한국외대)

발표1 : 조성찬(하나누리동북아연구원)

“안중근의동양평화론과‘동북아평화경제

협력체’제안”

논평1 : 우성민(동북아역사재단)

발표2 : 서운석(보훈연구원)

“중국국무원제대군인부신설의미고찰”

논평2 : 허재철(KIEP)

발표3 : 김보훈(목포대)

“홍콩기본법과일국양제”

논평3 : 최성빈(법무법인김&장)

발표4 : 이상만(경남대)

“민진당재집권과양안관계의비동조화

현상연구”

논평4 : 공유식(평택대)

발표5 : 전수미(아주대)

“북중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의함의”

논평5 : 정은이(통일연구원)

제6 분과회의A - Session 2 (14일16:00 - 17:30·K관304호)
- 신진학자세션

사 회 : 구기보(숭실대)

발표1 : 왕서혜(충북대)

“베이징(北京)/상하이(上海) 시민의외지인

포용성에대한연구”

논평1 : 최필수(세종대)

발표2 : 한지민(중국인민대)

“중국의경제개방과소득분배변화”

논평2 : 정상은(한남대)

발표3 : 서선영(부경대)

“인구구조변화와대응방안 : 한중일을

중심으로”

논평3 : 정상은(한남대)

발표4 : 조생량(부경대)

“중국주택가격결정요인”

논평4 : 신금미(원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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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B - Session 2 (14일16:00 - 17:30·K관305호)
- 대학원생세션

사 회 : 조강필(충북대)

발표1 : 김복희(부경대), 서창배(부경대)

“한국의료기관의중국진출방안연구”

논평1 : 김정진(중국서남정법대)

발표2 : Lina(충북대), luolu(충북대), 

송영욱(충북대) 

“중국패션산업의O2O 서비스품질에

대한연구”

논평2 : 김시내(중국베이징대)

발표3 : 임채환(서울대)

“농산물무역, 동북아농업”

논평3 : 송영현(충남연구원)

발표4 : 김은영(부경대), 서창배(부경대)

“웨강아오대만구(                ) 발전

전략과시사점”

논평4 : 김동하(부산외대)

발표5 : Li Baying(충북대), Zhang Min(충북대)

“중국시장에서공급자의영향전략이상호

관계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

논평5 : 이중화(제주연구원)

제6 분과회의C - Session 2 (14일16:00 - 17:30·K관306호)
- 대학원생세션

사 회 : 송영욱(충북대)

발표1 : 오소령(충북대)

“중국소비자특성이친환경자동차소비

의식에관한연구-혁신추구와친환경

의식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논평1 : 강승호(강릉원주대)

발표2 : 이시은(중국정법대)

“중국지하공간권연구”

논평2 : 배덕현(KAIST)

발표3 : Lin Shaona(원광대)

“중국유아의기본생활습관형성에관한

연구 -상터우시중심으로-”

논평3 : 유자영(한남대)

발표4 : Ji Dongqi(원광대)

“중국유치원의유아성(性)교육에대한

운영실태와교사의인식”

논평4 : 김상욱(배재대)

발표5 : 김현진(부경대), 서창배(부경대)

“중국의해외투자(走出去)와기업

인수합병(M&A)”

논평5 : 최정석(선문대)

발표6 : 김진옥(부경대), 서창배(부경대)

“중국주도금융질서”

논평6 : 조은교(산업연구원)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4일17:30 - 18:00·K관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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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C (14일16:30 - 18:00·K관503호)

사회겸논평 : 심명규(연세대)

발표1 : 서성민(고려대)*, 박상수(고려대)

“Economic Effects of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the Disabled in Korea”

발표2 : 안수지(서울대)

“자영업자와임금근로자의의료이용차이: 

기회비용의관점에서”

발표3 : 옥승빈(서울대)*, 오성재(서울대), 

주병기(서울대)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al 

Achievement: A Cross-Country 

Comparison using TIMSS and PISA”

발표4 : 이명환(연세대)*, 신재연(연세대)

“The Impact of In-State Tuition for 

Undocumented Immigrants : 

A Synthetic Control Approach”

제6 분과회의D (14일16:30 - 18:00·K관504호)

사회겸논평 : 안태현(서강대)

발표1 : 이찬호(서울대)*, 임재홍(서울대)

“근로계약형태에따른노동조합의차별적

임금효과분석”

발표2 : 임슬기(서강대)*, 이수형(서강대)

“공공주택지구선정이주변지역아파트

가격과결혼및출산에미치는영향 : 

보금자리주택을중심으로”

발표3 : 조진호(서울대)

“노인복지관이용이노인의신체적, 정신적

건강에미치는영향”

발표4 : 황인영(서울대)*, 이정민(서울대)

“Technology, Routinization and Wage 

Inequality in South Korea”

제6 분과회의A (14일16:30 - 18:00·K관407호)

사회겸논평 : 강영호(숭실대)

발표1 : 곽민지(연세대)

“The Effect of Mother’s Education on 

Child Health: Evidence from Free Primary 

Eduation in Malawi”

발표2 : 윤진영(서강대)*, 허 정(서강대)

“Multinational Factoryless Goods 

Producers and Expansion of Wholesale & 

Retail industry in Korea”

발표3 : 이 선(고려대)*, 강성진(고려대), 

김형진(고려대)

“Does Environmental Regulation Disrupt 

Bilateral Trade? Evidence from the Top 10 

Trading Countries, 1990-2015”

발표4 : 전현주(서강대)

“유통산업내다국적무공장기업의파급효과

분석”

제6 분과회의B (14일16:30 - 18:00·K관502호)

사회겸논평 : 김윤정(서강대)

발표1 : 김우진(한양대)

“대입수시전형에대한이론적연구”

발표2 : 신진욱(서울대)*, 김국동(서울대)

“Limited Attention in Beverage Choice”

발표3 : 이경호(서울대)*, 

Oliver Linton(Univ. of Cambridge), 

황윤재(서울대)

“Consistent Tests for Time Stochastic 

Dominance”

발표4 : 이 진(서강대)*, 이영훈(서강대)

“Win 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 and 

Cross-Sectional Dependence”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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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E (14일16:30 - 18:00·K관505호)

사회겸논평 :  이정택(동국대)

발표1 : 조은정(성균관대)*, 김현철(성균관대)

“수송부문의온실가스감축정책의효과

분석: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중심으로”

발표2 : 최재윤(성균관대)

“기초연금소득산정의문제점과종합적인

연금제도관리필요성”

발표3 : 추석현(대구대)

“국내방송통신결합상품의시장지배력전이

효과에대한실증분석 : 약정을고려한분석”

제6 분과회의F (14일16:30 - 18:00·K관507호)

사회겸논평 : 최상엽(연세대)

발표1 : 고중산(서울대)

“Analysis of Consumption Risk Sharing in 

ASEAN through Comparison with 

ASEAN+3, East Asia, Eurozone, and 

OECD”

