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사태와한국경제의당면과제및미래

- 코로나19 이후한국경제의과제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21 Korea’s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Annual Meeting

일시 : 2021년2월4일(목) ~ 5일(금)

Virtual Webinar Conference

2021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

주관 : 한국경제학회



2021  Korea s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Annual Meeting

참여학회

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국제지역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APEC학회

한국EU학회

한러통상학회

한일경상학회

한중경제통상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



초청의말씀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을맞아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여러분들을초대하게되어기쁩니다. 작년에는

1월말에코로나19 사태가갑자기심각해지면서공동학술대회를취소하는사건이벌어졌습니다. 그이

후 2020년한해를온전히코로나19와싸우며지낸셈인데아직도이전염병애대한통제가이루어지

지않아비대면으로올해의공동학술대회를개최하게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라는 새로운 전염병은 우리의 일상과 사고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시작

된역병이전세계를휩쓸며1억명의확진자와200만명이넘는사망자를만들어낸것은병의강한전

염성을고려하더라도현대에서서로간의왕래가얼마나많은지를일깨워주었습니다. 전염병에대응하

느라사회적거리두기를하면서급속히경제가무너져내린것은우리경제가시장의대면거래에얼마

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어려움 중에도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학교강의와학술대회또한비대면으로할수있게만드는기술이신속히개발된것은시장경

제의혁신이얼마나빨리이루어질수있는지그리고인간의어려움에대헌대처능력이얼마나강한지

를보여주었습니다. 지난년말부터백신이개발되어몇몇나라부터예방작업이진해되고있는것은매

우긍정적인뉴스입니다.

우리나라는지난몇십년동안지속적으로경제성장률이하락하는문제에직면하고있습니다. 이와더

불어심화되는소득과부의양극화는이런문제들을정치적으로활용하려는정치권의움직임으로인해

치유되기는커녕오히려구조적인계층간의대립으로확대재생산이되는느낌마저듭니다. 이에대응

하려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 정책의 미미한 성과는 결국 성장과 분배의 개선은 시장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사실을확실히확인시켜주는계기를주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학계가 사회에 기여해야 하는 바는 매우 다양한 것 같습니다. 따

뜻한 가슴만이 아닌 차가운 머리도 가진 경제학자들이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한 경제문제의 진단과 대

응정책을마련하는데에대한사회적수요는더욱커지고있습니다. 한편으로엄밀한방법론에기초한

이론연구와이들을현실문제에응용하는실용연구에대한수요가많습니다.

우리는이번공동학술대회에서이틀간53개의학회, 1,000명의경제학자가모여400 여편의논문을

발표하고토론하는기회를가지게됩니다. 또한첫째날과둘째날의전체회의에는한국경제학회가한

국국제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그리고한국산업조직학회와공동으로준비한발제및토론과조성욱공

정거래위원장의기조강연, 그리고류근관통계청장의특별좌담이마련되어있습니다. 이들학술발표와

토론은경제학자들의이론적연구와실용연구에대해서로소통하고앞으로의연구방향을찾아내는데

중요한기회를제공할것으로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후원기관, 그리고

이행사를위해오랫동안헌신하신조직위원회실무진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부디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인참여와제언을부탁드립니다. 2021년한해가여러분들께보람된한해가되기를기원합니다.

2021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 이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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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일 정 개 요

09:20 - 10:50  제1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11:00 - 12:30  제2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14:00 - 16:30  제1전체회의 Zoom 비대면회의

16:30 - 18:00  제3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2월4일(목)

09:20 - 10:50  제4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11:00 - 12:30  제5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14:00 - 16:30  제2전체회의 Zoom 비대면회의

16:30 - 18:00  제6분과회의 각세션별Zoom 비대면회의

2월5일(금) 



회의장배치

분과회의 시간 및 장소
2월 4일(목) 2월 5일(금)

구분 제1분과회의

(09:20-10:50)

제2분과회의

(11:00-12:30)
1전체회의

(14:00-16:30)

제3분과회의

(16: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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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한국개발정책

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정보통신정책

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

한국법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APEC학회

한국경제시스템
분석학회총회
(12:40-13:00)

한국경제학회
총회

(13:15-14:00)

한국APEC학회
총회

(10:50-11:20)

한국개발정책
학회총회

(11:00-12:30)

한국법경제
학회 총회

(12:30-13:00)

2

1

3

한국법경제학회

국제지역학회
총회

(10:00-11:00)

한국경제발전
학회총회

(12:10-12:40)
한국국제통상
학회총회

(12:40-13:00)

경제사학회
이사회및총회
(12:30-13:00)

한국노동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연구
학회총회

(12:30-13:00)
한국무역금융
보험학회총회
(12:3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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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13:00)
한러통상학회

총회
(10:20-10:50)
한일경상학회

총회
(11:30-12:30)
한국질서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EU학회
총회

(18: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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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18:30)

한국비교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국제금융
학회총회

(12:30-13:30)

한국자원경제
학회총회

(12:30-13:30)

한국금융공
학회총회

(12:30-14:00)

한국산업조직
학회총회

(12:30-13:00)

한국환경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I

한국계량경제

학회A

한국계량경제

학회B

한국금융학회

A

한국금융학회

B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금융학회

A

한국금융학회

B

한국국제금융

학회A

한국기독교경제

학회

한국경제통상

학회B

한국경제통상

학회A

한국지역경제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II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 IV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V

한국경제학회

특별세션VI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특별세션1

한국경제연구

학회

한국경제발전

학회

한국국제통상

학회

한국노동경제

학회

한국무역금융

보험학회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

B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러통상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무역금융

보험학회

한국경제연구

학회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특별세션2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

B

한국문화경제

학회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항만경제

학회

한러통상학회

한일경상학회

한국질서경제

학회

한국사회경제

학회A

한국사회경제

학회B

한국사회경제

학회C

국제지역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부동산

학회A

한국부동산

학회B

한국사회보장

학회

한국산업경제

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B

국제금융소비자

학회

한국금융정보

학회A

한국금융정보

학회B

한국건설경제

산업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계량경제

학회

한국재정정책

학회A

한국재정정책

학회B

한중경제통상

학회

한국국제금융

학회

한

국

경

제

학

회

·

한

국

금

융

학

회

·

한

국

산

업

조

직

학

회

공

동

주

최

한

국

경

제

학

회

·

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공

동

주

최

한국노동경제

학회

한국비교경제

학회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특별세션3

한국EU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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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국제금융

학회B

한국농식품정책

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A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제도·경제

학회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자원경제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

한국금융공학회

한국농업경제

학회B

한국여성경제

학회

한국응용경제

학회

한국제도·경제

학회

한국중소기업

학회

한국자원경제

학회A

한국산업조직

학회

한국환경경제

학회A

한국환경경제

학회B

한국자원경제

학회B

한중사회과학

학회

한국금융공

학회A

한국금융공

학회B

한국산업조직

학회A

한국산업조직

학회B

한국환경경제

학회A

한국환경경제

학회B

한국환경경제

학회C

한국보건경제ㆍ

정책학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한국기독교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지역경제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재정정책
학회총회

(18:00-18:30)

한국여성경제
학회총회

(12:30-13:00)

한국제도·경제
학회총회

(12:30-12:50)

5



전체회의 프로그램 안내

제1 전체회의- 코로나사태와한국경제의당면과제및미래

•주 관 :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일 시 : 2월 4일(목), 14:00 - 16:30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후 원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한국수출입은행, YBM, 서울대경제연구소국가경쟁력센터(한국경제학회)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금융학회)

•사 회 : 박지형(한국경제학회사무국장, 서울대)

•개 회 사 : 이인호(한국경제학회회장, 서울대)

•기조강연 : 조성욱(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2021년디지털공정경제정책방향”

•발 표1 : 김소영(서울대)
“코로나사태와금융글로벌화”

토 론1 : 신관호(고려대)

•발 표2 : 정인석(한국외대)
“디지털경제의산업, 규제, 경쟁정책”

토 론2 : 권남훈(건국대)

제2 전체회의- 코로나19 이후한국경제의과제

•주 관 : 한국경제학회·한국국제경제학회

•일 시 : 2월 5일(금), 14:00 - 16:30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후 원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한국수출입은행, YBM, 서울대경제연구소국가경쟁력센터(한국경제학회)
KDB산업은행(한국국제경제학회)

•전체사회: 김윤정(서강대)

•개 회 사: 송의영(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서강대)

<제1부>  코로나19 이후한국경제의당면과제와정책대응

•발 표1 : 홍종호(서울대)
“2050 탄소중립, 과연가능한가?”

토 론1 : 이재윤(산업연구원)

•발 표2 : 장용성(서울대)
“기본소득도입의경제적효과분석”

토 론2 : 이우진(고려대)

•발 표3 : 최상엽(연세대)
“불확실성하의국가간자본이동: 한국경제에대한함의”

토 론3 : 편주현(고려대)

<제2부>  특별좌담회 : 국가통계체계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발 표1 : 류근관(통계청청장)
“국가통계체계에대한새로운패러다임”

•종합토론 : 박정수(서강대), 천정희(서울대), 한상태(한국통계학회부회장, 호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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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국경제학회 행사 안내

I. 2020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13:15-14:0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II. 전체회의
1. 제1전체회의개최
•주 제 : 코로나사태와한국경제의당면과제및미래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14:00-16:30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2. 제2전체회의개최
•주 제 : 코로나19 이후한국경제의과제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4:00-16:30 
•주 최 : 한국경제학회, 한국국제경제학회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III.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1. 특별세션 I : 온라인거래플랫폼시장의현황과정책이슈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09:20-10:5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2. 특별세션 II : 환경이슈와경제정책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11:00-12:3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3. 특별세션 III : 코로나19 그리고에너지전환과그린뉴딜
•일 시 : 2021년 2월 4일(목), 16:30-18:0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4. 특별세션 IV : 인구고령화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09:20-10:5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5. 특별세션V : Productivity : Micro-Level Analysis and Findings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1:00-12:3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6. 특별세션VI : Productivity, Innovation and Economic Effects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6:30-18:0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7. 특별세션V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1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09:20-10:5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8. 특별세션VI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2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1:00-12:3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9. 특별세션 IX : 경제학연구특별세션3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6:30-18:0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 시 : 2021년 2월 5일(금), 16:30-18:00
•사회및논평 : 전주용(동국대), 최윤정(연세대), 남덕우(한양대), 조두연(성균관대), 조영준(서울대) 
•발표논문15 편
•세션별Zoom Link는p.48~49 참조



학회별 프로그램 안내 (학회명가나다순)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733400390?pwd=K1E0TkVnOFd5T09kQU51ME8zTlM2UT09 

<금융소비자행태·보호>

사 회 : 최 철(숙명여대) 

좌 장 : 정홍주(성균관대)

발표1 : 박소정(서울대)

“Fee-For-Service Health Insurance and 

Moral Hazard of Hospitals”

논평1 : 최미수(서울디지털대)

발표2 : 정운영(금융과행복네트워크), 

황삼진(금융과행복네트워크), 

박원주(금융과행복네트워크)

“금융윤리자격인증제도에관한연구

- 해외사례와국내도입방안을중심으로”

논평2 : 김성숙(계명대)  

발표 3 : 양기진(전북대)

“한국법상개인정보주체의잊혀질권리에

관한소고”

논평3 : 허유경(소비자시민모임)

발표4 : 유승동(상명대), 권혁신, 방두완(HUG), 

Tsur Somerville(Univ. of British Columbia)

“Consumer Hedging under House Price 

Uncertainty: Theory and Empirics of 

Housing Presales in Korea”

논평4 : 박수진(국제원자력대학원)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8064160821?pwd=eUxnTktwbXhlK3p4czViRzc5RFBkQT09

사 회 : 김두얼(명지대)

발표1 : 정대훈(국사편찬위원회)

“1950년대중후반발전능력확충과정

연구(가제)”

논평1 : 류상윤(LG경제연구원)

발표2 : 장영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Revenge of the Past? Migration, Ethnic 

Diversity and Conflict in the Soviet Union”

논평2 : 김성희(수원대)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8064160821?pwd=eUxnTktwbXhlK3p4czViRzc5RFBkQT09 

사 회 : 박경로(경북대)

발표1 : 차명수(영남대)

“Exploring the South Korean Productivity 

Miracle, 1960-90”

논평1 : 이창근(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2 : 오종석(서울대석박사통합과정)

“재난지원금의수급효과분석(가제)”

논평2 : 홍성훈(서울시립대)

경제사학회이사회및총회 (5일, 12:30-13:00)

Zoom Link : https://zoom.us/j/98064160821?pwd=eUxnTktwbXhlK3p4czViRzc5RFBkQT09

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경제사학회

국제금융소비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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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5289681500?pwd=YkFwSlNEQ2VTZ3ZEVEh4cEFENDFTdz09

사 회 : 송치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1 : 강현구(중국남경예술대) 

“시진핑시대권력구도의흐름이경제지형에

미치는영향에대하여”

토론1 : 정두배(세한대) 

발표2 : 김동운(동의대)

“J. & P. Coats as a Multinational Before 

1945”

토론2 : 송치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3 : 송지선(이화여대국제개발협력연구원)

“지속가능발전목표체제하GPEDC의역할”

토론3 : 김윤정(이화여대)

국제지역학회총회 (5일10:00 - 11:00)

Zoom Link : https://zoom.us/j/95289681500?pwd=YkFwSlNEQ2VTZ3ZEVEh4cEFENDFTdz09

국제지역학회

국제지역학회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733400390?pwd=K1E0TkVnOFd5T09kQU51ME8zTlM2UT09

<금융소비자관점에서의연금제도국제비교>

사 회 : 최 철(숙명여대) 

좌 장 :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GIST대학)

발표1 : 이홍무(와세다대)

“일본의연금제도”

발표2 : Vickie Batjelsmit(Colorado State University)

“미국의연금제도”

발표3 : Gianni Nicolini(University of Rome)

“이탈리아의연금제도”

발표4 : 이용만(한성대) 

“한국의연금제도”

논 평 : 배준호(한신대),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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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6254656338?pwd=RUVqUHdkQVpOMEFocVYxK2R0S056QT09 

사 회 : 김홍기(한남대)

발표1 : 정성훈(한국개발연구원)

“Management Practices in Korean 

Manufacturers: A Striking Level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Incentive Management”

논평1 : 안재빈(서울대)

발표2 : 오주환(서울대)

“How Well Does Societal Mobility 

Restriction Help Control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Real-time 

Evaluation”

논평2 : 김태종(KDI 국제정책대학원)

발표3 : 정 혁(서울대), 유우식(서울대)

“Effects of Aligning Trades with Idea 

Production on Economic Growth”

논평3 : 김승년(한국외대)

한국개발정책학회총회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6254656338?pwd=RUVqUHdkQVpOMEFocVYxK2R0S056QT09

한국개발정책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4355415187?pwd=THNyQW13eEprcnNsYkdVMkttc3dpZz09 

사 회 : 남재현(고려대)

발표1 : 주하연(서강대)

“How Does Airbnb Transform the Hotel 

Industry? Price Competition and Quality 

Differentiation”

논평1 : 최동욱(상명대)

발표2 : 김성환(아주대)

“데이터경제와차별의경제학”

논평2 : 김정현(고려대)

발표3 : 김민기(KAIST)

“Learning Gap during COVID-19 and the 

Role of Self-Discipline: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3 : 홍우형(한성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355415187?pwd=THNyQW13eEprcnNsYkdVMkttc3dpZz09 

사 회 : 이영주(서울과학기술대)

발표1 : 변상규(호서대) 

“TV홈쇼핑의사회후생연구”

논평1 : 박민수(성균관대)

발표2 : 김용희(숭실대)

“D.N.A.(Data, Network, AI) 성공을위한

정책우선순위방향 (ANP와 ISM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평2 : 이상원(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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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40)
Zoom Link : https://zoom.us/j/97994517017?pwd=OElxMVRxd2lRTm1NbmRzNlplS0cvUT09 

사 회 : 최정규(경북대)

발표1 : 박설안(경북대박사과정)

“가족주의와혐오”

논평1 : 김진영(건국대)

발표2 :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광공업업종별자료를이용한중국

기업부채리스크평가”

논평2 : 서봉교(동덕여대)

제5 분과회의 (5일10:50 - 12:10)
Zoom Link : https://zoom.us/j/97994517017?pwd=OElxMVRxd2lRTm1NbmRzNlplS0cvUT09 

사 회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1 : 박규호(한신대)

“탈추격시대혁신성장정책의양손잡이화?”

