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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말씀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하신 여러분들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로 열다섯 번째를 맞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

게생각합니다. 제15회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는총59개학회가참가하고600여편의논문이발표될것입

니다. 2008년부터 시작된 대학원생 발표세션에서도 발표논문 수가 크게 늘어나 총 25편이 발표됩니다. 이

렇듯경제학공동학술대회는명실공히학계, 연구소, 정책담당자등여러분야에종사하는경제학자들이모

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어 한국경제학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한 장으로 발전하고 있

습니다.

2015년세계경제는큰변화가예상됩니다. 미국의금리인상으로선진국은물론신흥시장국도경기침체와

자본유출의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일본과 유로존 그리고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까지

경기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양적완화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국제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뉴노멀(New Normal)등 세계경제의 장기침체 전망도

나오고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내수경기의 침체로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청년실업과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

의추격으로주력산업의수출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으며2017년이면생산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면

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될 것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과 복지체제가 충분히

구축되지않은상황에서저성장으로일자리가감소할경우복지수요의증가로재정적자와국가부채가크게

늘어날것이예상됩니다.  

대내외적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이러한상황에서“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가경기의경착륙을막고

또한 구조개혁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 의의는 크다고 하겠습니

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두 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하여 한국경제의 주요 현안들을

논의할 것입니다. 제1 전체회의에서는“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고용, 산업,

연금과 복지, 경기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경제의 미래와 발전전략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될 것

입니다. 그리고제2 전체회의에서는“미국의금리인상과한국의정책대응”이라는주제로학계와정부그리

고연구원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적극적인논쟁을펼칠것이예상됩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관련 학회장님들

과실무자여러분, 그리고후원단체관계자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또한학술대회를준비하기위해많

은시간과노력을아끼지않으신한국경제학회실무진들께도이자리를빌려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훌륭한 논문을 발표하고 사회 및 토론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5년에도여러분들모두에게건강과행복을함께하기를기원합니

다. 

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장

한국경제학회장김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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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개요

09:00 - 09:20 등록 대우관본관2층로비

09:20 - 10:50 제1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11:00 - 12:30 제2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12:30 - 14:00 오찬 교직원식당

14:30 - 16:30 제1전체회의 대우관본관2층201호

16:30 - 18:00 제3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18:30 - 20:30 만찬 알렌관무악홀

2월24일(화)  -  연세대학교

09:00 - 09:20 등록 대우관본관2층로비

09:20 - 10:50 제4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11:00 - 12:30 제5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12:30 - 14:00 오찬 교직원식당

13:30 - 14:00 특별초청강연 대우관본관2층201호

14:00 - 16:30 제2전체회의 대우관본관2층201호

16:30 - 18:00 제6분과회의 대우관본관및별관강의실

2월25일(수)   -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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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배치

2월 24일(화)

룸
제1분과회의
(09:20-10:50)

제2분과회의

(11:00-12:30)

오찬/
제1전체회의
(14:10-16:30)

제3분과회의

(16:30-18:00)
만찬
(18:30-)

총회알림총회알림관

대

우

관

본

관

대

우

관

별

관

B103 경제사학회 경제사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13:30-18:00)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8:00-18:30)

B106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B109 한국노동경제학회A 한국노동경제학회A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

(12:30-13:30)

B110 한국노동경제학회B 한국노동경제학회B 한국유럽학회

B112
한국법경제학회
(09:40-11:10)

한국법경제학회
(11:20-12:20)

한국법경제학회총회
(12:20-13:30)

한국법경제학회

B120 한국국제금융학회A 한국국제금융학회A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2:30-13:30)
한국국제금융학회A

B121 한국국제금융학회B 한국국제금융학회B 한국국제금융학회B

101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2:30-13:00)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14:00-18:00)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8:00-18:30)

110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113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A 한국경제통상학회A

115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B 한국경제통상학회B

335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2:30-13:00)
한국세무학회

337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유통과학회

432 한국무역보험학회A 한국무역보험학회A 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총회
(18:00-18:30)

435 한국무역보험학회B 한국무역보험학회B
한국무역보험학회임시총회

(12:30-13:30)
한국지역경제학회
(16:00-18:00)