발표2 : 안연주(연세대)*, 김정식(연세대)

“The Factors of Cross-border Equity and 

Bond Flows”

발표3 : 안지혜(서울대)

“Revisiting Exchange Rate Overshooting 

in the US”

대학원생발표시상식

(14일18:10 - 18:30·K관505호)



한국경제학회 이인실(서강대)

경제사학회 이명휘(이화여대)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조 만(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지역학회 이미영(건국대)

아시아금융학회 김정식(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권남훈(건국대)

한국개발정책학회 김홍기(한남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백성준(한성대)

한국경제교육학회 이윤호(순천대)

한국경제발전학회 이상철(성공회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심상렬(KESRA)

한국경제연구학회 신종각(고용정보원)

한국경제통상학회 김기승(부산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최 인(서강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이 근(서울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송치영(국민대)

한국국제통상학회 안덕근(서울대)

한국규제학회 이민창(조선대)

한국금융정보학회 강경훈(동국대)

한국금융학회 신성환(홍익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조성봉(숭실대)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인재(인천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송경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관수(서울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최의현(영남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이학노(동국대)

한국문화경제학회 고정민(홍익대)

한국법경제학회 김두얼(명지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권순만(서울대)

한국부동산학회 이호병(단국대)

한국비교경제학회 김영진(한양대)

한국사회경제학회 정성기(경남대)

한국사회보장학회 송양민(가천대)

한국산업경제학회 김민호(전북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윤충한(한양대)

한국생산성학회 김영준(고려대)

한국세무학회 전규안(숭실대)

한국여성경제학회 한현옥(부산대)

한국응용경제학회 전현배(서강대)

한국자원경제학회 허은녕(서울대)

한국재정정책학회 김종웅(대구한의대)

한국재정학회 홍종호(서울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신도철(숙명여대)

한국중소기업학회 김겸묵(계명대)

한국지역경제학회 고영구(극동대)

한국질서경제학회 김강식(한국항공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항만경제학회 한철환(동서대)

한국환경경제학회 강상목(부산대)

한국APEC학회 신건철(경희대)

한국EU학회 이종화(공주대)

한러통상학회 박경혜(충남대)

한일경상학회 임달호(충북대)

한중경제통상학회 강희정(한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서창배(부경대)

경제사학회 류상윤(LG경제연구원)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이태준(KDI국제정책대학원)

국제지역학회 김준익(건국대)

아시아금융학회 최상엽(연세대)

정보통신정책학회 송지희(서울시립대)

한국개발정책학회 전계형(한남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조재우(한성대)

한국경제교육학회 김광호(한양대)

한국경제발전학회 류덕현(중앙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이진면(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이진형(성균관대)

한국경제통상학회 김현석(부산대)

한국경제학회 이강오(서강대), 박정수(서강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심명규(연세대)

한국국제경제학회 류덕현(중앙대)

한국국제금융학회 김경훈(홍익대)

한국국제통상학회 서정민(숭실대)

한국규제학회 박수민(한국규제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윤선중(동국대)

한국금융학회 박종상(숙명여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노동경제학회 조동현(한림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상호(영남대)

한국농업경제학회 유도일(서울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이혁구(배재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최창열(서경대)

한국문화경제학회 김우리(홍익대)

한국법경제학회 이동진(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김태현(연세대)

한국부동산학회 이성태(한국지식재단)

한국비교경제학회 강명구(산업은행)

한국사회경제학회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장한별(가천대)

한국산업경제학회 박은옥(전북대)

한국산업조직학회 김대욱(숭실대)

한국생산성학회 은준엽(고려대)

한국세무학회 조형태(홍익대)

한국여성경제학회 변혜원(보험연구원)

한국응용경제학회 송헌재(서울시립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조홍종(단국대)

한국재정정책학회 박명호(홍익대·국회예산정책처) 

한국재정학회 양희승(연세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성규(안동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심선정(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금정훈(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김상철(한세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정회상(강원대)

한국항만경제학회 구경모(동의대)

한국환경경제학회 차경수(부산대)

한국APEC학회 양효은(세계경제연구원(IGE) 및런던대)

한국EU학회 장태석(경북대)

한러통상학회 김만길(한남대)

한일경상학회 윤기창(군산대)

한중경제통상학회 권일숙(한남대)

한중사회과학학회 윤성혜(원광대)

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 공동학술대회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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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구장 (13, 14일오찬및13일만찬장소)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GN관)

김대건관 (K관)

정 문

후 문

행사장위치

•서강대학교

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 (GN관)

김대건관 (K관)

거구장 (13, 14일오찬및13일만찬장소)



2/13일(목)
국제지역학회총회 (13일 12:30 - 13:00·K관208호)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3일 18:15 - 18:30·GN관514호)
한국경제학회총회 (13일 13:30 - 14:00·GN관101호)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3일 12:30 - 13:00·K관502호)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3일 18:00 - 18:30·K관502호)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3일 12:30 - 13:00·K관405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3일 18:00 - 18:30·GN관304호)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3일 12:30 - 13:30·K관402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총회 (13일 11:00 - 11:30·K관305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3일 12:30 - 13:00·GN관201호)
한국법경제학회총회및위공법경제학상시상식및강연

(13일 12:00 - 13:00·GN관202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3일 18:10 - 18:40·K관303호)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3일 12:30 - 13:00·K관505호)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3일 18:00 - 18:30·K관203호)
한국제도·경제학회제3회한국제도경제학술상시상식및총회

(13일 12:00 - 12:50·GN관509호)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3일 18:00 - 18:30·K관402호)
한국APEC학회총회 (13일 12:00 - 12:30·GN관102호)
한국EU학회총회 (13일 18:00 - 18:30·GN관307호)
한러통상학회총회 (13일 18:00 - 18:30·GN관102호)

2/14일(금)
국제금융소비자학회총회 (14일 12:30 - 13:00·K관507호)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4일 18:00 - 18:30·GN관309호)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및제10회학현학술상시상식

(14일 12:30 - 13:00·K관405호)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4일 12:30 - 13:00·GN관514호)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00·GN관203호)
한국지역경제학회임시총회 (14일 12:30 - 13:00·K관309호)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14일 09:00 - 09:20·K관502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4일 12:30 - 13:00·GN관201호)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4일 12:30 - 13:00·K관504호)
한일경상학회총회 (14일 12:30 - 13:00·K관505호)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4일 17:30 - 18:00·K관304호)

후원기관

2020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고려대BK21사업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금융센터,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마리오아울렛, 산업연구원, 삼구아이앤씨, 삼성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서울대경제연구소, 수협은행,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정보경영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포스코,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지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거래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글로벌경영연구소, ㈜한국고용정보,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SK

2020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학회별 총회 알림

안 내
•주차권은본부석(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2층로비)에서주차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13일(목), 14일(금) 오찬은거구장식당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식권은본부석(게페르트남덕우경제관(GN관) 2층로비)에서받아가시기바랍니다.