논평1 : 은종학(국민대)

발표2 : 이 근(서울대)*, DiQu(경제추격연구소), 

Zhuqing Mao(요하네스대)

“Global Value Chains,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Upgrading: Automotive 

Sectors in Malaysia, Thailand, and China 

in Comparison with Korea”

논평2 : 김계환(산업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5일12:10 - 12:40)

Zoom Link : https://zoom.us/j/97994517017?pwd=OElxMVRxd2lRTm1NbmRzNlplS0cvUT09

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제6 분과회의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8064160821?pwd=eUxnTktwbXhlK3p4czViRzc5RFBkQT09 

사 회 : 조재우(한성대)

발표1 : 전광섭(호남대)

“도시재생사업평가체계연구”

논평1 : 백성준(한성대)

발표2 : 이태희(한국건설산업연구원)

“중심시가지재생사례와시사점 : 

영국사례를중심으로”

논평2 : 김태황(명지대)

발표3 : 김우현(목원대), 정재호(목원대)

“부동산개발업제도의시행효과분석및

발전방안중요도”

논평3 : 조덕훈(세종사이버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5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8064160821?pwd=eUxnTktwbXhlK3p4czViRzc5RFBkQT09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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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4906738163?pwd=SlFpc3pLM2FRUytvbWhaTjYzNHFwQT09 

<정책분과: 부산테크노파크특별기획>

사 회 : 김상춘(영남대)

발표1 : 송병준(한국산업기술대) 

“스마트팩토리기반지역의제조혁신방안”

발표2 : 최수호(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 

“기술창업과지역뉴딜펀드활성화방안”

논 평 : 송재만(부산테크노파크), 

문홍섭(한국표준협회), 

유창호(부산대)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906738163?pwd=SlFpc3pLM2FRUytvbWhaTjYzNHFwQT09

사 회 : 최창곤(전북대)

발표1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산업단지연계성강화에따른생산및

고용효과분석“

논평1 : 박추환(영남대)

발표2 : 김지혜(서울대BK21)

“외환시장개입정책이환율에미치는

영향분석”

논평2 : 박갑제(경남대)

발표3 : 윤진영(서강대박사과정)

“Multinational Factoryless Goods 

Producers and Expansion of Wholesale & 

Retail Industry in Korea”

논평3 : 손기윤(인천대)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4906738163?pwd=SlFpc3pLM2FRUytvbWhaTjYzNHFwQT09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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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2188884746?pwd=UFJ4WGhPdEhUMWFqQWQ5NUpqQVEwQT09 

사 회 : 이진면(산업연구원)

발표1 : 김정현(고려대)

“글로벌가치사슬참여가산업별부가가치

및산업구조변화에미치는영향”

논평1 : 권태현(한국은행)

발표2 : 박가영(한국외대)

“Embodied Services in Exports by Korea”

논평2 : 김바우(산업연구원)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188884746?pwd=UFJ4WGhPdEhUMWFqQWQ5NUpqQVEwQT09

사 회 : 이진면(산업연구원)

발표1 : 전우성(한국노동연구원)

“최근주요제조업의전후방연관계수

비교분석”

논평1 : 이용호(산업연구원)

발표2 : 김용준(성균관대)

“한국-인도네시아국제산업연관표의

시산표작성과분석”

논평2 : 부상돈(한국은행)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4일12:4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2188884746?pwd=UFJ4WGhPdEhUMWFqQWQ5NUpqQVEwQT09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제3 분과회의A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4355415187?pwd=THNyQW13eEprcnNsYkdVMkttc3dpZz09 

<국제경제/경제성장>

사 회 : 이재우(부산대)

발표1 : 김경민(계명대)

“Imported Intermediate Goods and 

Economic Growth”

논평1 : 전승훈(대구대)

발표2 : 김민정(충남대)

“Global Value Chain and Productivity”

논평2 : 서대교(건국대)

발표3 : 최남석(전북대)

“코로나19의한국산업파급효과

- 전국산업단지제조업을중심으로”

논평3 : 임규채(대구경북연구원)

발표4 : 김병우(교통대)

“수출주도전략의전환”

논평4 : 유경원(상명대)

제3 분과회의B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6254656338?pwd=RUVqUHdkQVpOMEFocVYxK2R0S056QT09

<노동/산업경제>

사 회 : 손수석(경일대)

발표1 : 정재현(부산대)*, 홍지훈(부산대)

“직무자동화가중고령자노동시장재진입에

미치는영향에대한실증분석”

논평1 : 이찬영(전남대)

발표2 : 최창곤(전북대)

“저금리가일자리결합에미치는효과”

논평2 : 박재필(군산대)

발표3 : 김종한(경성대)

“부산지역기업의향상훈련필요인원

결정요인분석”

논평3 : 홍지훈(부산대)

발표4 : 김동운(동의대)

“Holding Companies in Business Groups: 

A History of 20 Years”

논평4 : 이승준(보험연구원)

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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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II : 코로나19 그리고에너지전환과그린뉴딜

•일시 : 2월 4일(목), 16:30-18:0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사 회 : 조홍종(단국대)

발표1 : 조용성(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아름(에너지경제연구원)

“Review of Ongoing Debates and 

Research Associated with Energy 

Transition Policy in Korea”

발표2 : 김호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그린뉴딜, 경제적효율성과지속가능성”

발표3 : 최봉석(국민대)*, 박호정(고려대)

“코로나19 확산이거시경제에미치는

영향분석”

2/5(금) 오전, 한국경제학회제4 분과회의로진행

특별세션 IV : 인구고령화

•일시 : 2월 5일(금), 09:20-10:5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사 회 : 양현주(서강대)

발표1 : 김도형(명지대)

“국민연금소득심사제도와고령층

노동공급”

발표2 : 이시하(McMaster University)

“Spousal Labor Supply, Caregiving, and 

the Value of Disability Insurance”

발표3 : 한요셉(KDI)

“정년연장이생애주직장의퇴직, 재취업및

근로소득에미치는효과”

특별세션 I : 온라인거래플랫폼시장의현황과정책이슈

•일시 : 2월 4일(목), 09:20-10:5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사 회 : 한종희(연세대)

발표1 : 강형구(한양대)

“플랫폼과통합전략”

발표2 : 윤경수(가천대)

“온라인거래플랫폼과경쟁정책”

발표3 : 이경원(동국대)

“온라인플랫폼의공정경쟁이슈”

종합토론 : 양용현(KDI), 최난설헌(연세대)

특별세션 II : 환경이슈와경제정책

•일시 : 2월 4일(목), 11:00-12:3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2107919744?pwd=cTFrOWc5cDlLTW9RM3hFZ0EwNmV2dz09

사 회 : 박성훈(조선대)

발표1 : 박호정(고려대)

“탄소중립은지속가능경제성장과양립

하는가?: 램지모형의적용”

발표2 : 오형나(경희대)

“세계배출권가격의동조성”

발표3 : 이상호(전남대), 박철희(전남대)

“Environmental Regulation and 

Privatization Policy: Emission Taxes versus 

Green R&D Subsidies”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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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V : Productivity : Micro-Level Analysis and
Findings

•일시 : 2월 5일(금), 11:00-12:3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사 회 : Kwon, Hyeog Ug(Nihon University)

발표 1 : Kim, Jae-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Analysis of Heterogeneity in Micro-Level 

Productivity”

발표2 : Kwon, Hyeog Ug(Nihon University)

“The Effect of aging of employees on 

Productivity, Physical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Listed Firm Database”

발표3 : Han, Hyoungmin(KIEP), 

Kim, Jae-Young(Seoul National University), 

Oh, Soohyun(KIEP) and 

Soonhyun Kwon(Seoul National University)

“New Empirical Findings on Total Factor 

Productivity in Korean Industries”

특별세션VI : Productivity, Innovation and Economic
Effects

•일시 : 2월 5일(금), 16:30-18:00

• Zoom Link : https://us02web.zoom.us/j/88264369021?pwd=clZwYXdGNnhSeFRFdUNQcXNnK1J6UT09

사 회 : Kim, YoungGak(Senshu University)

발표 1 : Kim, YoungGak(Senshu University)

“Causes of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of Japan: Analyses Using 

Micro Data”

발표2 : Shim, Jungwook(Kyoto Sangyo University)

“Dynastic Control without Ownership: 

Evidence from Post-war Japan”

발표3 : Kwon, Seokbeom(University of Tokyo)

“Chasing Two Hares at Once? Effect of 

Joint Institutional Change for Promoting 

Commercial Use of University Knowledge 

and Scientific Research”

특별세션V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1

•일시 : 2월 5일(금), 09:20-10:5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사 회 : 이우진(고려대)

발표1 : 김을식(경기연구원)*, 

이한주(경기연구원), 조무상(경기연구원)

“1차재난지원금의소비진작효과”

발표2 : 김미루(KDI)*, 오윤해(KDI)

“1차긴급재난지원금정책의효과와

시사점”

발표3 : 강창희(중앙대)*, 이우진(고려대), 

우석진(명지대)

“2020년제1차재난지원금이가구소비에

미친영향: “가계동향조사”를이용한분석”

특별세션VIII : 경제학연구특별세션2

•일시 : 2월 5일(금), 11:00-12:3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사 회 : 유영성(경기연구원)

발표1 : 강창희(중앙대)*, 

강지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성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화폐가지역의고용에미치는영향”

발표2 :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환웅(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역화폐도입이지역경제에미친영향”

발표3 : 윤성진(경기연구원)*, 유영성(경기연구원)

“경기도지역화폐의소상공인활성화

효과분석: 코로나위기대응을중심으로”

논 평 : 한치록(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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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8531443412?pwd=eElsVWdHZWxUaEpCM1RVNzA0bHRxdz09

사 회 : 김재영(서울대)

발표1 : 한효진(한양대)

“Jackknife GMM with Many Weak 

Moments and a Singular Covariance 

Matrix”

발표2 : 백예인(Peking University HSBC Business School)

“Estimation of a Structural Break Point in 

Linear Regression Models”

발표3 : 성다경(University of Sydney)

“Binary Response Model with Many Weak 

Instruments”

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031110308?pwd=bkJ0d005b2l2UnFXcERTU0VRZ1JiQT09 

사 회 : 김태봉(아주대)

발표1 : 박철범(고려대)

“What Drives Housing Price Movements? 

Evidence from South Korea”

발표2 : 한종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Fiscal Cos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Korea”

발표3 : 김형석(KAIST)

“Wealth Inequality, Labor Market 

Arrangements and the Safe Asset 

Shortage”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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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IX : 경제학연구특별세션3

•일시 : 2월 5일(금), 16:30-18:00

• Zoom Link : https://zoom.us/j/99173074049?pwd=b3UxTG5BNFgvYXQ3Wm9KMlJnZXFGdz09

사 회 : 이철희(서울대)

발표1 : 고강혁(고려대)*, 김성훈(싱가포르경영대학)

“Do COVID-19 Stimulus Payments 

Stimulate the Economy? Evidence from 

Card Transaction Data in South Korea”

발표2 : 홍민기(한국노동연구원)

“코로나19와재난지원금이소비지출에

미친영향”

발표3 : 이철희(서울대)*, 이수진(서울대)

“코로나19 대응아동돌봄쿠폰지급이

가구소비지출에미친효과”



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8531443412?pwd=eElsVWdHZWxUaEpCM1RVNzA0bHRxdz09

사 회 : 이우진(고려대)

발표1 : 황성화(KAIST)*, 백소성(KAIST)

“Auction Design with Ambiguity”

논평1 : 박재옥(연세대)

발표2 : 장두석(울산대)

“Influences of Reciprocity on a Consumer 

Boycott in an Experiment”

논평2 : 김철영(연세대)

발표3 : 김영철(서강대), 김슬기(서강대)

“Coed vs Single Sex Schooling: Mental 

Health and Non-Cognitive Outcomes”

논평3 : 박윤수(숙명여대)

발표4 : 김정유(경희대)

“Proposing new equilibrium concepts in 

dynamic games with noisy signals”

논평4 : 이종재(우한대)

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8531443412?pwd=eElsVWdHZWxUaEpCM1RVNzA0bHRxdz09

사 회 : 이영훈(서강대)

발표1 : 양현주(서강대)*, 홍지연(홍콩과기대), 

박선경(인천대)

“The Authoritarian Legacies of a Village 

Development Program

발표2 : 김준성(경희대)*, 

Asad Islam(Monash University), 

Suyong Song(University of Iowa), 

Yves Zenou(Monash University)

“Network Formation with Unobserved 

Homophily: Identification and Evidence 

from Bangladesh

발표3 : 남경식(에너지경제연구원) 

“Estimating the Dynamic Effects of Global 

Temperature Cycle on World Business 

Cycle”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031110308?pwd=bkJ0d005b2l2UnFXcERTU0VRZ1JiQT09 

사 회 : 김형석(KAIST)

발표1 : 강규호(고려대)

“The Bank of Korea Watch”

발표2 : 김성은(세종대)

“The Consumption Response to Universal 

Payments under the COVID-19 

Pandemic: Case of South Korea”

발표3 : 김지희(KAIST) 

“Teaching Machines to Measure 

Economic Activities from Satellite Images: 

Challenges an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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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809968336?pwd=N2R3K0Z6TzVDV2daeW8xeDFNNmJldz09

<KIFA-BOK Session>

사 회 : 박대근(한양대)

발표1 : 김용건(한국은행경제연구원)*, 

김소영(서울대)

“재원조달방법에따른재정지출승수추정”

논평1 : 김윤미(서울시립대)

발표2 : 이남강(한국은행경제연구원)

“Vulnerable Growth: A Revisit”

논평2 : 이동진(상명대)

발표3 : 조강철(한국은행경제연구원)

“The Effects of Offshoring on the Gender 

Hours Gap in the US”

논평3 : 주동헌(한양대)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638018687?pwd=bzM0Q1dITTRheERzNlVLMDV4ZmEyZz09

사 회 : 채희율(경기대)

발표1 : 김용식(한국거래소)*, 류두진(성균관대)

“Firm-specific or Market-wide 

Information: How Does Analyst Coverage 

Influence Stock Price Synchronicity?”

논평1 : 지인엽(동국대)

발표2 : 문성만(전북대)*, 김성훈(연세대)

“House price Predictability and 

Demographic Structure: Evidence from a 

Long-horizon International Data”

논평2 : 임태준(동국대)

발표3 : 김진용(서울시립대)*, 

김건호(Yeshiva University), 이정환(한양대)

“Efficient Mimicking Portfolios in Asset 

Pricing Tests”

논평3 : 김용식(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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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9809968336?pwd=N2R3K0Z6TzVDV2daeW8xeDFNNmJldz09 

사 회 : 백승관(홍익대)

발표1 : 최상엽(연세대)

“Brave New World? Bitcoin is not the New 

Gold: Understanding Cryptocurrency 

Price Dynamics”

논평1 : 조인숙(연세대)

발표2 : 박종호(숭실대)*, 김희동(Baruch College)

“U.S. Monetary Policy Spillover to 

Emerging Economy Corporate Bond 

Market”

논평2 : 변혜원(보험연구원)

발표3 : 김수현(한국은행)

“Macroeconomic and Financial Market 

Analyses and Predictions through 

Deep Learning”

논평3 : 이종화(연세대)

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9638018687?pwd=bzM0Q1dITTRheERzNlVLMDV4ZmEyZz09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최혜린(숭실대), 박단비(강원대)*

“The Effect of Multinationals’Downsizing 

on the Domestic Labor Market”

논평1 : 김연준(충북대)

발표2 : 김도연(영남대)

“무역다양성과변동성의상관관계”

논평2 : 노을아(연세대박사과정)

발표3 : 고덕기(연세대박사과정)

“외환시장금융불안이기업투자에미치는

영향분석: 국내제조기업을중심으로”

논평3 : 안현미(기업지배구조원)

한국국제금융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20)
Zoom Link : https://zoom.us/j/99410390537?pwd=SkZoTjh1TWFCMmZBMkp6bkpma1lJdz09 

<Special Session : International Trade>

사 회 :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명예이사장)

발 표 : Anne O. Krueger(Johns Hopkins Univ.)