•13일(목), 저녁 7시부터시작되는만찬은거구장2층컨벤션홀입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진행요원의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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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이화여대길52 
이화여대포스코연구동313호
홈페이지: www.kehs.or.kr
이메일: kehs04@nate.com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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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Consumers (IRFC)
IRFC, the affiliated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Financial Consumers
(IAFICO), will be published twice a year - April and October each year - and will pursue
to be the first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focusing on the research related to financial
consumers. The journal attempts to serve as a forum to publish and share original and
innovative research, both academic and policy-oriented, on financial products, consumer
literacy and capability, and consumer protection related issu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Editor : Sharon TENNYSON, Cornell University, USA

Editorial Board :
Chul CHOI, Sookmyung University, Korea / James DEVENNEY, Exeter University, UK / 
Yong Man LEE, Hansung University, Korea / Muhammad MAMUN, University of Dhaka, Bangladesh / 
Clifford A. ROBB, Kansas State University, USA / Rofikoh ROKHIM, University of Indonesia, Indonesia
Sang Hee SOH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Seung-dong YOU, Sang Myung University, Korea

Journal Homepage: https://www.iafico.org/blank-1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송치웅(STEPI) 

편집부위원장 : 김현호(전남대)

편 집 위 원 : 

김태균(서울대), 고경민(제주대), 김광호(외국어대), 김 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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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엽(연세대)

“아시아금융학회”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중국위안화국제화등급변

하는아시아금융환경에대응하여아시아역내금융협력과아시아금융산업의발전

을위한방안을모색하기위해창립되었습니다.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역내통화

금융협력을위한정책방안제시는물론아시아금융시장분석과금융회사의투자및

자산운용전략그리고금융감독운용방안등에대해정책당국자, 학계그리고금융회

사의전문가들의분석을게재하고있습니다. 아시아통화금융협력과아시아금융산

업발전에관심이있는전문가여러분의투고를환영합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연세로50, 
연세대학교대우관312호(우 03722) 
Tel : 02-2123-4541, Fax : 02-2123-8638
E-mail : afsk2015@gmail.com

사무국

주 소 : (05029) 서울특별시광진구능동로120, 건국대학교경영관513호
전 화 : 010-7352-7835
F  A  X : 02-450-4141
홈페이지: http://www.iaas.or.kr/index.asp
E-mail: iaasad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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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지역연구(영문제목: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는 국내의 대표적

인 국제지역에 관한 학술지로 년4회 발간되며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통상, 국제

사회와 관련된 자유주제를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정치, 경제, 경영, 무역,

문화, 기술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정보통신정책연구』는 정보통신정책학회의 학회지로서 방송, 통신 및 ICT 전반의

주제와관련하여경제학, 경영학, 언론학, 행정학및법학분야등에서이론, 실증및

정책적가치를지닌전문적, 창의적인연구논문들을게재합니다. 일년에4번출간하

며, 온라인투고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

있습니다.

학회지홈페이지: http://www.itpr.or.kr/home/kor/journal/

편집위원장 : Johannes. M Bauer(Michigan State University), 박민수(성균관대)

책임편집위원 : 방세훈(이화여대), 지성욱(한국외대), 김범준(가톨릭대), 심동철(고려대)

편 집 위 원 : 

Jay P. Choi(MSU), Carolyn Gideon(Tufts), Vladimir Hlasny(이화여대), 

Jin Dal Yong(Simon Fraser), Gunter Knieps(Freiburg), Michael Latzer(Zurich), 

Ingo Vogelsang(BU), Jai Joon Lee(Cal. State-Sacramento), Chris Marsden(Sussex), 

Christopher Yoo(U Penn), 김민기(KAIST), 곽주원(경북대), 황유선(KISDI), 

주하연(서강대), 최동욱(상명대), 백지원(충남대), 정세은(인하대), 이선미(KT), 

노창희(미디어미래연), 송해섭(군산대), 오하영(콘텐츠진흥원), 서희정(숙명여대), 

정인준(대구대), 김용재(한국외대), 김모란(UNIST), 이세중(서울시립대), 

강영선(서울시립대), 김태오(창원대), 이재훈(법제연), 김현수(KI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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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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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는경제교육과관련된국내유일의학술지로서, 경제교육현황및동

향, 초중고생 및 대학생의 경제이해력과 금융이해력, 경제교과서와 교육과정 분석

등학교경제교육, 교사 및학생의경제적인식·의식·태도조사, 기업·기업가와

창업교육, 소비자교육과경제사회화등경제교육과관련된다양한논문을게재해왔

습니다. 1996년에창간호가발간되었으며, 2010년에등재학술지로선정되어현재까

지유지되고있습니다. 4월30일, 8월30일, 12월30일, 연3회발간합니다.

편집위원장: 박영석(경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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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성신여대), 안현효(대구대), 장경호(인하대), 정진현(제주대), 

조택희(충북대), 한경동(한국외대), 한진수(경인교대)

서울특별시성북구보문로34다길2, 성신여대수정관C동937호
Tel. 02-920-7225, Fax. 02-929-9375
http://www.ecoedu.or.kr
email: editorke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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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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규

경제산업분과위원장: 장지상 위원: 이건범, 조성빈, 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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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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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는한국경제연구학회의국문학술지로서, 한국경제가당면하고있는
주요과제에관한이론정립, 실증분석및정책제언등에관한독창적인연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경제연구』
는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됩니다. 이외에도한국경제연구학회는영문학
술지인『Korea and the World Economy』를연 3회 (4월, 8월, 12월) 발간하고있
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학회홈페이지(http://www.akes.or.kr)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 장: 신종각(한국고용정보원)

부회장: 이상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용환(서울여대), 여택동(영남대), 이연호(충북대), 

이승렬(노동연구원), 이용하(국민연금연구원), 김영세(성균관대), 김원중(건국대)

사무국: 이준상(성균관대), 이진형(성균관대),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조미진(명지대), 이동렬(성신여대), 김상기(충북대)

이 사: 

구균철(경기대), 권태희(한국고용정보원), 김동헌(고려대), 김동훈(연세대), 김상기(충북대), 

김우철(서울시립대), 김진(동덕여대), 김철희(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형건(강원대), 

남기곤(한밭대), 박단비(강원대), 박성용(중앙대), 박철성(한양대), 석상훈(기획재정부), 

안준기(한국고용정보원), 양일석(경기대), 오민홍(동아대), 오완근(한국외대), 

원두환(부산대), 이동렬(성신여대), 이상호(전남대), 이재랑(한국은행), 이진형(성균관대), 

정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동훈(한림대), 조미진(명지대), 주병기(서울대), 

황상연(인천대), 황성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문지편집장: 여택동(영남대)

영문지편집장: 김영세(성균관대)

논문투고처: 

국문지: https://akes.jams.or.kr

영문지: http://www.akes.or.kr/kwe

서울특별시종로구성균관로25-2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
전화: (02) 760-0426
http://www.akes.or.kr
e-mail: akes@akes.or.kr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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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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h-Sun Kwak, Sogang University

Co-Editors : Kim, Chulyoung, Yonsei University / Young Se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Cho, Jin Seo, Yonsei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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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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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금정구부산대학로63번길2(장전동) 경제통상관702호
전화(051)510-2564  
홈페이지http://www.keba.or.kr/
이메일keba@keba.or.kr

사무국

한국경제통상학회

『經濟硏究』(영문제목: 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연 4회발간되고있으며,

2005년부터한국연구재단(한국학술진흥재단)의등재지로선정되었습니다.