“International Trade: What Everyone 

Needs to Know”

논 평 : Douglas A. Irwin(Dartmouth College), 

박태호(법무법인광장국제통상연구원원장)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통상학회

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9809968336?pwd=N2R3K0Z6TzVDV2daeW8xeDFNNmJldz09

사 회 : 유재원(건국대)

발표1 : 황설웅(한국은행)*, 김소영(서울대)

“아시아와라틴아메리카의경기변동”

논평1 : 박선영(동국대)

발표2 : 이종욱(서울여대)

“소규모개방경제의저성장시대의투자와

FDI: 통화정책한계”

논평2 : 이정욱(한국은행)

발표3 : 허 인(가톨릭대)*, 정용국(서울시립대)

“코로나19 재확산시신흥국금융리스크

점검및대응방안”

논평3 : 손종칠(한국외대)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4일12:30 - 13:30)

Zoom Link : https://zoom.us/j/99809968336?pwd=N2R3K0Z6TzVDV2daeW8xeDFNNmJld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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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330695232?pwd=OFM2TmFpaFEvdDBmVE1yVHV5bXg3dz09

사 회 : 김 신(한국행정연구원)

발표1 : 이혁우(배재대)

“칸막이규제의진화와규제관리의동학”

논평1 :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발표2 : 최성락(동양미래대)

“포괄적네거티브전환규제개혁의유형

분석”

논평2 : 배관표(충남대)

발표3 : 이영환(원광보건대)

“The Effects of Korean Domestic 

Environmental Regulations on Korean 

Trade Performance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논평3 : 양준석(가톨릭대)

한국규제학회

한국규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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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5일10:30 - 12:40)
Zoom Link : https://zoom.us/j/99410390537?pwd=SkZoTjh1TWFCMmZBMkp6bkpma1lJdz09 

<학술세션1>

사회1 : 송백훈(동국대)

발표1 : 김동현(대외경제무역대)

“Exporters Are Cleaner Than You Think: 

Theory and Evidence from Chinese Firm-

level Data”

논평1 : 최보영(경북대)

발표2 : 정주영(경희대)

“Heterogeneous Effects of Trade 

Agreements Across Products With 

Different Skill and Technology Intensity”

논평2 : 성한경(서울시립대)

<학술세션2>

사회2 : 김한성(아주대)

발표1 : 최혜린(숭실대)

“The Effect of Export Credit Insurance on 

Export Performance: An Empirical 

Analysis”

논평1 : 장용준(경희대)

발표2 : 정재욱(서강대)

“The Dynamic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Liberalization: Entry Timing of 

Exporters and Financial Development”

논평2 : 현혜정(경희대)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5일12:4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9410390537?pwd=SkZoTjh1TWFCMmZBMkp6bkpma1lJdz09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323581936?pwd=cE1BU0VZQlhZOS9XOVNyTmtmT1RUdz09

사 회 : 구형건(아주대)

발표1 : 도연우(경북대)*, 김상배(경북대)

“주식시장유동성과유가불확실성”

논평1 : 남유상(부산대)

발표2 : 리자청(부산대)*, 윤성민(부산대)

“The Influence of the Economic Variables 

on the Chinese B-Share Markets”

논평2 : 도연우(경북대)

발표3 : 남유상(부산대)*, 강상훈(부산대)

“코로나19가가상화폐시장의허딩현상에

미친영향”

논평3 : 리자청(부산대)

한국금융공학회총회 (4일12:30 - 14:00)

Zoom Link : https://zoom.us/j/98811585164?pwd=WFVlSWwyTnh1VHRLRno0M2liKzhNQT09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8811585164?pwd=WFVlSWwyTnh1VHRLRno0M2liKzhNQT09

사 회 : 손판도(동아대)

발표1 : 임현철(전남대)

“지수시장에내재된위험중립확률분포를

생성하는개선된방법”

논평1 : 배광일(전남대)

발표2 : 허정규(전남대)*, 박경현(서울대), 

전재기(서울대)

“Huge Networks Would Eliminate the 

Necessity of Pricing Formulas”

논평2 : 장호규(충남대)

발표3 : 구본우(충남대)*, 최재인(충남대), 

권택호(충남대)

“미국주식시장에대한한국주식시장의

동조화와투자심리”

논평3 : 김가람(한국자산평가)

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8811585164?pwd=WFVlSWwyTnh1VHRLRno0M2liKzhNQT09

사 회 : 송수영(중앙대)

발표1 : 손판도(동아대)

“내부통제부재가자본비용에미치는영향”

논평1 : 김민직(서울대증권금융연구소)

발표2 : 송민찬(성균관대)*, 류두진(성균관대)

“기계학습기반기업신용정보표본DB 

분석을통한채무불이행예측방향성제시”

논평2 : 허정규(전남대)

발표3 : 김민직(서울대증권금융연구소)

“Strategic Behaviors and Information 

Cost under Money Illusion”

논평3 : 임현철(전남대)

한국금융공학회

한국금융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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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282489911?pwd=RFV4OGJmTjZ6NzdUaFRXdU1NR2VoQT09

사 회 :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발표1 : 최우진(한국개발연구원)*, 

편주현(고려대), 윤영진(한국은행)

“Reserve Accumulation and Firm 

Investment: Evidence from Matched 

Bank-Firm Data”

논평1 : 임현준(한국은행)

발표2 : 권준엽(경북대)*, 한광석(포스텍), 

원동철(아주대)

“Equilibrium with Information Acquisition 

under Ambiguity”

논평2 : 이정환(한양대)

발표3 : 이혜림(서울대)

“기업의도덕적해이문제와파산위험을

고려한최적자본구조”

논평3 : 고제헌(주택금융연구원)

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7493678458?pwd=VmFmSytJaWtYUGJOaVYrWXc1NjFqQT09

사 회 : 이항용(한양대)

발표1 : 최영준(한국은행)*, 손종칠(한국외대)

“자본유입과물가상승률간의동태적상관

관계분석: 아시아의8개국소규모

개방경제를중심으로”

논평1 : 김경훈(홍익대)

발표2 : 김경훈(대한상공회의소SGI)*, 

임산호(성균관대)

“Bond Holding Dynamics by the Hedging 

Motive Against Real Exchange Rate Risk”

논평2 : 박광용(한국은행)

발표3 : 이선호(고려대)*, 강규호(고려대)

“Bridging International Comovements in 

Inflation and Interest Rates”

논평3 : 박미숙(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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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A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3733400390?pwd=K1E0TkVnOFd5T09kQU51ME8zTlM2UT09

<금융제도>

사 회 : 강경훈(동국대)

발표1 : 강성호(금융위원회, 동국대)

“보증보험시장경쟁현황및개편방안”

논평1 : 한재준(인하대) 

발표2 : 양기진(전북대) 

“빅테크내전자지급거래의청산집중의무에

대한검토-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

(윤관석의원안)을중심으로”

논평2 : 천창민(서울과학기술대)

제6 분과회의B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7994517017?pwd=OElxMVRxd2lRTm1NbmRzNlplS0cvUT09 

<금융투자분과>

사 회 : 빈기범(명지대)

발표1 : 강 민(강남대)*, 정우성(서울대)

“주가의단기평균회귀현상에관한연구

- 거래량효과를중심으로”

논평1 : 구본하(동국대)

발표2 : 라혜림(명지대)*, 빈기범(명지대) 

“한국주식시장에서공매도가외국인

거래손익에미치는영향에관한실증분석”

논평2 : 왕수봉(아주대)

발표3 : 신동훈(인하대) 

“기하브라운모형을따르는KOSPI 

주식들의최적페어트레이딩적용및성과”

논평3 : 윤선중(동국대)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5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3733400390?pwd=K1E0TkVnOFd5T09kQU51ME8zTlM2UT09

한국금융정보학회

한국금융정보학회



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282489911?pwd=RFV4OGJmTjZ6NzdUaFRXdU1NR2VoQT09

사 회 : 이민환(인하대)

발표1 : 이종욱(서울여대)

“저성장한국경제에서지속성장과투자위한

통화정책필요한가? - 통화정책목표

재설정시점-”

논평1 : 임근형(한국은행)

발표2 : 유진영(성균관대)*, 류두진(성균관대)

“Who Drives Microstructural Liquidity 

Dynamics Around Macroeconomic 

Announcements?”

논평2 : 최우진(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현정환(동국대)

“코로나19 팬데믹이후기업현금보유

패턴의변화에대한연구”

논평3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7493678458?pwd=VmFmSytJaWtYUGJOaVYrWXc1NjFqQT09

사 회 : 허준영(서강대)

발표1 : 박웅용(서울대)*, 

이재원(University of Virginia)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Price 

Stickiness and Inflation Stability”

논평1 : 어윤종(고려대)

발표2 : 어윤종(고려대)*, 

Denny Lie(University of Sydney)

“Optimal Interest-Rate Rules: What 

Should a Central Bank Target?”

논평2 : 박웅용(서울대)

발표3 : 허준영(서강대)

“통화정책운영체제별정책효과비교, 분석”

논평3 : 김태봉(아주대)

2/5(금) 오전, 한국금융학회제4, 5 분과회의로진행

제4 분과회의A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904018482?pwd=WXJLdGpzZjdJQXAzYWs2TFpDWWdSQT09

사 회 : 전주용(동국대)

발표1 : 권재현(인천대)

“사모펀드권유규제와개인투자자보호”

논평1 :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보석요(한양대)*, 이창민(한양대), 

최한수(경북대)

“Does the Market Discipline Work? 

Evidence from Chaebol Tycoon’s 

Corporate Fraud in Korea”

논평2 : 안성진(북경대)

발표3 : 이기영(한국개발연구원)

“기업자금조달비용에영향을미치는

비재무적요인및국내금융시장내

시장규율분석: 기업규모와신용평가간

상관관계를중심으로”

논평3 : 현정환(동국대)

제4 분과회의B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2867090046?pwd=czEzRElja3RlMVFoS1RQaWZEZFpTUT09 

사 회 : 정국모(서강대)

발표1 : 강기윤(연세대)

“Cryptocurrency and Double Spending 

History: Transactions with Zero 

Confirmation”

논평1 : 권오익(한국은행)

발표2 : 김효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암호화자산이국경간자본흐름에

미치는영향”

논평2 : 안영빈(중국허난대)

발표3 : 이승덕(성균관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Inflation 

Tax, and Central Bank Independence”

논평3 : 양훈식(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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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2188884746?pwd=UFJ4WGhPdEhUMWFqQWQ5NUpqQVEwQT09

사 회 : 김인숙(신한대)

발표1 : 최승노(자유기업원)

“부동산의공공성문제”

논평1 : 김승욱(중앙대), 조성봉(숭실대)

발표2 : 황희영(코트디부아르펠릭스우푸에부아니대)

“아프리카의시간관과경제발전”

논평2 : 이홍구(건국대), 이윤재(숭실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4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2188884746?pwd=UFJ4WGhPdEhUMWFqQWQ5NUpqQVEwQT09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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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904018482?pwd=WXJLdGpzZjdJQXAzYWs2TFpDWWdSQT09

사 회 : 전성인(홍익대)

발표1 : 전성인(홍익대)

“마이데이터산업의발전을위한정책과제”

논평1 : 이순호(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양기진(전북대)

“개인정보활용관련법적이슈의연구

- 건강정보의상업적활용을중심으로”

논평2 : 김정인(전KCB연구소장)

발표3 : 강경훈(동국대)

“정보경제학관점에서본그림자금융

(비은행금융중개)의시스템리스크와

정책과제”

논평3 : 한재준(인하대)

제5 분과회의B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867090046?pwd=czEzRElja3RlMVFoS1RQaWZEZFpTUT09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박하일(경희대)*, Wenbo Wang(경희대)

“How Vulnerable Are Financial Markets 

to COVID-19? ”

논평1 : 김경훈(홍익대)

발표2 : 서재현(국민대)

“The Effects of Capital Flight on Growth 

and Investment in Emerging Markets”

논평2 : 송원호(중앙대)

발표3 : 김경곤(한국국방연구원)*, 

박도영(아칸소대)

“Can the Federal Reserve Save the 

Environment?”

논평3 : 최문정(한국은행)



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4434551974?pwd=OVNxMTBqdXFwMmRFK0RvenhZcCtuQT09

<노동복지세션>

공동주최 : 한국노동경제학회, 

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연구원

사 회 :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발표1 : 박찬임(한국노동연구원)

“비정형근로자확대에따른산재보험

역할강화”

논평1 : 전병유(한신대), 강순희(근로복지공단)

발표2 : 오종은(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적용이기업운영에미치는영향”

논평2 : 한정숙(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발표3 : 이승욱(근로복지연구원)

“산재보험직업재활서비스의사회적

가치분석”

논평3 : 나동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2/5(금) 오전, 한국노동경제학회제4, 5, 6 분과회의로진행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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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7588037023?pwd=cTlLclUxZTFqVjNMcWY1OXZuUEdQQT09

<젠더/비정규직세션>

사 회 : 채창균(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1 : 고영근(서강대박사과정), 안태현(서강대)

“핵심자기평가와초기노동시장의성별

임금격차”

논평1 : 최재성(성균관대)

발표2 : 박철성(한양대)

“A Study on the Causal Effect of Chlidbirth 

on Female Labor Supply in Korea”

논평2 : 손혜림(서울시립대)

발표3 : 김명환(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기승(부산대)

“The Effect of Irregular Worker Protection 

Law on the Payment Rate of Welfare 

Benefits”

논평3 :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7588037023?pwd=cTlLclUxZTFqVjNMcWY1OXZuUEdQQT09

<정년연장/근로시간세션>

사 회 : 이인재(인천대)

발표1 : 최영준(한국은행)

“정년연장과임금피크제도입의기업생산성

및임금에대한영향분석”

논평1 : 한요셉(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이해춘(성균관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에따른고용효과

- 소프트웨어산업을중심으로”

논평2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3 : 이찬영(전남대), 조은지(전남대대학원생)

“도구변수법을적용한지역노동시장에서

내외국인력의대체성분석”

논평3 : 고강혁(고려대)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7518402139?pwd=MVZ3SmVxclVtTENUT1dZSTFUNEJnZz09

사 회 : 백승우(전북대)

발표1 : 이상호(영남대), 문성혜(영남대)

“이상기상에따른농업부문취약성평가

지표및분석”

논평1 : 임송택(에코네트워크)

발표2 : 임창식(서울대), 임정빈(서울대)

“신선편이농산물사용이외식업체경영성

과에미치는영향분석- CEM 기법을

중심으로”

논평2 : 김상덕(농협미래경영연구소)

발표3 : 정다은(단국대), 양성범(단국대), 

이춘수(순천대)

“쇠고기및돼지고기부정유통개선의

경제적효과분석”

논평3 : 이상호(영남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7518402139?pwd=MVZ3SmVxclVtTENUT1dZSTFUNEJnZz09

사 회 : 정원호(부산대)

발표1 : 이춘수(순천대), 송경환(순천대), 

정종영(순천대)

“전남지역여성농업인실태조사를통한

여성농업인육성방안”

논평1 : 김기흥(충남발전연구원)

발표2 : 이상호(영남대), 문성혜(영남대)

“기후변화취약성평가를위한지표선정

및분석”

논평2 : 이강일(창원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6

제6 분과회의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7588037023?pwd=cTlLclUxZTFqVjNMcWY1OXZuUEdQQT09

<코로나/구조변화세션>

사 회 : 김대일(서울대)

발표1 : 최창곤(전북대)

“코로나충격과고용변동추이”

논평1 : 박지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발표2 : 이용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코로나19가임금노동자의노동조건에

미친영향- 고용형태차이를중심으로”

논평2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발표3 : 강창희(중앙대), 정희진(한국은행)

“2013년법정정년연장이사업체의

고용규모에미친영향 :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이용한분석”

논평3 : 문성혁(서울대)

발표4 : 이재준(한국개발연구원), 김정호(아주대)

“한국경제의노동생산성과임금격차의

측정및원인분석”

논평4 : 전수민(건국대)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7588037023?pwd=cTlLclUxZTFqVjNMcWY1OXZuUEdQQT09



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118112577?pwd=OWlyd2tab1BtdU9iWUFwOWRKb0drdz09 

사 회 : 임송수(고려대)

발표1 : 김종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브라질바이오에탄올가격전이형태분석”

논평1 : 전상곤(경상대)

발표2 : 김채리(서울대), 김관수(서울대)

“Quality and Export Performance of 

Prepared Foods Trade”

논평2 : 김승규(경북대)

발표3 : 장도환(서울대), 이승훈(서울대), 

임정빈(서울대)

“북한의농산물무역및매체동향분석을

통한남북유망협력품목발굴에대한연구”

논평3 : 최장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767796814?pwd=eUJMejByVU96NHpBenExcXg2VkpuZz09 

사 회 : 안동환(서울대)

발표1 : 김용준(경기연구원), 

김영준(Food&Agricultural Policy Research

Institute)

“Contract Work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1 : 김화년(제주대)

발표2 : 김정환(강원대), 이지용(강원대)

“헤도닉가격접근법에기반한도심하천의

경제적가치평가: 춘천시공지천을

중심으로”

논평2 : 허등용(경북대)

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9118112577?pwd=OWlyd2tab1BtdU9iWUFwOWRKb0drdz09

사 회 : 김성용(경상대) 

발표1 : 이승훈(서울대), 임정빈(서울대)  

“외식업체영업이익변화요인분해

- 2017년대비2018년도외식업체의

급격한영업이익하락에대한해석”

논평1 : 박미성(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2 : 최 순(서울대), 김한호(서울대)

“식료품제조업체총요소생산성성장

요인분석”

논평2 : 조성주(제주대)

발표3 : 주현정(제주연구원), 임상수(조선대)

“축산물가격의수렴성검정에관한연구”

논평3 : 서동희(고려대)

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767796814?pwd=eUJMejByVU96NHpBenExcXg2VkpuZz09 

사 회 : 김태연(단국대)

발표1 : 임동근(서울대), 정진화(서울대)

“농업기술혁신의구조변화와농업노동에

대한영향”

논평1 : 강동우(한국노동연구원)

발표2 : 임지은(서울대), 정진화(서울대)

“취업자의농업부문진입과이탈요인”

논평2 : 엄진영(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하용현(서울대)

“인구이동으로살펴본지방소멸연구: 

지방소멸측정지수개선과인구이동

영향요인분석”

논평3 : 심재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업경제학회

한국농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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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5081975917?pwd=Q2I4UUQ3MFlITmJpTTFJNzhLVFlsQT09

사 회 : 박웅진(한국콘텐츠진흥원)

발표1 : 신혜린(고려대) 

“인공지능의윤리학: 문화컨텐츠

분야에서의알고리즘편향과재현의문제”

논평1 : 남주한(KAIST)

발표2 :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

“인공지능(AI)의문화예술법제에대한

도전과응전”

논평2 : 곽정민(법무법인클라스) 

발표3 : 김재현(파이터치원구원)

“문화산업내인공지능활성화방안”

논평3 : 김세현(한국인공지능협회)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5081975917?pwd=Q2I4UUQ3MFlITmJpTTFJNzhLVFlsQT09 

사 회 : 구문모(한라대)

발표1 :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유산영향평가(Heritage Impact 

Assessment; HIA)의국내도입에대한

타당성검토”

논평1 : 김 면(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 김남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화시설건립사업계획수립효율화를

위한연구”

논평2 : 고정민(홍익대)

발표3 : 전승훈(대구대)

“영화및공연예술에대한부가가치세

감면의경제적효과”

논평3 : 배원기(홍익대)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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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5341325861?pwd=YkhRSjIrZWtGWmNKMmJVdjhsU3VFQT09

사 회 : 윤상철(단국대)

발표1 : 정 웅(경찰대)

“시진핑(習近平) 시대중국수출신용보험의

운용성과와제도적과제”

논평1 : 최창열(서경대)

발표2 : 이학노(동국대)

“무역금융보험학회지메타분석과평가”

논평2 : 김태황(명지대)

발표3 : 박관용(동국대), 조우성(동국대)

“콘텐츠산업의중국진출에관한고찰”

논평3 : 이제홍(조선대)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5341325861?pwd=YkhRSjIrZWtGWmNKMmJVdjhsU3VFQT09

사 회 : 이승영(동국대)

발표1 : 박영준(단국대)

“단기수출보험선적후, 농수산물패키지, 

중소중견Plus+의차이및이로인한문제점”

논평1 : 유주선(강남대)

발표2 : 이제홍(조선대)

“인도와베트남이문화와케뮤니케이션

협상차이분석”

논평2 : 손승표(성결대)

발표3 : 유승균(동국대)

“타지키스탄진출을위한방안모색”

논평3 : 최혁준(평택대)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5341325861?pwd=YkhRSjIrZWtGWmNKMmJVdjhsU3VFQT09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10 - 11:00)
Zoom Link : https://zoom.us/j/92411806917?pwd=V09xOXpJa1g1YlljNFpMTE9OQkM5Zz09

사 회 : 고학수(서울대)

발표1 : 손호영(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비용편익분석에대한사법심사기준및

방법에관한연구- 미국의논의와

그시사점을중심으로-”

논평1 : 최한수(경북대)

발표2 : 정종구(변호사, 서울대)

“경연프로그램의순서효과 (복면가왕을

중심으로)”

논평2 : 김은수(서울대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발표3 : 이성섭(숭실대)

“시장이란무엇인가?”

논평3 : 이동진(서울대)

제2 분과회의 (4일11:15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411806917?pwd=V09xOXpJa1g1YlljNFpMTE9OQkM5Zz09 

사 회 : 이창민(한양대)

발표1 : 김정유(경희대)

“Joint Liability and Stochastic Shapley 

Value (공동불법행위에있어서의공정한

책임배분”

논평1 : 홍성훈(서울시립대)

발표2 : Masaki IWASAKI(서울대)

“Effects of External Whistleblower 

Rewards on Internal Reporting”

논평2 : 정다운(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법경제학회총회 (4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2411806917?pwd=V09xOXpJa1g1YlljNFpMTE9OQkM5Zz09

한국법경제학회

한국법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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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701705223?pwd=NThGWUEyaDhlZGwrNG9vMFhIcENkdz09

사 회 : 허순임(서울시립대)

발표1 : 이화영(하버드대), 김남희(연세대)

“4대중증질환자강화사업및치과보장성

강화에따른치과진료서비스이용및치과

미충족수요의변화 : 2012-2017 

한국의료패널자료를이용한다변량

이중차분분석”

논평1 : 허종호(국회미래연구원)

발표2 : 김우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구희조(연세대), 이혜재(우석대), 

한은아(연세대)

“The Effects of Pharmaceutical Cost 

Containment and Price Policies on 

Prescription Expenditure in South Korea”

논평2 : 김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3 : 정혜윤(연세대), 한유진(연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용과지출에대한

결정요인분석”

논평3 : 이호용(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6 분과회의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9410390537?pwd=SkZoTjh1TWFCMmZBMkp6bkpma1lJdz09 

사 회 : 김영진(한국비교경제학회회장, 한양대)

발표1 : 조영관(한국수출입은행)

“러시아경제엘리트변화와원인연구”

논평1 : 강명구(한국산업은행)

발표2 : 김성조(순천대)

“아베이후의일본정치경제: 4차산업혁명

시대의산업- 노동복지연계를중심으로”

논평2 : 염동호(한신대)

발표3 : 김영옥(법무법인경연)

“러시아분쟁해결문화와통상전략”

논평3 : 박지원(KOTRA)

한국비교경제학회총회 (5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9410390537?pwd=SkZoTjh1TWFCMmZBMkp6bkpma1lJdz09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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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A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266114214?pwd=b3lGYldtVWdReDlmbDFSTjdwL1dIZz09 

사 회 : 최 열(부산대)

발 표 : 정재호(목원대), 두주호(목원대박사과정)

“부동산개발효과지속성”

논 평 : 김갑열(강원대), 박 필(동서울대), 

송명규(단국대), 유원상(한양대), 

김재태(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 

김리영(고양시연구원), 홍성조(충북대), 

장인석(LH공사금융센터), 성주한(창신대)

제5 분과회의B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6526080386?pwd=cnhqV1doVWxueWpPQ3pwQllmazVFUT09

사 회 : 정상철(창신대)

발 표 : 이호병(단국대), 정복영(건축사)

“제4차산업혁명과부동산”

논 평 : 최차순(남서울대), 윤준선(강남대), 

전해정(상명대), 홍정의(한동대), 

한정희(대구대), 양영준(제주대), 

윤정득(한국지식재단), 윤영식(아주대)

한국부동산학회

한국부동산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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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A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491072054?pwd=NzVYWlRxZWxGcmlXT3JVS1NGTTFmdz09

사 회 : 서환주(한양대)

발표1 : 김동운(동의대)

“The Ownership Structure of Major 

Chabols: A Comparative Study”

논평1 : 남종석(경남연구원)

발표2 : 김주현(서울대)

“한국재벌의비주력업종진출요인에관한

연구(김기원학술상수상강연)”

논평2 : 송원근(경남과기대)

제4 분과회의B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192996653?pwd=QmtHT2FIYVVmZ3lnM0VidXFibW5uQT09

사 회 : 민병길(충남대)

발표1 : 이건우(고려대박사과정) 

“스라파체계와계산화폐”

논평1 : 백종성(경북대)

발표2 : 김명호(경북대석사과정) 

“분계점회귀분석을통한한국의구간

선형필립스곡선추정”

논평2 : 정상준(목포대)

제5 분과회의A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491072054?pwd=NzVYWlRxZWxGcmlXT3JVS1NGTTFmdz09

사 회 : 조복현(한밭대)

발표1 : 우경봉(한국방송통신대) 

“연령대별통일찬성, 반대비율고찰

-수도권데이터를중심으로-”

논평1 : 박순성(동국대)

발표2 : 김재훈(대구대) 

“경제학에서공간의문제”

논평2 : 정준호(강원대)

발표3 : 박지웅(영남대)

“팬데믹과초연결생존”

논평3 : 안현효(대구대)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B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192996653?pwd=QmtHT2FIYVVmZ3lnM0VidXFibW5uQT09

사 회 : 정세은(충남대)

발표1 : 김안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 숙련그리고기계학습”

논평1 : 김정우(한국노동연구원)

발표2 : 박성익(경성대), 류장수(부경대), 

조장식(경성대), 김종한(경성대)

“부산고용률부진의원인분석”

논평2 : 오종석(산업연구원)

발표3 : 류재린(국민연금연구원), 

김혜진(국민연금연구원)

“소득활동에따른노령연금의근로유인효과

분석”

논평3 : 김종호(부경대)

제5 분과회의C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628899614?pwd=WnFCR0s2MkYxT010QmsyQ1lDaWdQZz09

사 회 : 김정주(충남대)

발표1 : 이승은(영남대)

“분배적정의를위한응보개념의경제적

구체화연구”

논평1 : 이규상(아주대)

발표2 : 민병길(충남대), 박원익(경기연구원)

“국세통계로본금융위기이후근로소득

불평등: 세습중산층사회담론을중심으로”

논평2 :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892791960?pwd=Vmp6bGdZN0svelEyb25QQXBhekpJZz09 

발표1 : 김대종(세종대)

“지속가능기업에대한연구”

발표2 : 이해춘(성균관대), 김태영(경상대), 

도기현(한국노동연구원)

“공간경제모형을이용한산업단지연계의

일자리창출효과분석”

발표3 : 정호진(전북대), 

Dakshina G. De Silva(Lancaster University), 

Qianqian Wang(Henan University)

“Self-selection, Learning to Export, and 

Productivity Spillover for Exporting Directly: 

Evidence from China”

발표4 : 진형익(새로운기준lab), 이미숙(창원대)

“가짜뉴스에대한사회적인식과시사점: 

국민설문조사를중심으로”

발표5 : 홍성주(성균관대), 임상수(조선대)

“금융위기기간과이후아시아주식시장의

구조적변화에관한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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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819750498?pwd=RENkOG04N3lxZTJENW9XMGh5ZDkzdz09

사 회 : 안상훈(서울대)

발표1 :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GIST)

“코로나19에따른교육격차와대응방안”

논평1 : 김영철(서강대)

발표2 : 정은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로나감염병에대한사회정책적대응

- 긴급재난지원금을중심으로”

논평2 : 김영미(동서대)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601929130?pwd=ZTI0TzJGMk9vSzE5b1d1QWpxUytzQT09 

사 회 : 왕규호(서강대)

발표1 : 신은철(KAIST)

“Influencing the Influencers in Social 

Networks: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Approach”

논평1 : 김세민(연세대)

발표2 : 이성섭(숭실대)

“The Metrizability of Human Behavior as 

the Fundamental Problem of Bounded 

Rationality”

논평2 : 이규상(아주대)

발표3 : 김정유(경희대)

“An Economic Analysi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Liability”

논평3 : 윤경수(가천대)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4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1442823871?pwd=YW81azVadWJ5ZjFRQko5L3FiMTRHU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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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1442823871?pwd=YW81azVadWJ5ZjFRQko5L3FiMTRHUT09

사 회 : 김영산(한양대)

발표1 : 선주연(단국대)

“Player Mobility in Professional Baseball in 

Korea: Free Agent Pitchers are Free to 

Move?”

논평1 : 장혜리(상지대)

발표2 : 김상현(연세대)

“선형모형을이용한담합효과추정: 

순환형입찰을중심으로”

논평2 : 김현철(성균관대)

발표3 : 이기환(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영화시장배제행위규제의경제적

효과분석”

논평3 : 김인경(Nazarbayev University)

발표 4 : 유슬기(서강대)

“경쟁이극장의가격차별에미치는영향”

논평4 : 김건화(솔브릿지국제경영대)

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1442823871?pwd=YW81azVadWJ5ZjFRQko5L3FiMTRHUT09

사 회 : 윤충한(한양대)

발표1 : 정대영(포항공대)

“Too Much Is Too Bad:? The Strategic 

Complementarity Effect of? Unrelated 

News Media on Cryptocurrency Markets”

논평1 : 최동욱(상명대)

발표2 : 배진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Selling Shares to Budget-Constrained 

Bidders: An Experimental Study of the 

Proportional Auction”

논평2 : 최승주(서울대)

발표3 : 박민정(이화여대)

“Consistent Estimation of Peer Effects 

Using Group-Level Data”

논평3 : 이진혁(고려대)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796579948?pwd=bkphbWZXdm9LRXdjUkc3eCtZUHB3QT09

사 회 : 최원석(서울시립대)

발표1 : 김신언(서울지방세무사회)

“데이터소유권과과세문제”

논평1 : 도경화(건국대)

발표2 :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With & Post COVID19 Pandemic 시대

한국미래조세정책위기대응방향”

논평2 : 박상섭(수원과학기술대)

발표3 : 김세희(서울대박사과정), 이우종(서울대), 

박선영(서울대박사과정)*, 

선우희연(세종대)

“Busy Analysts in Uncertain Times”

논평3 : 조형진(인하대)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34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4434551974?pwd=OVNxMTBqdXFwMmRFK0RvenhZcCtuQT09

사 회 : 박경진(명지대)

발표1 : 이정현(명지대), 취칭칭(명지대)

“경제자유구청에서의외국인종업원을

위한정주환경개선”

논평1 : 김철영(명지대)

발표2 : 김철영(명지대)

“ESG성장률과재무성과성장률의관계: 

상장기업에대한잠재성장모형분석”

논평2 : 윤현중(강원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434551974?pwd=OVNxMTBqdXFwMmRFK0RvenhZcCtuQT09

사 회 : 윤현중(강원대)

발표1 : 민병로((주)힐스엔지니어링), 

윤종철((주)힐스엔지니어링), 

박명규(평택대)

“AI 기반의지능형자율주행로봇의관제및

스마트케어시스템개발”

논평1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2 : 김남현(예금보험공사), 이해춘(성균관대), 

이승렬(한국노동연구원)

“모빌리티혁명에따른생산및고용효과

분석”

논평2 : 박명규(평택대)

발표3 : 민병로((주)힐스엔지니어링), 

윤종철((주)힐스엔지니어링), 

박명규(평택대)

“영상처리를이용한물류로봇장애(이물질

및데미지) 측정및분석”

논평3 : 이창원(한양대)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6150598636?pwd=T2FyRktxOEVWUFhjclNPeWhBWUZnZz09

사 회 : 김진영(건국대)

발표1 : 김상호(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Temporal Changes in Factor Adjustment 

of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논평1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2 : 조 단(부산대)

“확률변경거리함수를활용한중국환경효율

성의분석”

논평2 : 최승문(건국대)

발표3 : 신호철(서울대)*, 전훈철(서울대), 

주병기(서울대)

“비례대표선거제와위성정당전략”

논평3 : 조석주(경희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6150598636?pwd=T2FyRktxOEVWUFhjclNPeWhBWUZnZz09

사 회 : 조성진(서울대)

발표1 : 옥승빈(서울대)*, 주병기(서울대), 

오성재(서울대)

“Inequality of Opportunity in Educational 

Achievement: A Cross-Country 

Comparison using TIMSS and PISA”

논평1 : 박윤수(숙명여대)

발표2 : 오성재(서울대)*, 주병기(서울대)

“대학입학과졸업후진로결정의기회불평

등에대한연구”

논평2 : 한요셉(KDI)

발표3 : 신지섭(서울대)*, 주병기(서울대)

“한국의소득기회불평등추세에대한연구”

논평3 :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4986196474?pwd=V3ZFZ2JzaXU5bHBTTUtWZG1xVExnZz09

사 회 :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1 : 김영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수범(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병권(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육아휴직및육아기단축근로제도와여성의

고용유지기간”

논평1 : 신위뢰(산업연구원)

발표2 : 김안나(연세대석박사통합과정), 

한유진(연세대)

“Explaining the Gender Gap in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in South Korea”

논평2 : 황지수(한국외대)

발표3 : 김새봄(서울대)

“여성이민자의취업결정요인분석: 

인적자본과가족구조의영향”

논평3 : 조인숙(연세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986196474?pwd=V3ZFZ2JzaXU5bHBTTUtWZG1xVExnZz09

사 회 : 한현옥(부산대)

발표1 : 윤미경(가톨릭대)

“아름다운재단희망가게사업: 경영컨설팅

및교육지원의사업성과영향에대한분석”

논평1 : 김영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2 : 이은형(국민대), 유재경(국민대), 

김나정(국민대)

“공인회계사의경력열망에미치는

선행요인연구: 남녀차이를중심으로”