회 장: 김기승(부산대)

차기회장: 한동근(영남대)

사 무 국: 김현석(부산대), 김연준(충북대), 홍지훈(부산대)

운영이사: 

이우형(계명대), 유영명(신라대), 김영식(서울대), 박상우(경북대), 이상호(전남대), 

설 윤(경북대), 배근호(동의대), 장병기(부경대), 이윤석(계명대), 이종문(부산외대), 

김상춘(영남대), 김상호(Ritsumeikan Asia Pacific Univ.), 박갑제(경남대), 안동현(서울대), 

이경우(연세대), 임규채(대경연), 정남기(동아대), 김봉진(GDI), 김용현(DGI), 

박명호(조세연), 주수현(BDI), 최병호(부산대), 임혜준(영남대), 김성룡(경북대), 

정진화(계명대), 고종환(부경대), 김민정(원광대), 김윤민(계명대), 박추환(영남대), 

손기윤(인천대), 전승훈(대구대), 정연호(계명대), 최강식(부산대), 김정환(대구가톨릭대), 

강기천(영남대), 류수열(안동대), 박재진(동서대), 박재필(군산대), 여준호(경북대), 

이석배(서울대), 이찬영(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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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Advisory Board :
Robert J. Barro, Harvard University / Jere R. Behrma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Jagdish Bhagwati, Columbia University / Yeon-Koo Che, Columbia University / 
In-Koo Cho,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 Champaign / Gregory Chow, Princeton University / 
Alan Deardorff, University of Michigan at Ann Arbor / 
Sebastian Edwards, University of California at Los Angeles / 
Barry Eichengreen,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Jeffrey A. Frankel, Harvard University / 
Richard B. Freeman, Harvard University / Timothy J. Kehoe, University of Minnesota / 
Lawrence J. Lau,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 Patrick Messerlin, Sciences Po / 
Dani Rodrik, Harvard University / Gerard Roland,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 
Ryuzo Sato, New York University / Hyun Song Shin,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Associate Editors :
JaeBin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oyeon Cho,Sungkyunkwan University / 
Seok-ju Cho,Kyung Hee University / Stanley Cho, UNSW / Horag Choi,Monash University / 
Yunjong Eo, Sydney University / Can Erbil, Boston College / Sang Buhm Hahn,Kyonggi University / 
Hideaki Hirata, Hosei University / Gee Hee Hong, IMF / Kyu Ho Kang, Korea University / 
Dae Hwan Kim, Konkuk University / Hyeongwoo Kim, Auburn University / 
Jaebeom Kim, Oklahoma State University / Kwang Hwan Kim, Yonsei University / 
Kyoo il Kim, Michigan State University / Soojin Kim, Purdue University / 
Yun Jung Kim, Sogang University / Edward Kutsoati, Tufts University / 
Jae Won Lee, University of Virginia / Jinkwon Lee, Sogang University / Keisuke Otsu, Keio University / 
Minsoo Park, Sungkyunkwan University / Sunyoung Park,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 
Woongyong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 Ju H. Pyun, Korea University / 
Hyeog Ug Kwon,Nihon University / Joonhyuk Song, Hankoo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Hee-Seung Yang, Yonsei University

TThe KKorean IInternational EEconomic AAssociation
28 Saemunan-Ro, 5ga-gil, GwanghwamunPlatunum Bldg., 16th F1603
Jongno-Gu, Seoul 03170, Korea 
Tel: 02-6338-1977
Homepage: www.kiea.or.kr/ http://www.tandfonline.com/toc/riej20/current
e-mail: kiea1977@naver.com/ iej.skku@gmail.com/ iej.skku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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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금융학회

회 장: 송치영(국민대)

부 회 장: 신관호(고려대), 강삼모(동국대)

감 사: 박복영(경희대)

사무국장: 김경훈(홍익대) 

국제금융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성태윤(연세대)

편집위원: 

김도연(영남대), 김소영(서울대), 김연준(충북대), 김종희(전북대), 김희호(경북대), 

박기영(연세대), 박단비(강원대), 박영준(아주대),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 

서대교(건국대, 충주), 이종은(세종대), 정영식(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재호(고려대), 

조두연(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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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국제금융연구」(영문제목: Review of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는국

제금융분야의대표적인학술지입니다. 시시각각변화하는국제경제상황과, 그 변

화가국제금융시장및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에대한심도깊은연구가지속적으

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연구」는 1년에 2회 발간되며 영문 번역본도 함께

게재하여국제적인지식확산과한국경제학계의국제적인위상제고에노력하고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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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제창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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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인: 이민창(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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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한성대),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도훈(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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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사무국장: 박수민(한국규제학회)

(01897) 서울특별시노원구광운로20 광운대학교한울관709호,
대표전화: 010-5191-4600
팩스: 02-6499-1702
http://www.kosre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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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한경(서울시립대), 

송영관(KDI), 이상현(강원대), 이수영(KIEP), 이순철(부산외대), 이유석(명지대), 

임혜준(영남대), 최보영(KIEP)

(08826)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Tel.02-880-4040
http://www.katis.or.kr
e-mail: gokatis1995@gmail.com

사무국



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영문제목: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Studies)는금융정
보의생산, 공유및이용등에대한학제간연구및산학협력에집중함으로써금융관
련학문의발전은물론금융정보관련산업, 나아가금융산업의발전에이바지할것
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금융정보학회의 학술지입니다. 『금융정보연구』는 2012년
창간호이후로1년에2회발간되는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로서주로신용정보, 신
용평가등금융정보관련산업및금융시장의정보생산·흐름과관련된주제를다루
는우수한논문이수록되고있습니다.