논평2 : 선주연(단국대)

발표3 : 박경선(건강보험연구원)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the Utilization of Medical Services in 

Korea”

논평3 : 여정원(부산대)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4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4986196474?pwd=V3ZFZ2JzaXU5bHBTTUtWZG1xVExnZz09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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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580775983?pwd=YW1PdjVQSVkxdlcxSDBabElya1g1Zz09 

사 회 : 최영준(경희대)

발표1 : 김동구(에너지경제연구원)

“철강산업의온실가스배출탈동조화

국제비교”

논평1 : 김길환(계명대)

발표2 : 박성근(산업연구원)

“산업생산의당기예측에있어전력사용량의

유용성- 제조업을중심으로”

논평2 : 박성용(중앙대)

발표3 : 이도영(중앙대)*, 박성용(중앙대)

“An Empirical Test for Energy Intensity 

Convergence Using a Spatial Panel 

Approach”

논평3 : 이서진(홍익대)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7233456708?pwd=ZGF0QXJ5L2NkUGxHaGhxZ2hLREJnQT09

사 회 : 배정환(전남대)

발표1 : 허윤지(서울대)*, 전영섭(서울대), 

장희인(서울대) 

“A Fair and Stable Benefit-Sharing for the 

Northeast Asia Supergrid under Flexible 

Networks”

논평1 : 황원식(전북대)

발표2 : 유다경(부산대)*, 원두환(부산대)

“가정용전력소비량결정요인연구”

논평2 : 장희선(전북대)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4일12:30 - 13:30)

Zoom Link : https://zoom.us/j/93580775983?pwd=YW1PdjVQSVkxdlcxSDBabElya1g1Z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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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580775983?pwd=YW1PdjVQSVkxdlcxSDBabElya1g1Zz09

사 회 : 김수이(홍익대)

발표1 : 손인성(에너지경제연구원)  

“EU ETS 4기의주요제도설계가향후국내

배출권거래제운영에미칠영향분석”

논평1 : 이재형(SK텔레콤)

발표2 : 김지훈(연세대)*, 천도현(KAIST), 

조 훈(KAIST)

“탄소배출권제도하에서의화석연료

가격과신재생에너지발전간의관계연구”

논평2 : 이수민(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최봉석(국민대)*, 

이소영(에너지경제연구원)

“Optimal Dynamic Taxation with Vehicle 

Fuel Efficiency: Pigou Meets Ramsey”

논평3 : 김동구(에너지경제연구원) 

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7233456708?pwd=ZGF0QXJ5L2NkUGxHaGhxZ2hLREJnQT09

사 회 : 김동훈(연세대) 

발표1 : 박성용(중앙대), 주영찬(산동대)*

“Impact of Crude Oil Price Volatility on 

Stock Markets of Oil-importing 

Countries”

논평1 : 조홍종(단국대)

발표2 : 정진영(한전경영연구원)

“농사용전기화현상과연료비연동제

도입효과에관한실물옵션연구”

논평2 : 이상준(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임정민(에너지경제연구원)

“하향식감축부담분담에따른한국의

탄소예산과배출경로연구”

논평3 : 전우영(전남대)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A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7749906528?pwd=WE90N3BZYjdLY0ZtNEpsRU9aL3lRUT09

사 회 : 김우철(서울시립대)

발표1 : 염명배(충남대)

“문재인정부의확장재정과국가채무에

대한세가지질문”

논평1 : 이태석(한국개발연구원)

발표2 : 강지혜(서울대)*, 김소영(서울대)

“Future News, Forecast Errors and 

Nonfundamentalness of VAR Analysis for 

Fiscal Policy”

논평2 : 신석하(숙명여대)

발표3 : 강철승(중앙대)

“With & COVID19 Pandemic시대

미래재정정책방향”

논평3 : 심혜정(국회예산정책처)

제5 분과회의B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254075211?pwd=SzZKcS9oTURvMkVuOU9TYU1SZlg3UT09

사 회 : 이철인(서울대)

발표1 : 정호용(국민대)

“Fiscal Rule and Income Inequality”

논평1 : 이태환(세종대)

발표2 : 정성호(한국재정정보원)

“「데이터기반행정법시대」, 재정데이터

활용전략”

논평2 : 강성훈(한양대)

한국재정학회

한국재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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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A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1031110308?pwd=bkJ0d005b2l2UnFXcERTU0VRZ1JiQT09

사 회 : 최종수(전주대)

발표1 : 임상수(조선대)

“지방소비세확대가지방재정의형평성에

미친영향에관한연구”

논평1 : 이정국(가천대), 이상훈(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2 : 한재명(한국지방세연구원)

“사회기반시설투자에따른주택가격변동

분석: 판교역등지하철역신설사례를

중심으로”

논평2 : 이종하(조선대), 조무상(국회예산정책처)

제3 분과회의B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8996002396?pwd=ZWZUQjdTazdYTlJOUVFQdUI4UTkvUT09

사 회 : 김종웅(대구한의대)

발표1 : 우명동(성신여대)

“재정분권과균형간상충관계에대한

재인식”

논평1 : 유태현(남서울대), 오병기(광주전남연구원)

발표2 : 염명배(충남대)

“기본소득논의에대한역사적고찰및

각국의실험사례연구”

논평2 : 옥동석(인천대), 최병호(서울시립대)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4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1031110308?pwd=bkJ0d005b2l2UnFXcERTU0VRZ1JiQT09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1:50)
Zoom Link : https://zoom.us/j/97714264505?pwd=MHp6RWdGVHlDQTJwM1hiM2h2aHFSZz09

사 회 : 김행범(부산대)

발표1 : 정영화(전북대)

“Constitutional Rot and Legal Culture in 

Korea Politics”

논평1 : 음선필(홍익대), 고인석(호서대), 

이상학(국민대), 이종인(여의도연구원), 

김행범(부산대) 

발표2 : 이용식(법경제개발원, 조지아주립대로스쿨)

“Restrictions on Property Rights: 

Benevolent Intent, Disruptive Outcome 

- The Conundrum of South Korea’s 

Chonse Reform”

논평2 : 이상학(국민대), 김영신(계명대), 

안재욱(경희대)

발표3 : 송원섭(민주연구원)

“금융정책의비주류경제학적분석: 

행동경제학과정치경제학적방법론을

중심으로”

논평3 : 송정석(중앙대), 김진웅(동아대), 

이성규(안동대), 김영신(계명대)

발표4 : 이성규(안동대) 

“재정의지속가능성과세대간형평을

평가하기위한세대회계”

논평4 : 이강구(국회예산정책처), 최성희(계명대), 

구영완(충북대)

한국제도·경제학회“제4회한국제도·경제학술상”

시상식 (4일12:00 - 12:30)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4일12:30 - 12:50)

Zoom Link : https://zoom.us/j/97714264505?pwd=MHp6RWdGVHlDQTJwM1hiM2h2aHFSZz09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7714264505?pwd=MHp6RWdGVHlDQTJwM1hiM2h2aHFSZz09

개 회 (4일 09:00 - 09:20)

인사말 : 김승욱(한국제도·경제학회회장, 중앙대)

사 회 : 이성규(안동대) 

발표1 : 강정모(경희대)

“삼성은어떻게상표가치가세계제5위인

기업이되었을까?: 고(故) 이건희회장

추도사”

논평1 : 좌승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김정호(서강대), 

김승욱(중앙대및월드뷰)  

발표 2 : 정병석(한국기술교육대)

“대한민국은왜무너지는가?”

논평2 : 이성섭(숭실대), 장오현(동국대), 

안재욱(경희대), 신도철(숙명여대), 

김행범(부산대), 임병덕(법무법인천고)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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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214488087?pwd=RnNKS3BvYzJCZEg2MTRPdkNSNDdRZz09

사 회 : 이돈희(인하대)

발표1 : 박상현(동의대박사과정), 이경구(동의대)

“제조기업의공정혁신한계성과발전방향”

논평1 : 양동우(호서대)

발표2 : 선우희연(세종대), 박선현(서울대), 

이우종(서울대)

“소규모기업은왜쉽게성장하지못하는가? 

기업규모별연구개발활동의비교분석”

논평2 : 문두철(연세대)

발표3 : 심연수(경북대박사과정), 서정해(경북대)

“중소기업과대학간기술근접성이공동연구

개발성과에미치는영향: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논평3 : 박상문(강원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214488087?pwd=RnNKS3BvYzJCZEg2MTRPdkNSNDdRZz09

사 회 : 김판수(경북대) 

발표1 : 이재훈(한국외대), 김창대(동서대)

“판별분석모델을활용한소상공인

과밀업종분석”

논평1 : 전인우(중소기업연구원)

발표2 : 조재혁(경북대박사과정), 김성수(경북대)

“딥러닝기반한계기업예측모형에관한

연구 : 딥러닝기법의예측우수성검증을

중심으로”

논평2 : 오세환(경북대)

발표3 : 김영집(경북대박사과정), 

윌리엄훈세커(경북대)

“윤리적리더십, 지식공유의인지된비용과

지식공유간관계”

논평3 : 문재승(대전대)

발표4 : 정우진(경북대박사과정), 

윌리엄훈세커(경북대)

“조직행동분야의발언행동문헌검토”

논평4 : 최석봉(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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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2411806917?pwd=V09xOXpJa1g1YlljNFpMTE9OQkM5Zz09

사 회 : 박태식(전북대)

발표1 : 이춘근(경일대), 김호언(계명대)

“한·중·일간자동차산업의승수효과분해

비교분석”

발표2 : 김일태(전남대), 임영언(한남대)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와

지역경제: 일본의사례”

논 평 : 우 경(김포대), 김진찬(계명대)

사 회 : 박종찬(고려대)

발표1 :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경상대)

“지역경제지표추정방법에관한실증연구”

발표2 : 조현수(평택대), 

김동현(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현주(성결대), 곽은현(성결대)

“13개시·도공공기관이전에따른지역혁신

체제의효율성분석”

논 평 : 나주몽(전남대), 장인식(우송정보대)

<종합토론>

사 회 : 송해안(전주대)

논 평 : 김봉원(한국지역연구협동조합),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전광섭(호남대)

한국지역경제학회총회 (4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2411806917?pwd=V09xOXpJa1g1YlljNFpMTE9OQkM5Zz09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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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051688643?pwd=VmhFMHQwbitMOWViWUtjamhJTC9kUT09

사 회 : 김영용(전남대)

발표1 : 민경국(강원대)

“헌법경제학: 뷰캐넌의계약론적헌정주의

와하이에크의진화론적자유주의”

논평1 : 윤상호(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2 : 김영신(계명대)

“공기업가치평가에대한공공선택학적

분석”

논평2 : 정기화(전남대)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051688643?pwd=VmhFMHQwbitMOWViWUtjamhJTC9kUT09

사 회 : 안재욱(경희대)

발표1 : 김대종(세종대)

“아파트급등에대한시장경제해법연구”

논평1 : 곽은경(자유기업원)

발표2 : 정회상(강원대)

“이동통신시장에서초과지원금규제의효과”

논평2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3051688643?pwd=VmhFMHQwbitMOWViWUtjamhJTC9kUT09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

사 회 : 김강식(한국항공대)

발표1 : 김상철(한세대)

“경제민주화의해외사례연구”

논평1 : 임일섭(충남대)

발표2 : 백 훈(중앙대)

“The Reversal of the New German 

Question: European Identity Crisis and 

the German Ordoliberalism”

논평2 : 박종운(한국산업개발연구원)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

사 회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1 : 김동근(University of Oklahoma)

“Tacit Collusion and Price Dispersion in 

the Presence of Southwest Airlines”

논평1 : 김은경(경기연구원) 

발표2 : 백승헌(한국은행)

“Effects of Big Tech’s Entry into Financial 

Services: A Policy Perspective”

논평2 : 방만기(한양대)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3594156605?pwd=NURvN2hZM3NtZkZQVU5UamJUYTg3QT09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4847092491?pwd=YnAxa3BTTGZCdDM3Zkt0VVlFN0l6QT09

사회1 : 송계의(동서대) 

발표1 : 정준식(경남대)

“실질실효환율에따른마산항운영전략에

관한연구”

논평1 : 오용식(해양대),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노윤진(대구가톨릭대)

“평택항항만서비스품질결정요인에

관한연구”

논평2 : 오용식(해양대),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사회2 : 조진행(한라대) 

발표3 : 서수완(동서대)

“부산항항만배후단지투자유치개선방안에

관한연구”

논평3 : 김진환(한국방통대), 김선옥(창원대)

발표4 : 박창호(세한대)

“인천내항재개발사업분석에관한연구”

논평4 : 김진환(한국방통대), 김선옥(창원대)

사회3 : 안승범(인천대) 

발표5 : 나정호(전북연구원)

“지역거점항만의특성화발전전략연구”

논평5 : 박근식(중앙대), 이태휘(경남과기대)

발표6 : 박상형(한국해양대), 김시현(한국해양대)

“Ro-Ro 항만AGV 도입시뮬레이션”

논평6 : 박근식(중앙대), 이태휘(경남과기대)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41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4847092491?pwd=YnAxa3BTTGZCdDM3Zkt0VVlFN0l6QT09

사회4 : 김재봉(한국해양대)

발표7 : 임은정(산업연구원)

“글로벌공급망의형태결정요인분석”

논평7 : 이상윤(인하대), 김태우(유한대)

발표8 : 김정환(대구가톨릭대)

“태평양동맹(PA)과한국간교역활성화를

위한주요산업수출경쟁력분석”

논평8 : 이상윤(인하대), 김태우(유한대)

사회5 : 신승식(전남대)

발표9 : 백종실(평택대) 

“Covid 19 백신콜드체인동향”

논평9 : 김동윤(부산대), 박경희(부경대)

발표10 : 양정호(전주대)

“코로나19와운송계약상의법적문제”

논평10 : 김동윤(부산대), 박경희(부경대)

사회6 : 김청열(동명대)

발표11 : 한철환(동서대)

“Covid19에따른해운항만산업의대응방안”

논평11 : 김현덕(순천대), 강효원(안동대)

발표12 : 박병인(전남대)

“전세계국가의쌍무적정기선해운성과의

종단적분석”

논평12 : 김현덕(순천대), 강효원(안동대)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5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4847092491?pwd=YnAxa3BTTGZCdDM3Zkt0VVlFN0l6Q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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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B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3453877384?pwd=NE1MeFFTbzFDekNBUHNQcGFHNE42UT09

<미세먼지특성화대학원특별세션-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좌장1 : 김정인(중앙대)

발표1 : 서범근(한서대)

“항공기를이용한입체적미세먼지관측”

논평1 : 김세웅(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발표2 : 송지한(한서대)

“LNG연소시설에서의미세먼지배출특성

연구”

논평2 : 한세현(인하대)

좌장2 : 김종호(한서대)

발표3 : 김건우(중앙대)

“미세먼지저감을위한그린인프라도입

사례분석및제언”

발표4 : 황현식(중앙대)

“폐기물처리유형과대기오염도연관성분석”

발표5 : 안상준(중앙대)

“대기오염물질배출량과미세먼지농도의

상관관계”

종합논평 : 정용훈(고려대), 모정윤(조선대)

제1 분과회의A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2722248726?pwd=RitTdnlxODlFVll6czlTTEpUeTZhdz09 

<일반세션1>

좌 장 : 권오상(서울대)

발표1 : 김현석(한국개발연구원)

“재생에너지발전시설과외부효과 : 

주택거래가격을중심으로”

논평1 : 홍인기(대구대)

발표2 : 장희선(전북대)*, 엄영숙(전북대)

“헤도닉가격모형을활용한도시녹지공간의

미세먼지저감효과에관한연구”

논평2 : 김승규(경북대)

발표3 : 전호철(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불완전시나리오하에서의선택실험법”

논평3 : 배정환(전남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경제학회



포스터발표1 : 고형도(중앙대)

“주차장·옥상유휴부지를활용한태양광

발전비용·편익분석”

포스터발표2 : 이윤혁(중앙대)

“온실가스배출권시장에서의제도적

이슈로인한가격영향검토”

포스터발표3 : 유찬효(중앙대)

“석탄화력미세먼지감축협약이행의

환경개선효과와사회적편익연구”

포스터발표4 : 이상민(중앙대), 김정인(중앙대)

“국내에너지절약설비보조금도입에따른

미세먼지및온실가스감축효과분석”

포스터발표5 : 김상현(중앙대)

“온실가스감축을위한LFC매립장

CDM사업개발”

포스터발표6 : 유영주(중앙대)

“탄소배출량절감을위한전기자전거

활성화정책”

포스터발표7 : 김용호(중앙대)

“건축자재의시장공급기여도분석방향및

최종LCCO2 분석결과”

포스터발표8 : 임창하(중앙대)

“공기정화식물의실내미세먼지저감효과”

포스터발표9 : 유경태(중앙대)

“미세먼지원인과저감기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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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분과회의A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722248726?pwd=RitTdnlxODlFVll6czlTTEpUeTZhdz09 

<일반세션2>

좌 장 : 임동순(동의대)

발표1 : 이효창(한국외대), 한택환(서경대)*

“CGE 모형을이용한GDP-미세먼지상호

관계의도출과유류환경세율결정

기준의제시”

논평1 : 구윤모(서울대)

발표2 : 모정윤(조선대)

“Dynamics of Innovation Activity and 

Carbon Emission : An Empirical Analysis 

from Korean Manufacturing Industries”

논평2 : 원두환(부산대)

발표3 : 남상욱(산업연구원)

“폐선시장에서의동태적결정모형분석”

논평3 : 박희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4 : 조일현(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규제가제조업고용에미치는영향”

논평4 : 정용훈(고려대)



제2 분과회의B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3453877384?pwd=NE1MeFFTbzFDekNBUHNQcGFHNE42UT09

<선문대학교GSEI 특별세션

- 융복합연구를통한환경문제해결>

사 회 : 이 윤(선문대)

좌 장 : 우준모(선문대)

발표1 : 박경원(선문대GSEI)*, 이 윤(선문대)

“농업부문암모니아저감정책의경제효과

분석”

논평1 : 조성진(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김영희(선문대GSEI)*, 

박광수(에너지경제연구원)

“미국저소득가구를위한에너지지원

제도연구”

논평2 : 윤태연(선문대)

발표3 : 이종화(연세대)

“Information within Dividends for Utility 

Firms”

논평3 : 박종서(선문대)

발표4 : 조정원(연세대)

“융복합연구를통한중국의대기오염

문제완화 : 수송부문의대기오염저감

기술과정책을중심으로”

논평4 : 강택구(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2 분과회의C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9281511612?pwd=TjI0ZDZjeUNFaTZmY2hXajQzOEszQT09

<대학원세션>

좌 장 : 이동규(서울시립대)

발표1 : 정다솜(부산대)*, 강상목(부산대)

“자본스톡추계방법에따른지역별에너지

효율성의순위비교”

발표2 : 윤정혜(부산대)*, 강상목(부산대)

“주택용절전할인제도의효과분석”

발표3 : 한미진(서울대)*, 권오상(서울대)

“폐기물관리정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발표4 : 리즈야오(부산대)*, 강상목(부산대)

“Technical and Environmental Efficiency 

of MSW Incineration Industry in Korea 

-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Analysis”

발표5 : 윤태연(선문대), 이혁중(선문대)*

“고농도초미세먼지(PM2.5)가일시적인

거주지이탈에미치는영향계량화분석”

종합논평 : 강성훈(한양대),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4일12:30 - 13:00)

Zoom Link : https://zoom.us/j/92722248726?pwd=RitTdnlxODlFVll6czlTTEpUeTZhdz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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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8996002396?pwd=ZWZUQjdTazdYTlJOUVFQdUI4UTkvUT09

사 회 : 최창범(중앙대)

발표1 : Joseph Cabuay(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Experiences in Global Enterprise 

Learning & Design”

논평1 : Daniel Connolly(Korea University)

발표 2 : Daniel Connolly(Korea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in APEC”

논평2 : Mark Whitaker(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발표3 : Mark Whitaker(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Compar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Model of Commodity Ecology with Other 

Ideas of a Circular Economy”

논평3 : Joseph Cabuay(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한국APEC학회총회 (4일10:50 - 11:20)

Zoom Link : https://zoom.us/j/98996002396?pwd=ZWZUQjdTazdYTlJOUVFQdUI4UTkvUT09

한국APEC학회

한국APEC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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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4906738163?pwd=SlFpc3pLM2FRUytvbWhaTjYzNHFwQT09

사 회 : 김흥종(KIEP)

발표1 : Gene Ambrocio(Bank of Finland)

“Inflationary Household Uncertainty 

Shocks”

논평1 : 유동훈(오사카대), 박진호(한국은행)

발표2 : 박명호(한국외대)

“서발칸국가에서의EU 확대와중국”

논평2 : 장영욱(KIEP)

발표3 : 김도훈(서강대)

“프랑스디지털공화국법제정의의와

데이터경제에의시사점”

논평3 : 김은경(경기연구원)

한국EU학회총회 (5일18:00 - 18:30)

Zoom Link : https://zoom.us/j/94906738163?pwd=SlFpc3pLM2FRUytvbWhaTjYzNHFwQT09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



제4 분과회의 (5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5175643344?pwd=T3piekJJVDVDK0o4eDlRaHRSVkZPUT09 

사 회 : 성일석(한남대)

발표1 : 박경혜(충남대), 문희철(충남대)

“한국과러시아의GVC 경쟁력비교”

논평1 : 김상호(부산외대)

발표2 : 김만길(한남대)

“러시아전자상거래시장현황분석의시사점”

논평2 : 문희철(충남대)

발표3 : 최 성(남서울대)

“남북러철도·도로의전파통신연구성과”

논평3 : 채 훈(인천대)

발표4 : 백은영(충남대)

“신북방지역과의기술무역구조분석”

논평4 : 김만길(한남대)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제5 분과회의 (5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5175643344?pwd=T3piekJJVDVDK0o4eDlRaHRSVkZPUT09 

사 회 : 김재호(충남대)

발표1 : 성일석(한남대), 김만길(한남대)

“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개발현황”

논평1 : 문희철(충남대)

발표2 : 김순희(충남대)

“20세기전기의한국과소련의문화교류

기록물”

논평2 : 이찬용(충남대)

발표3 : In-Tae Hwang(Chungnam National University)

“Early Moscovian Words in the English 

Renaissance: A Survey with Emphasis on 

a Socio-cultural Aspect”

논평3 : Sang-Ho Ki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발표 4 : 이형권(충남대)

“임화와레닌”

논평4 : 정종원(한러통상학회)

발표5 : 박경혜(충남대)

“포스트코로나시대러시아국가경쟁력의

변화”

논평5 : 이효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러통상학회총회 (5일10: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5175643344?pwd=T3piekJJVDVDK0o4eDlRaHRSVkZPUT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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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 (5일09:30 - 11:30)
Zoom Link : https://zoom.us/j/95303686076?pwd=UXJDczJ3enVnL2VJZ1J4OGZSU3ZXUT09

사 회 : 임천석(건국대)

발표1 : 위정현(중앙대)

“게임의진화: 콘텐츠플랫폼에서

기술플랫폼으로”

논평1 : 한광희(한신대), 이형오(숙명여대)

발표2 : 김학수(충북대)

“중소기업연구개발인력의번영감은

효과적인가”

논평2 : 정병무(꽃동네대), 김양태(성공회대)

발표3 : 김용민(부산교대)

“도쿄인구집중현상에관한고찰”

논평3 : 신문식(명지전문대), 한기조(동의대)

발표4 : 이민재(목원대)

“연구개발중간조직을활용한개방형

혁신생태계구축전략”

논평4 : 윤기창(군산대), 오용식(한국해양대)

한일경상학회총회 (5일11:3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5303686076?pwd=UXJDczJ3enVnL2VJZ1J4OGZSU3ZXUT09

한일경상학회

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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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4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1282489911?pwd=RFV4OGJmTjZ6NzdUaFRXdU1NR2VoQT09

<개회식>

사 회 : 권일숙(한중경제통상학회사무국장, 한남대)

축 사 : 함정주((사)한중경제통상진흥원원장)

환영사 : 강희정(한중경제통상학회회장, 한밭대) 

<분과세션>

사 회 : 권창오(한중경제통상진흥원) 

발표1 : 조혜흔(전주대), 제혜금(전주대) 

“신용대출이중국상업은행의수익성에

미치는영향”

논평1 : 정상은(한남대)

발표2 :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南北中건설분야협력추진방안”

논평2 : 박인성(한성대)

발표3 : 최명철(가천대), 박설연(광운대) 

“중국취안쥐더(全聚德) 기업발전모델연구”

논평3 : 이상직(재능대)

<특별세션> 한중경제통상주요이슈영상논평

참가자 : 류쉐찬(허베이성참사), 

위샤오(길림대학동북아연구원), 

진화린(연변대학), 리젠민(중국농촌농업부), 

선 저(닝붜재정대학)

한중경제통상학회

한중경제통상학회



제6 분과회의A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5341325861?pwd=YkhRSjIrZWtGWmNKMmJVdjhsU3VFQT09

사 회 : 전주용(동국대)

발표1 : 만홍우(연세대)*, 김영록(고베대)

“The Effect of Fairness on Tax Morale”

발표2 : 김용미(연세대)*, 한유진(연세대)

“School Principal Accountability and 

Student Achievements: Evidence from 

Open Recruitment System of Principals 

in Korea”

발표3 : 기효신(경희대)*, 김정유(경희대)

“Sell Green and Buy Green: A Signaling 

Theory of Green Products”

제6 분과회의B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1904018482?pwd=WXJLdGpzZjdJQXAzYWs2TFpDWWdSQT09

사 회 : 최윤정(연세대)

발표1 : 추석현(대구대)

“OTT 서비스와기존방송매체간대체관계 : 

이용시간을이용한대체탄력성추정”

발표2 : 오수림(서울대)

“국내정유시장의경쟁구조분석”

발표3 : 김두리(전남대), 이상호(전남대)

“Free Licensing Strategy and Passive 

Ownership in a Mixed Oligopoly”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한국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4일09:20 - 10:50)
Zoom Link : https://zoom.us/j/92974824743?pwd=R2RvNkQvRVBTYVV2T0FZd2RXN3JQUT09

사 회 : 정상은(한남대)

발표1 : 김선진(동아대), 조은교(KIET)

“신남방및일대일로정책연계아세안진출

방안-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을중심으로”

논평1 : 김인식(전주대)

발표2 : 최정석(선문대)

“중국금융산업의생산유발효과비교분석”

논평2 : 이혁구(배재대)

발표3 : 장정재(부산연구원)

“중국훈춘의외국인직접투자동향과

시사점”

논평3 : 남은영(세종대)

제2 분과회의 (4일11:00 - 12:30)
Zoom Link : https://zoom.us/j/92974824743?pwd=R2RvNkQvRVBTYVV2T0FZd2RXN3JQUT09

사 회 : 구기보(숭실대)

발표1 : 최준환(강릉원주대), 최정석(선문대)

“개혁개방이후중국의HDI 분석”

논평1 : 고정오(단국대)

발표2 : 유은정(숭실대)

“발틱운임지수와중국비철금속선물시장

가격간상호관련성에관한연구”

논평2 : 이기영(청주대)

발표3 : 남대엽(계명대)

“한국의대아세안해외직접투자가수출에

미치는영향”

논평3 : 한동균(한남대)

발표4 : 김 욱(건국대)

“한중원격진료산업경쟁력비교연구”

논평4 : 홍기석(가톨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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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C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2867090046?pwd=czEzRElja3RlMVFoS1RQaWZEZFpTUT09 

사 회 : 남덕우(한양대)

발표1 : 임세원(경북대)*, 권준엽(경북대), 

설 윤(경북대)

“외화부채및환율변화율의기업투자와

성과에의영향”

발표2 : 안지혜(서울대)

“The Exchange Rate Overshooting at the 

Zero Lower Bound”

발표3 : 천동민(서울대)

“On 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ITC in 

Life-cycle General Equilibrium Economy 

with Public Pension”

제6 분과회의D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5081975917?pwd=Q2I4UUQ3MFlITmJpTTFJNzhLVFlsQT09 

사 회 : 조두연(성균관대)

발표1 : 김홍석(한양대)

“Downward Trend of Hand to Mouth 

Households in South Korea and its 

Aggregate Implication”

발표2 : 임석희(한양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이재정및

가계경제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발표3 : 이명환(연세대)*, 

신재연(Univ. of California), 양희승(연세대)

“Revealing Status and Human Capital 

Decisions: Evidence from 

Undocumented Im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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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E (5일16:30 - 18:00)
Zoom Link : https://zoom.us/j/93051688643?pwd=VmhFMHQwbitMOWViWUtjamhJTC9kUT09

사 회 : 조영준(서울대)

발표1 : 장아론(한양대)

“체제전환이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

대한재고찰”

발표2 : 송영우(연세대)

“The Effect of Language of Instruction 

Policy on Educational Attainment: 

Evidence from African Countries”

발표3 : 박준호(경북대)*, 이장우(경북대)

“오스트리아학파의경제이론과기업가

정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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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조직위원장) 이인호(서울대)

경제사학회 이상철(성공회대)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조 만(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지역학회 송치웅(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학회 권남훈(건국대)

한국개발정책학회 정 혁(서울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백성준(한성대)

한국경제발전학회 이건범(한신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심상렬(KESRA)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영재(부산대)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용원(대구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정용승(경희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송의영(서강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원용걸(서울시립대)

한국국제통상학회 강문성(고려대)

한국규제학회 김성준(경북대)

한국금융공학회 박춘광(동명대)

한국금융정보학회 강경훈(동국대)

한국금융학회 이영섭(서울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김인숙(신한대)

한국노동경제학회 정진호(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송양훈(충북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홍상(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이학노(동국대)

한국문화경제학회 고정민(홍익대)

한국법경제학회 김두얼(명지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배은영(경상대)

한국부동산학회 정상철(창신대)

한국비교경제학회 김영진(한양대)

한국사회경제학회 조복현(한밭대)

한국사회보장학회 석재은(한림대)

한국산업경제학회 제상영(고려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신일순(인하대)

한국생산성학회 이정현(명지대)

한국세무학회 박종성(숙명여대)

한국여성경제학회 최숙희(한양사이버대)

한국응용경제학회 김진영(건국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최종두(고려사이버대)

한국재정정책학회 최석규(전북대)

한국재정학회 박기백(서울시립대)

한국제도·경제학회 김승욱(중앙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신진교(계명대)

한국지역경제학회 엄수원(전주대)

한국질서경제학회 김상철(한세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항만경제학회 서문성(금강대)

한국환경경제학회 신영철(대진대)

한국APEC학회 신건철(경희대)

한국EU학회 김흥종(KIEP)

한러통상학회 박경혜(충남대)

한일경상학회 임달호(충북대)

한중경제통상학회 강희정(한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구기보(숭실대)

경제사학회 임동민(성공회대)

국제금융소비자학회 최 철(숙명여대)

국제지역학회 김지현(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송지희(서울시립대)

한국개발정책학회 구정우(성균관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조재우(한성대)

한국경제발전학회 권은지(예금보험공사)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이진면(산업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김상춘(영남대)

한국경제통상학회 황진태(대구대)

한국경제학회 박지형(서울대), 조성진(서울대)

한국계량경제학회 홍재화(서울대)

한국국제경제학회 이윤수(서강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정용국(서울시립대)

한국국제통상학회 조미진(명지대)

한국규제학회 박수민(한국규제학회) 

한국금융공학회 김연화(동명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윤선중(동국대)

한국금융학회 성태윤(연세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최승노(자유기업원)

한국노동경제학회 김용성(한국기술교육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이춘수(순천대)

한국농업경제학회 허정회(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최창열(서경대)

한국문화경제학회 김민정(홍익대)

한국법경제학회 이동진(서울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도영경(서울대)

한국부동산학회 이성태(한국지식재단)

한국비교경제학회 강명구(한국산업은행)

한국사회경제학회 오종석(산업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김수완(강남대)

한국산업경제학회 윤종철(고려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최윤정(연세대)

한국생산성학회 이유석(명지대)

한국세무학회 김완용(숭의여대)

한국여성경제학회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응용경제학회 최승문(건국대)

한국자원경제학회 김진수(한양대)

한국재정정책학회 차혜경(강남대)

한국재정학회 강성훈(한양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성규(안동대)

한국중소기업학회 심선정(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이원준(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백 훈(중앙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정회상(강원대)

한국항만경제학회 김승철(영남대)

한국환경경제학회 이동규(서울시립대)

한국APEC학회 김종욱(중앙대)

한국EU학회 장태석(경북대)

한러통상학회 김만길(한남대)

한일경상학회 김성미(충북대)

한중경제통상학회 권일숙(한남대)

한중사회과학학회 김인식(전주대)

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위원 공동학술대회실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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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목)

한국개발정책학회총회 (4일 11:00 - 12:30)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총회 (4일 12:40 - 13:00)

한국경제학회총회 (4일 13:15 - 14:00)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4일 12:30 - 13:30)

한국금융공학회총회 (4일 12:30 - 14:00)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4일 18:00 - 18:30)

한국법경제학회총회 (4일 12:30 - 13:00)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4일 12:30 - 13:00)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4일 12:30 - 13:00)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4일 12:30 - 13:30)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4일 18:00 - 18:30)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4일 12:30 - 12:50)

한국지역경제학회총회 (4일 18:00 - 18:30)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4일 12:30 - 13:00)

한국APEC학회총회 (4일 10:50 - 11:20)

2/5일(금)

경제사학회이사회및총회 (5일 12:30 - 13:00)

국제지역학회총회 (5일 10:00 - 11:00)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5일 18:00 - 18:30)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5일 12:10 - 12:40)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5일 12:30 - 13:00)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5일 12:40 - 13:00)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5일 18:00 - 18:30)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5일 12:30 - 13:00)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총회 (5일 12:30 - 13:00)

한국비교경제학회총회 (5일 18:00 - 18:30)

한국질서경제학회총회 (5일 12:30 - 13:00)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5일 12:30 - 13:00)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5일 12:30 - 13:00) 

한국EU학회총회 (5일 18:00 - 18:30)

한러통상학회총회 (5일 10:20 - 10:50)

한일경상학회총회 (5일 11:30 - 12:30)

후원기관

2021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대경제연구소국가경쟁력센터,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예금보험공사, 우리금융지주, 은행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하나금융그룹,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현대자동차글로벌경영연구소,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KT, LG유플러스, Naver, POSCO, SK텔레콤, YBM
2021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학회별 총회 알림

안 내

•이번행사는Virtual Webinar Conference로진행됩니다.