(02504)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163, 미래관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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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경제학회

『勞動經濟論集』(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은한국노
동경제학회에서1977년부터발간하고있는노동경제학분야의대표학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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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춘천시옥천동한림대학길1 사회경영1관(다산관) 10509호
Tel: 0502-911-9999    Fax:0502-911-9999
E-mail:kleapc@chol.com
홈페이지:http://www.klea.or.kr

사무국

한국기독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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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konomos』는2014년에창간된한국기독교경제학회의학술지입니다. 1년에2회
발간되며경제학의모든분야를성경의관점에서분석하고한국경제에주는함의를
탐구하는연구결과를게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권명중(연세대)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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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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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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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978 서울특별시동작구상도동상도로369 
숭실대학교경제통상대학경제학과
TEL: 010-9072-1780,  02-828-7096
e-mail:oikonomos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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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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연(단국대)

편집간사: 유도일(서울대)

편집위원: 

김만근(유타주립대), 김성훈(충남대), 김승규(경북대), 김인석(전남대),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화년(제주대), 리징후(중국농업부), 안동환(서울대), 

안병일(고려대), 양성범(단국대), 정원호(부산대), 이병훈(강원대), 이상호(영남대), 

전상곤(경상대), 황재현(동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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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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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영문), 12월등4회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서상택(충북대학교)

편집간사: 김윤형(전남대)

편집위원: 

김상효(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훈(충남대학교), 김승규(경북대학교), 

김윤식(경상대학교), 김현석(서울대학교), 김화년(제주대학교), 리경호(중국농학원), 

안동환(서울대학교), 안병일(고려대학교), 위용석(미국아칸소대), 

유지상(미국캔사스주립대), 이상현(강원대학교), 이상호(영남대학교), 장재봉(건국대학교), 

정민국(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원호(부산대학교), 한재환(순천대학교), 

Takenori Matsumoto(Tokyo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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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한국동북아경제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가 발행하는『東北亞經濟硏究』는 1988년 한국중소(中蘇)경제
학회에서 출발하여 학회지『中蘇經濟硏究』창간호(1989)가 모태이며, 이후 한국북
방경제학회와 한국동북아경제연구회를 통합하여 한국동북아경제학회로 명칭을 변
경하고1997년8월부터정식발간하였습니다. 『東北亞經濟硏究』의주요연구주제는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등동북아시아국가들의경제현안으로, 1년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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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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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의학술지『무역보험연구』는2000년창간되어그동안국제무
역및무역보험과관련된학문적연구성과를알리는장으로서기능하여왔습니다.
『무역보험연구』는 무역 현장에서필요한경제학적문제, 무역실무적문제, 법적 문
제를경제학, 무역학, 법학의측면에서각각연구할뿐만아니라관련학문의융합적
인연구에도중점을두어학문간의소통에도기여하고있습니다.
『무역보험연구』는2013년부터한국연구재단이인정한KCI등재학술지입니다.

편집위원장: 이제홍(조선대)

편집부위원장: 원동욱(우송대), 이병문(숭실대)

위 원: 

김정렬(한성대), 박석재(우석대), 김태인(강원대), 성승제(법제연구원), 조원길(남서울대), 

유승균(동국대), 최혁준(평택대), 강효원(안동대)

편 집 국 장: 손승표(성결대)

편 집 간 사: 김성화(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 (02876) 서울특별시성북구삼산교로16길 116, 한성대학교연구관505호
전화 : 010-9110-0522, 팩스 : (02) 2260-3505
홈페이지 : www.katci.or.kr
E-Mail : tradeassurance@naver.com (편집국)

katci2016@naver.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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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문화경제연구는 (사)한국문화경제학회의 공식 학술지

입니다. 1988년에 1권 1호가발간되었으며, 2020년에는 23권 1호(4월 30일), 2호(8

월31일), 3호(12월31일)가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남준우(서강대), 서우석(서울시립대)

책임편집위원: 구문모(한라대학교), 김용규(한양대학교), 유승호(강원대학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이병민(건국대학교), 허 식(중앙대학교)

편 집 위 원: 

전승훈(대구대), 김정수(한양대), 임승희(수원대), 김인설(전남대), 김 진(동덕여대), 

정용훈(고려대), 홍우형(한성대), 안성아(추계예술대), 정종은(상지대), 

Ruth Towse(Bournemouth University), David Throsby(Macquarie University), 

Soo Hee Lee(University of Kent), Arjo Klamer(Erasmus University), 

Selena Cho(Texas Tech University), Hearin Shin(Vanderbilt University)  

편 집 간 사: 이경원(서울시립대), 문희라(서울시립대)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영문명: Kor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는 국내유일
의법경제학전문학술지입니다. 1년에세번발행되며, 편집위원회는국내외의법경
제학권위자로이루어져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이창민(한양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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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일(경북대), 조성익(KDI), 주진열(부산대), 최한수(경북대), 한성수(사법정책연구원), 

Albert Choi(버지니아대), Robert D. Cooter(버클리대), Mitchell Polinsky(스탠포드대), 

Thomas Ullen(일리노이대)

서울관악구관악로1 서울대학교17동 404호
Tel: (02) 880-7574
http://klea.ne.kr/
e-mail: lawnecon@naver.com

사무국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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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태진(서울대)

위 원: 

강성욱(대구한의대), 강은정(순천향대), 김범수(고려대), 배은영(경상대),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안정훈(이화여자대), 오주환(서울대), 이진형(성균관대), 

임재영(고려대), 장선미(가천대), 정완교(서울대), 

정지아(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한은아(연세대), 홍석철(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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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부동산학회

학보공동편집위원장: 이호병(단국대학교교수), 유선종(건국대학교교수)

학보편집위원:
정재호(목원대학교교수), 정상철(창신대학교교수), 김갑열(강원대학교교수), 
성연동(목포대학교교수), 최 열(부산대학교교수), 양영준(제주대학교교수),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교수), 김정렬(한성대학교교수), 엄수원(전주대학교교수), 
김재태(서울벤처정보대학원교수), 전해정(상명대학교교수), 순희자(명지대학교교수), 
이찬호(부산대학교교수), 정신교(김천대학교교수), 김행종(세명대학교교수), 
김재환(공주대학교교수), 이제우(강남대학교교수), 홍정의(한동대학교교수), 
홍성조(충북대학교교수), 강정규(동의대학교교수), 조재영(한양대학교교수), 
이창석(부동산학총학회장) 

Prof. Tim Iglesias(University of San Francisco School of Law), 
Prof. Shawn Ni(University of Missouri-Columbia Chairperson at Department of Economics)
Prof. Stephen H. Putman(University of Pennsylvania City and Regional Planning)

윤리위원장: 이상신(서울시립대학교교수)
윤 리 위 원: 조재영(한양대학교교수), 김재윤(남서울대학교전교수), 송명규(단국대학교교수)      
당 연 직: 1인(연구윤리교육수료자)

‘우리학회는동양최초로 1957년부터부동산학을연구?개척한부동산학의母학회
이다. 우리학회는국내대학과사회교육기관의부동산(학)교육의창학은물론일본
대학부동학과설치? 일본부동산학회설립의제안과주도적지원등으로 동양의부
동산학산실이되었다. 
우리’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는동양의부동산학술
지중가장역사가깊은부동산학의대표적학술지이다(1977년창간). ‘부동산학보’
는연간4회발행된다. 편집위원회는부동산모든분야를아우르는27명의위원? 논
문심사위원회는27명의위원? 윤리위원회는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매년2
회열리는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발표논문으로선정된논문에는‘학술발표상’
이수여된다.

서울강남구영동대로114길7 (삼성동91-24)
Tel. 02-564-7576  Fax. 02-556-7008
http://ww.reacademy.org  
e-mail : reacademy@hanmail.net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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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硏究」(영문제목 : The Comparative Economic Review)는 (1992년창
간) 경제체제와그에관련된분야를비교·연구하는국내유일의학술지입니다. 「比
較經濟硏究」는1년에2회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박제훈(인천대)

편집이사: 김상욱(배재대)

편집위원: 

고정식(배재대), 김병연(서울대), 박찬일(공주대), 이 근(서울대), 지만수(금융연구원), 

이상빈(창원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이상윤(호서대)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Tel. 010-3237-2593
e-mail https//ekase.jams.or.kr
ekace1991@ekace.or.kr

사무국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은정치경제학분야및비주류경제학을주로다루는학술지로서정
치경제학및주류경제학비판, 비주류경제학, 경제학교육, 대안적경제정책관련논
문투고와게재를위해다양한노력을기울이고있다. 2018~2019년우수학술지원및
2019 등재학술지재선정되었다. 

편 집 위 원 장: 안현효(대구대)

정치경제학분야: 김종철(서강대), 김명록(경성대), 류동민(충남대), 양준호(인천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신정완(경북대), 정준호(강원대), 지주형(경남대)

근대경제학분야: 현 웅(Denison University), 윤자영(충남대), 전용복(경성대), 

정상준(목포대), 최정규(경북대), 황성하(KAIST)

경제학교육분야: 류 순(Adelphi University), 김계환(산업연구원), 송원근(경남과기대), 

최종민(전북대)



한국산업경제학회

『産業經濟硏究』(영문제목: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는
(사)한국산업경제학회가 1988년 학회의 설립과 함께 창간한 학술지입니다. 연 6회
(짝수달말) 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하여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産業經濟硏究』(한국연구재단등재지)는 산업경제와 경영관련
이론및정책개발을위한학술연구활동과국가경제발전을위한정보개발등산학
협동과학문적교류의결정체입니다.

회 장: 김민호(전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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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896) 전북전주시덕진구백제대로567 전북대학교상과대학학장실
Tel. 063-270-2971
Homepage: www.kiea.ne.kr
e-mail: kiea2020ki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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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학회에서 발간하는『사회보장연구』(영문제목: Th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는국내외사회보장제도에관한학자들의다양한정책제안과전
문적인연구성과들을담아내고있는학술지입니다.
『사회보장연구』편집위원회는 보건의료, 복지, 고용노동, 연금 등 사회보장 분야를
연구하는저명한학자및연구기관전문가들로구성되어있으며, 학회지는년4회정
기적으로발간되고있습니다.

위 원 장: 이준협(고려대)

편집위원: 

김대환(동아대), 김민경(건강보험정책연구원),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김윤영(전북대), 

김태현(연세대), 송현종(상지대),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이송희(서울시복지재단), 정혜주(고려대)

(13120) 경기도성남시수정구성남대로1342
가천대학교글로벌센터701호장한별총무간사앞
http://www.kssa.or.kr/
E-MAIL: kssa198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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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경제학 분야로 독과점시장, 공정
경쟁, 기술혁신등다양한주제에대한이론, 실증및정책적연구논문을출간하고있
습니다. 1년에 4회출간하며산업조직론, 미시경제학, 응용경제학등의분야에서활
발하게연구하는학자들로편집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박민수(성균관대학교)

공동편집위원장: 이경원(동국대학교)

편집위원: 

고영우(한양대학교), 곽주원(경북대학교), 김명진(University of Oklahoma), 김민기(KAIST), 

김상현(연세대학교), 김성환(아주대학교), 김인경(Nazarbayev Univ.), 

김진혁(Univ. of Colorado, Boulder), 김철영(연세대학교), 김현철(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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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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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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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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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원 장 : 윤동열(건국대)

간사위원 : 조 준(한국산업인력공단)

편집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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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産性論集』(영문제목: Productivity Review)은생산성관련국내최고권위를자
랑하는 한국생산성학회의 대표 학술지입니다. 생산성과 관련된 내용은 제조/조직/
품질/금융/연구개발/ 서비스 관련 생산성 측정/평가/향상 기법 및 혁신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생산성관련주요분야의전문가들
로구성되어있습니다.

(02841) 서울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창의관201호
Tel. 02-3290-4875   Fax. 02-928-1424
http://www.kpa1985.or.kr
e-mail: kpa198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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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는경제학전분야와여성관련분야를포함하는저널로서, 여성 관

련경제학논문을주요대상으로하는국내최초의학술지입니다. 『여성경제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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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볼수있는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원 장: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편집위원: 

심승규(Aoyama Gakuin University), 안정현(NEOMA Business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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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교수(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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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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박진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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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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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는국내경제학학술지가운데자원경제학과환경경제학에특

화되어있는대표경제학학술지입니다. 자원경제학회와환경경제학회두학회가공

동으로편집위원회를구성하고있습니다. 자원경제학회에서는매년게재된논문중

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늘푸른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공동편집위원장: 김수이(홍익대), 박호정(고려대)

공동편집간사: 최봉석(대구대), 서동희(고려대)

편 집 위 원 :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형건(강원대), 오인하(건국대), 

원두환(부산대), 유종민(홍익대), 이 윤(선문대), 이동규(서울시립대),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전우영(전남대), 정수관(창원대), 정용훈(고려대), 

조홍종(단국대), 최성록(국립생태원), 최성희(계명대), 황석준(경북대), 

Hayk Khachatryan (University of Florida)

서울시중구새문안로26, 5층

Tel. 031-421-6515

http://www.krea.ne.kr/

e-mail: krea@kr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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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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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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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한국재정정책학회의 등재학술지로서 재정정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와발표및보급으로학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합니다. 본학

술지는1년에4회발간하며,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재정정책

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연중투고가가능하며, 투고방법은온라인투고시스템

(http://kapp.jams.or.kr)에 로그인 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구자 여러분의

적극적인투고를기다립니다.

회 장: 김종웅(대구한의대)

차기회장: 최석규(전북대)

편집위원장: 조성일(상지대)

편집부위원장겸편집이사:  이종하(조선대)

편집위원: 

구균철(경기대), 구영완(충북대), 국중호(요코하마시립대), 성효용(성신여대), 

이선호(한남대), 임상수(조선대), 전승훈(대구대)

경상북도경산시한의대로1 대구한의대학교통상경제학부

(TEL) 053-793-6883, (E-mail) kimcu59@hanmail.net

대구광역시남구봉덕로61 KT봉덕빌딩6층대구경북연구원

(TEL) 053-770-5067, (E-mail) kdc0682@naver.com

(홈페이지) http://www.publ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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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KIEA)는경제및제도의발전을연구하는학

회로매년네차례에걸쳐한글판학술지인『제도와경제』와영문판

Review of Institution and Economics를발행한다.