그래서특별히행사장장소공지는하지않습니다.



국제금융소비자학회

경제사학회

『경제사학회』(연3회: 4월, 8월, 12월발간)

편집위원장: 김두얼(명지대)

편집부위원장: 배석만(카이스트)

편 집 위 원:

고 선(중앙대), 김명수(계명대), 박경로(경북대), 유동우(울산대), 이정은(국사편찬위원회),

이정희(인천대), 임동민(성공회대), 임채성(릿교대학), 조영준(서울대), 

최상호(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우:08750) 서울시서대문구대현동이화여대길52 
이화여대포스코연구동313호
홈페이지: www.kehs.or.kr
이메일: office@keh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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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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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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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ITP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는 ICT정책관련대표적국내학술지로서 ICT전반의주제와관련하여경제학, 경

영학, 언론학, 행정학및법학분야등에서이론, 실증및정책적가치를지니는전문

적, 창의적인연구논문들을게재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박민수(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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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집 위 원 : 

김민기(KAIST), 곽주원(경북대), 황유선(KISDI), 주하연(서강대), 최동욱(상명대), 

백지원(충남대), 정세은(인하대), 이선미(KT), 노창희(미디어미래연구소), 

송해엽(군산대), 오하영(한국콘텐츠진흥원), 서희정(숙명여대), 정인준(대구대), 

김용재(한국외대), 김모란(UNIST), 이세중(서울시립대), 강영선(서울시립대), 

홍수정(Pepperdine), 김태오(창원대), 이재훈(한국법제연구원), 김현수(KISDI), 

박상철(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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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사무국

국제지역연구(영문제목:International Area Studies Review)는 국내의 대표적

인국제지역에관한학술지로연 4회발간되며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통상, 국제

사회와관련된자유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 편집위원회는정치, 경제, 경영, 무역,

문화, 기술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로구성되어있습니다.

『국제지역연구』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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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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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덕현, 김진일, 조성빈, 허 인, 허석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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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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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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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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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는한국경제연구학회의국문학술지로서, 한국경제가당면하고있는
주요과제에관한이론정립, 실증분석및정책제언등에관한독창적인연구논문을
소개함으로써한국경제의발전에 기여하는것을 목적으로합니다. 『한국경제연구』
는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발간됩니다. 이외에도한국경제연구학회는영문학
술지인『Korea and the World Economy』를연3회 (4월, 8월, 12월) 발간하고있
습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학회홈페이지(http://www.akes.or.kr)를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논문투고처:  
국문지 : https://akes.jams.or.kr
영문지 : http://www.akes.or.kr/k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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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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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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TEM
publishes four issues a year and all articles are downloadable free of charge at
http://es.re.kr/jetem/index.

Managing Editor : Noh-Sun Kwark (Sogang University)

Co-Editors : Jin Seo Cho (Yonsei University), Chulyoung Kim (Yonsei University),  
Yoonsoo Lee (Sogang University)

Editorial Board :
Seonghoon Cho, Yonsei University / Sungj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 Wonki Cho, Korea University / 
Youjin Hahn, Yonsei University / Sawoong Kang, Handong Global University / 
Bongg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 Hyung Seok Kim, KAIST / Sunbin Kim, Yonsei University / 
Young Chul Kim, Sogang University / Yun Jung Kim, Sogang University / 
Junsa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Sangmok Lee, Washington Univ. in St. Louis / Younghoon Lee, Sogang University / 
Eunseong Ma, Louisiana State University / Seongman Moon, Jeonbuk National University / 
Ryo Okui, Seoul National University / Woongy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 
Hosin Song, Ewha Woman's University / Sangwon Suh, Chung-Ang University / 
Seung Han Yoo, Korea University / Jungmo Yoon, Hanyang University / 
Seongmin Yoon, Pusan National University

Journal Homepage: http://es.re.kr/jetem/index

(우) 38453 경상북도경산시진량읍대구대로201 대구대학교경제학과
Tel : 053-850-6217
Web : http://www.keba.or.kr
E-mail : keba@keba.or.kr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영문제목: 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 종래 한국국민경제학회

의『경제학논집』과 한국경상학회의『한국경상논총』이 2003년 학술지 통합을 이루

어내면서연4회발간되는한국경제통상학회(2005년부터학회통합)의공식학술지

로자리잡았습니다. 『경제연구』는2005년이래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평가

받고있으며, 학술지의국제화차원에서일본응용경제학회와지속적으로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성과로지난 2018년한국경제통상학회와일본응용경제학

회가 국제교류 10주년을 기념하여“Applied Analysis of Growth, Trade, and

Public Policy”라는제목의영문저서도공동기획·발간하였습니다.

수석편집위원장: 유영명(신라대)

공동편집위원장: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편집위원: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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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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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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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의(한국에너지경제연구소), 조갑제(계명대), 조복현(한밭대), 조혁수(충남대), 

최강식(부산대), 황 욱(경북대), Shunming Zhang(Renmin Univ.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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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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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은1987년창간이후국내에서가장오래된영

문경제학술지중하나로경제학전분야를다루고있습니다. 국내외전문가로구성

된편집위원회를통하여통과된논문들은연4회(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

말일) 발간됩니다. 현재Scopus와KCI에등재되어있습니다.

Editor : Sunghyun Henry Kim, Sungkyunkwa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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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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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Office

한국국제금융학회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1~4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Tel: 044-414-1114        
e-mail: kifa_@naver.com
http://www.kifa.ne.kr

사무국

국제금융연구는연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되는한국국제금융학회의경제학

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2011년창간되었으며, 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입니다.

국제금융연구는국제금융분야를중심으로금융, 국제경제및경제학일반에이르는

주제를다루고있습니다.

논문기고: 

논문 원고는편집위원장이메일(tsung@yonsei.ac.kr) 또는 한국국제금융학회홈

페이지(www.kifa.ne.kr)를통해온라인으로투고할수있습니다. 논문기고와관련

된자세한사항은한국국제금융학회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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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경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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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우(한성대),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김도훈(서강대)

위 원 장: 김진국(배재대)

부위원장: 이혁우(배재대)

편집위원: 

권기석(한밭대학교), 김현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나태준(연세대학교), 

박정원(안동대학교), 배관표(충남대학교), 설윤(경북대학교), 심우현(한국행정연구원), 

양준석(가톨릭대학교), 이민창(조선대학교), 이영환(원광보건대학교), 이혜영(광운대학교), 

임재진(서울시립대학교), 정회상(강원대학교), 최동욱(상명대학교), 한현옥(부산대학교), 

황인학(한국기업법연구소)

사무국장: 박수민(한국규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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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영문제목: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Studies)』는 국제통상학회의 대표 학술지로서 24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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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성(아주대)

편집부위원장: 장용준(경희대), 조미진(명지대), 박경진(명지대)

편 집 위 원: 

김민정(서울대), 김정현(조선대), 성한경(서울시립대), 송영관(KDI), 이상현(강원대), 

이순철(부산외대), 이유석(명지대), 임혜준(영남대), 정 철(KIEP), 최보영(KIEP)

(02841) 서울시성북구안암로145 고려대학교국제관220호
Tel. 02-3290-5328
http://katis.jam.or.kr
e-mail: gokatis1995@gmail.com

사무국



한국금융공학회

『금융공학연구』(Korean Journal of Financial Engineering) 본 학회에서는
2002년 12월에「금융공학연구」창간호를발간한이후2007년까지연2회에걸쳐학
술지를정기적으로발간하였으며, 2008년부터는연간 4회의학술지를발간하여투
고된논문들의발간주기를단축하고, 적시성있는연구결과물이발표될수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원 장：손판도(동아대)

편집간사：윤병조(건국대), 안요한(동명대)

편집위원: 

강상구(경기대), 강석규(제주대), 김병기(충북대), 김태규(한림대), 김홍배(동서대), 

문규현(경기대), 박래수(숙명여대), 박종해(경남과기대), 서지용(상명대), 조영석(목포대), 

신용재(한경대), 옥기율(부산대), 임병진(영남대), 장승욱(강릉원주대), 전상경(한양대), 

홍정효(경남대), 표운용(Brock Univ.), 곽영식(Delaware State Univ.)

부산광역시남구신선로428 동명대학교제2정보통신관206호
Tel. 051-629-1905, Fax 051-629-1889
https://kafe.jams.or.kr
e-mail: kafe2019@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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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620) 서울특별시중구필동로1길30, 동국대학교경영관L423호
http://www.fisk.or.kr/   
e-mail : rfis.fisk@gmail.com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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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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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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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ine ISSN 2714-0288
* 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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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제학회에서 1977년부터발간하고있는노동경제학분야의대표학술지입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배무기
학술상’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박철성(한양대학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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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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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국(영남대학교), 최재성(성균관대학교), 최 충(건국대학교)

충남천안시서북구과수원길18, 실학관505호
TEL : 0502-911-9999
Homepage : www.klea.or.kr
E-mail : kleapc@naver.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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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

편집간사: 김승규(경북대학교)

편집위원: 

김만근(유타주립대학교), 김성훈(충남대학교), 김인석(전남대학교),  

김태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화년(제주대학교), 리징후(중국농업부), 

안동환(서울대학교), 안병일(고려대학교), 양성범(단국대학교), 유도일(서울대학교), 

이병훈(강원대학교), 이상호(영남대학교), 전상곤(경상대학교), 정원호(부산대학교), 

황재현(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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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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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는수출보험을체계적이고합리적인연구로뒷받침하기위하여무역
학및보험학을기반으로수출보험을새로운전공분야로확립하고, 이에대한체계
적인연구를함으로써대내외적경제여건에부합하는실용주의적학문대상으로정
착시키자는 데에 그 근본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여러
교수님들이개별적인연구를토대로논문발표및강의가이루어져왔던수출보험분
야에 있어서 본 학회는 관련학문 분야의 상호보완을통해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구현하고자합니다. 

편집위원장: 이제홍(조선대)

편집국장: 원동욱(우송대), 이병문(숭실대)

위 원: 

강효원(안동대), 김정렬(한성대), 김태인(강원대), 박석재(우석대), 성승제(법제연구원), 

송정석(중앙대), 원동욱(우송대), 유승균(동국대), 이병문(숭실대), 이재화(동국대), 

정 웅(경찰대), 조원길(남서울대), 최혁준(평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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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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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구(일본미나미큐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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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사무국



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문화경제연구는 (사)한국문화경제학회의 공식 학술지

입니다. 1988년에 1권 1호가발간되었으며, 2021년에는 24권 1호(4월 30일), 2호(8

월31일), 3호(12월31일)가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김선영(홍익대학교)

책임편집위원: 구문모(한라대학교), 김세훈(숙명여자대학교), 김 진(동덕여자대학교), 

유승호(강원대학교),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학교)

편 집 위 원: 

김인설(전남대학교), 문효진(세명대학교), 안성아(추계예술대학교), 이병민(건국대학교), 

장예빛(아주대학교), 장웅조(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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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학교), 한빛나(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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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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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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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위원장: 허순임(서울시립대학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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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안정훈(이화여자대학교), 

오주환(서울대학교), 이진형(성균관대학교), 이혜재(우석대학교), 장선미(가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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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철(서울대학교)

서울시동대문구서울시립대로163(서울시립대학교) 
21세기관423호
Homepage: http://www.healthecon.kr
e-mail: healthecon@hanmail.net

사무국

한국부동산학회

종합응용과학으로써부동산의시조인김영진박사는 1957년신한부동산연구소를설립, 부
동산학을연구해 1967년 부동산학을발표하고, 신한부동산연구소의연구성과를바탕으로
1970년한국부동산학회를설립했다. 이처럼우리학회는동양최조로부동산학을연구하고
개척한부동산학의母학회이자종주학회이다. 우리학회는국내대학과사회교육기관의부
동산(학)교육의창학을물론일본대학부동산학과설치ㆍ일본부동산학회설립의제안과주
도적지원등으로동양의부동산학산실이자종주학회가되었다.
우리 ’부동산학보’(Korea Real Estate Academy Review)는 동양의 부동산학술지 중
가장역사가깊은부동산학의대표적학술지이다(1977년 창간). ‘부동산학보’는연간 4회
발행된다. 편집위원회는 부동산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위원(27명)ㆍ논문심사위원회 위원
(27명)ㆍ윤리위원회위원(5명)으로구성되어있다. 우리학회가주관하여매년 2회 열리는
전국부동산학술발표대회의발표논문으로선정된논문에는‘학술발표상’이수여된다. 

부동산학의종합응용과학이다. 부동산학의연구방법은종합식접근방법이다. 연구대상은부
동산은물론이거니와이를둘러싼모든부동산현상과부동산활동이다. 따라서‘부동산학보’
는부동산과관련된사법ㆍ공법등부동산과관련된모든법률분야와부동산과관련된경재,
금융ㆍ보험, 투자, 조세, 가격및평가등부동산과관련된모든경제ㆍ경영분야, 그리고주택,
빌딩, 부동산개발,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 도시재생, 환경등부동산의모든기술(물리) 분
야의부동산현상과제분야의부동산활동을종합적으로연구ㆍ보고한다. 모든부동산활동과
부동산현상의문제가복합적이고종합적으로나타나기때문이다. 이에‘부동산학보’는역사
적으로실패한부동산의특정학제적연구(interdisciplinary approach)의 한측면만을단
편적으로연구하는중합식연구방법을지향한다.

우리학회의두고있는연구분과는
부동산학연구, 부동산윤리, 부동산경제, 부동산사법, 부동산공시법, 부동산공법, 부동산형법,
부동산권리분석, 부동산외국법, 부동산기술(물리), 부동산입지, 부동산정책, 부동산가격, 부
동산조세, 감정평가사, 금융, 리츠, 보험, 주택개발, 임대주택, 공공분양, 도시와도시재생, 신
도시, 부동산수급, 부동산투자, 부동산복지, 지자체부동산, 부동산산업, 부동산경영, 부동산중
개, 에스크로우업, 부동산관리, 부동산투자분석, 컨설팅, 공경매, 부동산개발, 도로교통, 환경,
공원, 국유재산, 지적(地籍), 부동산혁식, 부동산정보, 부동산분양대행, 부동산인문, 부동산통
계, 부동산미래및제4차산업과관련된부동산분야등이다.

“부동산학보는부동산학의종합저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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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比較經濟硏』(영문제목: The Comparative Economi Review)는 각각의경제체
제에서의변형연구및비교분석하는대표적학술지(1992년창간)입니다. 『比較經濟
硏』는 1년에 2회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분야를망라하여 1인의위
원장을포함하여10인내외의편집위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박제훈(인천대)

편집이사: 김상욱(배재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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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호서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이상빈(창원대)

서울시성동구왕십리로222, 
한양대학교사회과학관211호아태연구센터
Tel: 02-2220-1494, 010-3237-2593
http://www.e-kace.or.kr

사무국

한국사회경제학회

『사회경제평론』(The Review of Social & Economic Studies)은 1987년에창립
된국내유일의비주류경제학회인한국사회경제학회의학회지입니다. 정치경제학·
비주류경제학, 경제학에대한비판적논의, 경제학사·철학, 경제학교육, 대안적경
제정책 관련 논문들을 게재합니다. 학제적 연구를 통한 논문도 환영합니다. 수리
적·계량적분석, 실험·행동경제학적분석, 문헌분석등을포함한다양한분석방
법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합니다. 1년에 3회 발행되며,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상과
김기원학술상을수여합니다. 공정하고신속한논문심사를중요시하는편집위원회
는세분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이규상(아주대)

정치경제학분야편집위원: 김명록(경성대), 김종철(서강대), 류동민(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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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홍(목원대)

근대경제학분야편집위원: 박현웅(Denison University), 윤자영(충남대), 정상준(목포대), 

최정규(경북대), 홍태희(조선대), 황성하(KAIST)

경제학교육분야편집위원: 김계환(산업연구원), 송원근(경남과기대), 안현효(대구대), 

최종민(전북대)

편집위원회email: rses.editor@gmail.com

서울특별시종로구사직로102 
(필운동, 신동아블루아광화문의꿈) 402호, 
email: kape.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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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학회

『産業經濟硏究』(영문제목: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는
(사)한국산업경제학회가 1988년 학회의설립과함께창간한학술지입니다. 연 6회
(짝수달말) 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하여21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産業經濟硏究』(한국연구재단등재지)는 산업경제와경영관련
이론및정책개발을위한학술연구활동과국가경제발전을위한정보개발등산학
협동과학문적교류의결정체입니다.