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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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창간된한국중소기업학회의대표적인학술지입니다. 중소기업연구는 1년에 4회

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각분야의전문성을보유한25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

니다. 중소기업과관련된다양한이론과실무연구를다루고있습니다.

위 원 장: 김태성(충북대)

부위원장: 권기환(상명대), 박경민(연세대), 박상문(강원대), 이상명(한양대)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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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마(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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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영등포구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본관10층중소기업학회사무국
Tel. 02-785-2450    Fax. 02-780-1416
www.kasbs.or.kr
e-mail : kasbs@kasb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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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학은 독일 프라이브르크(Freiburg) 대학의 오이켄(W. Eucken), 뵘(F.

Bohm), 및그로스만(H. Grossmann-Doerth) 세명의경제학자와법학자들이주

창한 경제이론이며, 경제 질서는 시장에 의해 만들어지는‘자생적 질서’로 충분한

것은아니며, 국가가경제제도를구성하기위한원칙을정립하고법에의거하여국

민경제의조정을수행해야하는헌법적경제질서를구현해야한다는경제이론입니

다. 질서경제학은이러한경제·사회질서의원리를분석하는학문이며, (사)한국질

서경제학회는독일의질서자유주의원리를한국경제에의 적용을모색하고있습니

다. 

한국경제는빠른경제성장을추구하는과정에서왜곡된경제의식과경제구조를잉

태하게되었으며, 경제질서의확립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국민경제의근간이견

실하게마련되지못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오늘날대한민국사회가안고

있는많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에적합한경제질서를확립하는

일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하겠습니다. 한국질서경제학회는이러한시대적요청에

부응하기위한학자들의연구와토론의장이되고있습니다(사진: 한국질서경제학회

사무국이위치한서울서초동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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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3회(4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되고

있습니다.

[내용및범위]

1. 지역경제관련각분야의이론및실무적주제를다룬연구

2. 지역경제제도, 지역경제정책, 지역학등에관한연구

3. 기타지역및지역경제학의발전에공헌도가높다고인정되는연구

편집위원장: 김일태(전남대)

편집부위원장: 안기돈(충남대)

편 집 위 원: 

나주몽(전남대), 박종찬(고려대), 변재웅(계명대), 서원석(중앙대), 엄수원(전주대), 

이근재(부산대), 홍성효(공주대), 홍성훈(전북대), Wu Jiebing(Zhejiang University)

편 집 간 사: 금정훈(한국지역경제학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935, 201
Tel. 031-269-9600,   Fax. 031-243-9602
https://krea.jams.or.kr
e-mail: kre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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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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6년창간된해운, 항만물류등항만경제와관련된모든분야의

연구논문이게재가능한학회지입니다.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학술지발행을

통하여항만경제분야의우수한논문을수록하고널리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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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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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자원·환경경제연구』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환경경제및자원경제분야학회지로

우리나라및세계의환경및자원문제에관한경제이론과정책을연구하고실증분

석을통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학회지는1992년에처음발간된이후

로현재까지지속적으로연4회발간되고있습니다.

발 행 인: 강상목, 허은녕

발 행 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편집위원장: 박호정(고려대), 김수이(홍익대)

공동편집간사: 서동희(고려대), 최봉석(대구대)

편 집 위 원: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형건(강원대), 오인하(건국대), 

원두환(부산대), 유종민(홍익대), 이윤(선문대), 이동규(서울시립대), 

장희선(에너지경제연구원), 전우영(전남대), 정수관(창원대), 정용훈(고려대), 

조홍종(단국대), 최봉석(대구대), 최성록(국립생태원), 최성희(계명대), 황석준(경북대), 

Hayk Khachatryan(University of Florida)

한국APEC학회

Editorial Board Members 
The Journal of APEC Studies (JAS) editorial team is committed to providing
subscribers with the best quality articles in a timely manner, ensuring a journal that
subscribers will find stimulating and useful in their academic and professional
activities.

Editors-in-Chief :
Soonhwan Jeon, Joongbu University, Korea / Chris Rowley, City University of London, UK 

Editorial Board :
Hyung-Taik Ahn, Dongguk University, Korea / 
Jianping Ding, Shangha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China / 
Myeong Hwan Kim, Purdue University, Fort Wayne, USA / 
Hyun-Hoon Le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 
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yu Yob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orea / 
Nam-Chul Le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orea / 
Gerald A. McDermott,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USA / 
Eiji Ogawa, Hitotsubashi University, Japan / Jeungil Oh,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 
Junbyoung Oh, Inha University, Korea / Jhung-Soo Park,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Julieta A. Delos Reyes,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 Los Banos, Philippines / 
Changrok Soh, Korea University, Korea

Editorial Advisory Board :
Henrich R. Greve, INSEAD, Singapore / Jongryn Mo, Yonsei University, Korea / 
Lay Hwee Yeo,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Singapore

Manuscript Editor :
Hyun-Sup Choi, Kyobo Centre Co., Ltd., Korea

APEC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30, Pildong-ro 1-gil, Dongguk University Business School Bldg., L422
Jung-gu, Seoul 04620, Korea
Tel. 02-2260-8919   Fax. 02-2267-6851 
Homepage: www.apecstudies.kr 
e-mail: apecstudies@naver.com

Editorial Off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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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

한국EU학회는 1996년부터연 2회「EU학연구」를발행하고있다. 본「EU학연구」

는경제·법·사회각분야에서EU의발전을분석·정리하고EU관련분야별제문

제에대한학문적·정책적연구를집대성하기위한취지로발간된다. 본지에실리는

논문은영문이나국문으로작성되며본지는위원장, 간사, 위원으로구성된편집위

원회를통해편집된다.

편집위원장: 이성봉(서울여자대)

편 집 간 사: 정세은(충남대)

편 집 위 원: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태황(명지대), 박경선(영산대), 옥우석(인천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영섭(서울대), 이종화(공주대), 최창규(명지대),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허재준(노동연구원), 홍성훈(호남대), 홍태영(국방대학원)

외국편집위원: 

Bernadette Andreoso (University of Limerick, Ireland), 

Frank Delmartino (University of Leuven, Belgium), Giovanni Balcet (University of Turin, Italy),

Robert Boyer (CEPREMAP, France), LudgerKuhnhardt (University of Bonn, Germany)

Homepage of EUSA-Korea 

http://www.keu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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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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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매년한국과일본은번갈아가며개최되는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
대회는연구자들간의정보교류및서로의연구성과를공유하는자리가되고있습
니다.