회 장: 제상영(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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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철(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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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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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19) 세종특별자치시세종로2511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석원경상관226호경제통계연구소
Tel. 044-860-1539
Homepage: www.kiea.ne.kr
e-mail: kiea2021ku@gmail.com

사무국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영문제목: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는 우리나라사회정
책및사회보장분야의연구와정책을선도하고자하는취지하에한국사회보장학회
에서 발간하는 전문 학술지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입니다. 발간은 1년에 4회
로, 본학회의학제간연구의특성을반영하여사회보장관련다양한전공영역의편
집위원회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이준협(고려대), 이상은(숭실대)

편집이사: 정혜주(고려대)

편집위원: 

김태현(연세대), 신정우(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현종(상지대), 김대환(동아대),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이송희(서울시복지재단), 김민경(건강보험연구원),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김윤영(전북대)

편집간사: 양정연(고려대)

서울특별시강서구까치산로24길 47, 
KC대학교성서관208호한국사회보장학회앞
010-2065-0868
http://www.kssa.or.kr/
kssa1984@hanmail.net
kssaedit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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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는다양한시장구조에의해유발되는비효율의문제, 공정경쟁및공
정거래관련문제등산업조직전반에걸친이론, 정책, 제도등관련이론및실증분
석연구들을균형있게게재하고있습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 한국연구재단의등
재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게재된 논문 중 최우수 논문을 선정하는 춘당논문상이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이경원(동국대학교)

공동편집위원장: 오준병(인하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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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 윤경수(가천대학교), 윤참나(KAIST), 이진혁(고려대학교), 

전주용(동국대학교), 정세은(인하대학교), 정회상(강원대학교), 조명환(서울시립대학교), 

조성익(한국개발연구원), 조장희(제주대학교), 주하연(서강대학교), 최동욱(상명대학교)

08786  서울시관악구청룡1길43, 204호(봉천동, 거장스카이텔)
전화번호: 02-6677-0687 
E-mail: 1984kasio@gmail.com

사무국

한국생산성학회

위 원 장 : 윤동열(건국대)

편집위원 : 

강성호(조선대), 곽기호(부경대), 곽영민(울산대), 김창희(인천대), 방호진(제주대), 

서영욱(대전대), 손종칠(한국외대), 양재완(한국외대), 윤지환(고려대), 

이기훈(그리피스대), 이미영(건국대), 이성호(한밭대), 이재은(순천대), 이정열(홍익대), 

이형석(충북대), 조윤형(조선대), 조철호(대구한의대), 최우재(청주대), 

한승현(조지아대), 황상연(인천대)

『生産性論集』(영문제목: Productivity Review)은생산성관련국내최고권위를자
랑하는한국생산성학회의대표 학술지입니다. 생산성과 관련된내용은 제조/조직/
품질/금융/연구개발/서비스관련생산성측정/평가/향상기법및혁신방법등을포
함합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생산성관련주요분야의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03674) 서울시서대문구거북골로34 
명지대학교경상관4208호
Tel. 02-300-0751
http://www.kpa1985.or.kr
e-mail: kpa1985@nate.com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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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는경제학전분야와여성관련분야를포함하는저널로서, 여성 관

련경제학논문을주요대상으로하는국내최초의학술지입니다. 『여성경제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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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볼수있는11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위 원 장: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편집위원: 

심승규(Aoyama Gakuin University), 안정현(NEOMA Business School), 윤미경(가톨릭대), 

이수형(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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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논문제출처：https://kast.jams.or.kr 

E－mail：taxresearch1@hanmail.net

<학회및학술지소개글>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는 1988년 창립된 국내 최대의 조세 관련 학술단체로 약

3,4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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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음성군맹동면태정로6

한국고용정보원박진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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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journal.kwea@gmail.com

편집국



한국응용경제학회

『應用經濟』(영문제목: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는한국응용경제학

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의학회지로서, 경제학

및관련분야의다양한문제들을현실과이론의균형적인시각에서연구한국문및

영문논문들을수록하여널리소개합니다. 본학회지는 1년에 4회발간되며, 편집위

원회는응용경제학관련다양한분야의권위자2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강창희(중앙대)

부편집위원장: 박윤수(숙명여대), 심명규(연세대), 주하연(서강대)

편 집 위 원: 

권일웅(서울대), 권혁욱(일본니혼대), 김정욱(서울대), 나원준(경북대), 허 인(가톨릭대), 

이태석(KDI), 박호정(고려대), 김희삼(광주과기대), 이수형(서강대), 이항용(한양대), 

박민수(성균관대), 이삼호(고려대), 한치록(고려대), 허현승(연세대), 이홍식(고려대), 

김수이(홍익대), 류덕현(중앙대), 황성하(KAIST), 윤희숙(KDI), 문성만(전북대), 

서명환(서울대), 우석진(명지대), 빈기범(명지대)

홈페이지: http://www.kaae.or.kr/ 

이메일: kaae0501@gmail.com

사무국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는국내경제학학술지가운데자원경제학과환경경제학에특

화되어있는대표경제학학술지입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와한국환경경제학회두

학회가 공동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에서는 매년

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늘푸른학술상을수여하고있습니다. 

공동편집위원장: 김동훈(연세대), 박호정(고려대)

공동편집간사: 최봉석(국민대), 서동희(고려대)

편 집 위 원 : 

강희찬(인천대),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현철(성균관대), 

김형건(강원대), 박성용(중앙대), 원두환(부산대), 유종민(홍익대), 이동규(서울시립대), 

장희선(전북대), 전우영(전남대), 정수관(창원대), 정용훈(고려대), 최봉석(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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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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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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래(한림대학교)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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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철(서강대학교), 김일태(전남대학교),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상환(경남대학교)     

류덕현(중앙대학교), 민희철(한국외국어대학교),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송헌재(서울시립대학교), 오형나(경희대학교), 옥동석(인천대학교), 우석진(명지대학교), 

이경우(연세대학교), 이병채(충남대학교), 이철인(서울대학교), 임병인(충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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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하(한국과학기술원)

한국재정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06212 서울시강남구선릉로431 9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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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정책논집』(영문제목: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은한국연구재

단등재학술지로서『국가재정,재정정책,조세, 국민복지, 지역개발및여타공공부문

정책등』공공정책전반을포괄한학술및사회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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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며,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

‘재정정책학술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JAMS 온라인 투고 시스템

https://kapp.jams.or.kr 으로연중투고가가능합니다. 연구자여러분의적극적인

투고를기다립니다. 보다자세한사항은한국재정정책학회홈페이지

'http://www.public.or.kr'를참조하시기바랍니다.

고 문: 유한성(고려대한국재정정책학회초대회장)

회 장: 최석규(전북대)  

부 회 장: 김상철(한세대), 정범식(더편한세무법인) 

감 사: 옥동석(인천대),  신성섭(한울회계법인) 

총무이사: 박성근(관리,전주대), 차혜경(학술,강남대), 이낙영(정책,중부지방국세청)

편집위원장: 이재민(경북대)

부위원장: 전계형(한남대)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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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호(한남대), 임상수(조선대), 전승훈(대구대)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KIEA)는경제및제도의발전을연구하는학회로매년네차

례에 걸쳐 한글판 학술지인『제도와 경제』와 영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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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원준(숭실대), 김상준(이화여대), 김성태(동의대), 김주미(중소기업연구원), 

류준열(서울시립대), 박세열(연세대), 박종철(조선대), 박태경(영남대),  유병준(서울대), 

이수열(전남대), 이정우(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환수(단국대), 장영봉(성균관대),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지민웅(산업연구원), 진병채(한국과학기술원), 

채상미(이화여대), 최성진(한양대), 한승수(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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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한경제이론이며, 경제질서는시장에의해만들어지는 '자생적질서'로충분한것

은아니며, 국가가경제제도를구성하기위한원칙을정립하고법에의거하여국민

경제의조정을수행해야하는헌법적경제질서를구현해야한다는경제이론입니다.

질서경제학은이러한경제·사회질서의원리를분석하는학문이며, (사)한국질서경

제학회는독일의질서자유주의원리를한국경제에의 적용을모색하고있습니다. 

한국경제는빠른경제성장을추구하는과정에서왜곡된경제의식과경제구조를잉

태하게되었으며, 경제질서의확립이이루어지지못함으로써국민경제의근간이견

실하게마련되지못하였다고할수있습니다. 따라서오늘날대한민국사회가안고

있는많은문제점들을해결하기위해서는우리사회에적합한경제질서를확립하는

일이무엇보다시급하다고하겠습니다. 한국질서경제학회는이러한시대적요청에

부응하기위한학자들의연구와토론의장이되고있습니다(사진: 한국질서경제학회

사무국이위치한서울서초동한국산업개발연구원(KID) 전경). 

※(재)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국내 경제·경영학회들의 사무국 주소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02 2023 9716 KID연구원기획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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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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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영문제목: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는 1986년창간된해운, 항만물류등항만경제와관련된모든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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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항만경제분야의우수한논문을수록하고널리소개하는것을목적으로두고

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정준식(경남대)

편 집 차 장: 김동윤(부산대)

우)48513 부산광역시남구용소로45 부경대학교인문사회경영관307 
Tel: 051-629-5758 Fax: 051-629-5754
Homepage: http://www.kportea.or.kr
E-mail: kportea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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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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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환경경제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경제 및 자원경제 분야 학회지로

우리나라및세계의환경및자원문제에관한경제이론과정책을연구하고실증분

석을통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학회지는1992년에처음발간된이후

로현재까지지속적으로연4회발간되고있습니다.

발 행 인: 신영철, 최종두

발 행 처: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편집위원장: 박호정, 김동훈

공동편집간사: 서동희, 최봉석

편 집 위 원: 

강희찬(인천대), 김지효(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수(한양대), 김현철(성균관대), 

김형건(강원대), 박성용(중앙대), 원두환(부산대), 유종민(홍익대), 이동규(서울시립대), 

장희선(전북대), 전우영(전남대), 정수관(창원대), 정용훈(고려대), 최봉석(국민대), 

최성록(국립생태원), 최성희(계명대), 황석준(경북대), 

Hayk Khachatryan(University of Florida)

한국APEC학회

The Journal of APEC Studies (JAS)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APEC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ASAK) and is published by ASAK on a semiannual basis. JAS
is a leading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that publishes research across the entire
range of topics encompassing the domain of APEC and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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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al Board :  
Hyung-Taik Ahn, Dongguk University, Korea / Geary Choe, Morrison & Foerster LLP,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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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r: Gyoung-Gyu Choi
30, Pil-dong 1 gil, L422, Jung-gu, Seoul 04620 Korea
Tel. +82 2-2260-8919   Fax. +82 10-2267-6851 
Homepage: http://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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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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udger Kuhnha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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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연구하는학술지입니다. 『한일경상논집』은 1년에 4회 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
경제학·경영학의모든분야를망라하여 27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아울러한국
과 일본을 번갈아가며 매년 개최되는 한일경제경영국제학술대회는 연구자들 간의
정보교류및상호의연구성과를공유하는자리가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한기조(동의대)

편 집 간 사: 김성미(충북대)

편 집 위 원:

강우진(한밭대), 강철구(배재대), 김광희(협성대), 김길성(전남대), 김양희(대구대),

김영근(고려대), 김학수(충북대), 김효선(중앙대), 박복재(전남대), 박석강(전남대),

서문석(단국대), 선재원(평택대), 심승진(경북대), 안태혁(창원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오태헌(경희사이버대), 요시모토코지(소카대), 위정현(중앙대), 윤기창(군산대),

이미영(동서대), 이우형(계명대), 이정은(동의대), 이형오(숙명여대), 이홍배(동의대),

장흥훈(순천대), 최종일(조선대), 현정환(광운대)

충북청주시서원구충대로1 

충북대학교경영대학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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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csss.or.kr/

https://kcsss.jams.or.kr

e-mail : kcsss2003@naver.com

한중경제통상학회

대전광역시유성구동서대로125(덕명동) 한밭대학교s3-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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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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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사회과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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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창간된이래중국의정치, 경제및경영, 법, 사회, 비즈니스문화등다양한

분야의연구성과들을게재하고있는중국지역학전문학술지입니다. 본학술지는여

러학문분야의다양한관점과시각을통한입체적인중국연구를지향하는학술지로

서한국과중국은물론세계여러국가의연구자들과의교류와협력을바탕으로가

장시사성있는연구성과와한국사회의정책적시사점을갖는다수의연구가매년4

회발표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최정석(선문대)

편집국장 : 이기영(청주대)

편집위원:

김민수(인천대), 김상욱(배재대), 김형근(신라대), 서창배(부경대), 윤성혜(원광대), 

전병곤(통일연구원), 최준환(강릉원주대), 한동균(한남대)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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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환경및중국시장경제변화를분석하고, 한중FTA 시대에적합한우리나라기

업의중국시장진출전략및통상전략연구를위한목적으로창립되었습니다. 2018

년 9월 1일 중국전문가 그룹을 모태로 출발하여 2020년 5월 1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록비영리사단법인‘한중경제통상진흥원’의발족및후원을계기로학술지<韓中

經濟通商硏究> (Korea-China Economic & Trade Studies)가 2020년 상반기

창간호를시작으로연2회발간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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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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dexed by the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SSCI) and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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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kju (Kyung Hee University), Cho, Wonki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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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h, Youngwoo (Han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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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Yoonsoo (Sogang University), 
Lim, Wooyoung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Pyun, Ju Hyun (Korea Univ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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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지로지난2017년도경제학분야에서는처음으로한국연구재단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경제학연구’는 1년에 4회발간되며 편집위원회는 경제학의 모든
주요분야를망라하여3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
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경제학연구논문상이있습니다.

위 원 장 : 김진일(고려대)  

간사위원 : 김덕파(고려대)  

위 원 : 

고영우(한양대), 김건호(Yeshiva University), 김성훈(연세대), 김영철(서강대), 

김윤정(서강대), 박상원(한국외대), 박성훈(조선대), 박재옥(연세대), 박철범(고려대), 

백명호(한양대), 손혜림(서울시립대), 신석하(숙명여대), 심명규(연세대), 

안재빈(서울대), 유승훈(서울과기대), 유혜미(한양대), 윤참나(KAIST), 

이남형(방송통신대), 이동원(성균관대), 이명휘(이화여대), 이삼호(고려대), 

이수형(서울대), 이승덕(성균관대), 이윤수(서강대), 이주석(한국해양대), 

이진혁(고려대), 조석주(경희대), 조영준(서울대), 조현국(영남대), 주하연(서강대), 

진양수(성신여대), 최승문(서울시립대), 최용석(경희대), 한희준(성균관대), 

허준영(한국외대), 현혜정(경희대), 황지수(한국외대)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28 광화문플래티넘5층510호 (0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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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은 한국경제학회에서 2008년부터 발간한 학술지로, 그간 사무국에
서발간해오다가지난 2016년 4월 편집위원회가구성되어‘한국경제에대한정책
논문중심의학술지’로새롭게출범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한국연구재단등재후
보학술지로선정되었으며, 연 4회발간됩니다. 한국경제의제반문제들을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해법을모색하는데기여할수있는정책방안을논리적으로제시하는
논문을지향합니다. 『한국경제포럼』지난 2019년도한국연구재단학술지신규평가
에서‘등재후보학술지’로선정되었습니다. 

위 원 장 : 한진희(가천대) 

간사위원 : 이항용(한양대), 최용석(경희대) 

위 원 : 

김두얼(명지대), 김승래(한림대), 김용성(KDI), 김정호(아주대), 김종호(부경대), 

김준성(경희대), 김진영(건국대), 김태종(KDI School), 김희삼(광주과학기술원), 

성명재(홍익대), 성태윤(연세대), 오형나(경희대), 윤경수(가천대), 윤미경(가톨릭대), 

이윤석(한국금융연구원), 이인재(인천대), 정완교(서울대), 정용훈(고려대), 

조창익(한림대), 허석균(중앙대), 홍기석(이화여대), 홍인기(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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