편집위원장: 박석강(전남대)

편집부위원장: 김영근(고려대)

편 집 간 사: 안제욱(조선대)

편 집 위 원:

김광희(협성대), 김명철(제주한라대), 김성수 , 김양희(대구대), 김영근(고려대), 

김홍유(경희대), 김효선(중앙대), 남기석(한국외대), 박성용(세무대), 선재원(평택대), 

심승진(경북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우경봉(방송대), 이경구(동의대), 이우형(계명대), 

이청호(조선대), 이형오(숙명여대), 이홍배(동의대), 임병준(한성대), 최종일(조선대), 

한성수(경동대)

충남천안시단대로119
http://www.kjem.or.kr/
e-mail: kjem0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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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영문제목: 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는

2003년창간된이래중국의정치, 경제및경영, 법, 사회, 비즈니스문화등다양한

분야의연구성과들을게재하고있는중국지역학전문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여

러학문분야의다양한관점과시각을통한입체적인중국연구를지향하는학술지로

서한국과중국은물론세계여러국가의연구자들과의교류와협력을바탕으로가

장시의적절한연구성과와함께한국사회의정책적시사점을갖는다수의연구가매

년4회발표되고있습니다.

한중경제통상학회

<韓中經濟通商學會>(Korea-China Economic & Trade Association)는글로벌

통상환경및중국시장경제변화를분석하고, 한중FTA 시대에적합한우리나라기

업의중국시장개척과중국통상전략연구를위한목적으로 2018년 9월 1일중국전

문가 그룹을 모태로 창립되었습니다. 학술지 <韓中經濟通商硏究>(Korea-China

Economic & Trade Studies)는 2020년 3월발간되는창간호를시작으로연 2회

(3월, 9월) 발간예정입니다.

회 장: 강희정(한밭대)

편집위원장: 제혜금(전주대)

부 회 장: 정상은(한남대), 박인성(한성대), 남수중(공주대), 이상직(재능대), 

박승찬(용인대), 이민호(KOTRA), 박윤상(한중경제통상진흥원), 

강경구(남구주대), 진화린(연변대), 류쉐첸(중국과학원), 장궈둥(발해신구), 

서동욱(상하이한국문화원), 공융저(대련글로벌전자상거래시범구)

사 무 국: 권일숙(한남대, 총무이사/ 사무국장), 홍은기(호서대, 이사/ 사무국간사)

이 사: 최명철(가천대), 전재홍(한중경제통상진흥원), 정영옥(정담경영전략연구소),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성현(ETRI 책임연구원), 

권창오(한국무역보험공사), 쑨양(강릉원주대), 신원철(길림대), 

고준빈(길림대), 정종서(글로벌조인스), 유영준(한국리더십연구원장), 

함정주(한중경제통상진흥원), 최정봉(특허청), 이성용(특허뉴스), 

이인혁(연길국가고신구)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125(덕명동) 한밭대학교s3-713호

Tel. 042-821-1300(1306) / Fax. 042-821-1298

Mail. time-space@hanmail.net(010-9262-5148)

사무국

86



한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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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r, Jung (Sogang University), Hwang, Sung-Ha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Kim, Sunbin (Yonsei University), Lee, Jungmi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okbae (Columbia University)

Board of Editors :
Ahn, JaeBi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 Yongs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 Jin Seo (Yonsei University),
Cho, Young-Jun (Seoul National University), Choi, Syngjoo (Seoul National University), 
Han, Heejoon (Sungkyunkwan University), Hong, Jay H. (Seoul 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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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g-Wook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Kyoo Il (Michigan State University), Kim, Seik (Korea University),
Kim, Soyo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im, Youngse (Sungkyunkwan University), 
Koh, Youngwoo (Hanyang University), Kwon, Namhoon (Konkuk University), Lee, Chul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Jae Won (University of Virginia), Lee, Jihong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Soohyung (Sogang University),
Lee, Yoonsoo (Sogang University), Lim, Wooyoung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ahm, Jaehyon (Korea University), Pyun, Ju Hyun (Korea Univesity), Ryoo, Soon (Adelphi University),
Ryu, Deockhyun (Chung-Ang University), Seo, Kyoung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 Myung-Hwan (Seoul National University), Song, Heonjae (University of Seoul), Sung, Taeyoon (Yonsei University),
Yoon, Chamna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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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page: www.kea.ne.kr / www.kereview.or.kr
e-mail: kea1952@kea.ne.kr

Editorial Office

한국경제학회

『經濟學硏究』(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 국내경
제학학술지가운데가장긴역사(1953년창간)를자랑하는한국경제학회의대표학
술지입니다. 『經濟學硏究』는 2017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경제학분야
에서는 처음으로‘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 편집위
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하여 3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게
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경제학연구논문상이있습니다.

위 원 장 : 황수성(성균관대)  

간사위원 : 송 준(성균관대)  

위 원 : 

강영호(숭실대), 김건호(한양대), 김성훈(연세대), 김영철(서강대), 김윤정(서강대), 

문성만(전북대), 박성훈(조선대), 박철범(고려대), 백명호(한양대), 성명재(홍익대), 

송헌재(서울시립대), 송호신(이화여대), 신석하(숙명여대), 안재빈(서울대), 

오상봉(한국노동연구원), 오형나(경희대), 우석진(명지대), 유승훈(서울과기대), 

이남형(한국방송통신대), 이동원(성균관대), 이명휘(이화여대), 이승덕(성균관대), 

이윤수(서강대), 정진화(계명대), 조명환(서울시립대), 조석주(성균관대), 

조영준(서울대), 조원기(고려대), 조현국(영남대), 주하연(서강대), 진양수(성신여대), 

최승문(서울시립대), 최용석(경희대), 현혜정(경희대), 홍재화(서울대), 황지수(한국외대)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28 광화문플래티넘5층510호 (03170)
Tel. 02-3210-2522, 2523  Fax. 02-3210-2555
http://www.kea.ne.kr    http://www.kereview.or.kr
e-mail:kea1952@k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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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은 한국경제학회에서 2008년부터 발간한 학술지로, 그간 사무국에
서발간해오다가지난 2016년 4월 편집위원회가구성되어‘한국경제에대한정책
논문중심의학술지’로새롭게출범했습니다. 연 4회발간되며, 한국경제의제반문
제들을올바르게이해하고, 그해법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는정책방안을논리
적으로제시하는논문을지향합니다. 『한국경제포럼』지난 2019년도한국연구재단
학술지신규평가에서‘등재후보학술지’로선정되었습니다. 

위 원 장 : 정진화(서울대) 

간사위원 : 오준병(인하대), 주동헌(한양대) 

위 원 : 

김두얼(명지대), 김승래(한림대), 김종호(부경대), 김진영(건국대), 

김학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박 진(KDI School), 

성태윤(연세대), 송의영(서강대), 안일태(중앙대), 오형나(경희대), 윤명수(인하대), 

윤미경(가톨릭대),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이인재(인천대), 정용훈(고려대), 

한진희(가천대), 허석균(중앙대), 홍인기(대구대), 홍종호(서울대)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28 광화문플래티넘5층510호 (03170)
Tel. 02-3210-2522, 2523  Fax. 02-3210-2555
http://www.kea.ne.kr    http://www.kereview.or.kr
e-mail:kea1952@kea.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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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경제학공동학술대회

2020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사무국

한국경제학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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