437 한국경제학사학회 한독경상학회

532 한국APEC학회&
EAEA

한국APEC학회총회
(12:30-13:00)

한국개발정책학회

535 한국재정학회A 한국재정학회A 한국EU학회
한국EU학회총회
(18:00-18:30)

537 한국재정학회B 한국재정학회B 한국무역통상학회

B102 한국자원경제학회A 한국자원경제학회A

B103 한국자원경제학회B 한국자원경제학회B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2:30-13:30)
한국자원경제학회
(15:00-16:30)

B104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동북아경제학회A

(13:40-17:00)

B110
한국동북아경제학회
(09:30-11:40)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2:00-12:30)

한국동북아경제학회B
(13:40-18:00)

102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국제지역학회A

103 한국농업경제학회A
(09:00-)

한국농업경제학회 국제지역학회B

107 한국농업경제학회B

108
한국농식품정책학회A

(09:00-)
한국산림경제학회

(10:50-)
한국산림경제학회
(13:30-17:00)

한국산림경제학회총회
(17:00-18:00)

109 한국농식품정책학회B
(09:10-)

한국농식품정책학회총회
(11:00-12:30)

한

국

경

제

학

회

주

관

(대우관

본관

2층

201호

14:10~

16:30)

한국경제학회
총회

(13:30-
14:10

대우관본관
2층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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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수)

룸
제4분과회의
(09:20-10:50)

제5분과회의

(11:00-12:30)

오찬/
제2전체회의
(14:00-16:30)

제6분과회의

(16:30-18:00)
총회알림 및 기타총회알림관

대

우

관

본

관

대

우

관

별

관

B103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B106 한국계량경제학회A 한국계량경제학회A
한일경상학회
(14:30-17:40)

한일경상학회총회
(17:40-18:30)

B109 한국계량경제학회B 한국계량경제학회B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2:40-13:30)
한국금융정보학회A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8:00-18:30)

B110 한국계량경제학회C 한국계량경제학회C 한국금융정보학회B

B112
한국경제발전학회
(09:30-10:30)

한국경제발전학회
(10:50-12:20)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12:20-13:00)

한국규제학회
(15:00-17:50)

B120 한국환경경제학회A 한국환경경제학회A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2:30-13:00)
한국국제통상학회A
(14:00-17:00)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7:00-17:30)

B121 한국환경경제학회B 한국환경경제학회B
한국국제통상학회B
(14:00-17:00)

101 한국사회경제학회A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평의회

(13:30-14:00)
한국사회경제학회

110 한국사회경제학회B 한국금융학회A
한국산업조직학회A
(14:45-18:00)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8:00-18:30)

113 한국금융학회A 한국금융학회B
한국산업조직학회B
(14:45-18:00)

115 한국금융학회B 한국금융학회C
한국산업조직학회C
(16:30-18:00)

335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2:30-13:00)

337
한국유통과학회
(09:00-13:30)

한국유통과학회
(14:00-18:00)

432 한국기독교경제학회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2:30-13:00)
대학원생발표세션A

435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대학원생발표세션B
대학원생발표시상식

(18:00-18:30)

437 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세션C

532 한국문화경제학회A 한국문화경제학회A 대학원생발표세션D

535 한국문화경제학회B 한국문화경제학회B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2:30-13:00)
대학원생발표세션E

537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총회

(12:30-13:30)

B102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A

B103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2:30-13:00)

한국재정정책학회B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8:00-18:30)

B104 한국보건경제·정책
학회

B110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2:30-13:00)
한국경제연구학회

102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A
(09:20-12:00)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A
(14:30-17:10)

103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B
(10:00-12:00)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B
(14:00-18:00)

107 한중사회과학학회A 한중사회과학학회A 한중사회과학학회A

108 한중사회과학학회B 한중사회과학학회B 한중사회과학학회B

109 한중사회과학학회C 한중사회과학학회C

아시아금융
학회

(10:30-
12:30)

대우관본관
201호

한국경제학학회

정운찬전총리

특별초청강연

(13:30-14:00)

대우관본관

201호

한중사회과학학회C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8:00-18:30)

한

국

국

제

경

제

학

회

주

관

(대우관

본관

2층

201호

14:00~

16:30)

* 24일(화), 25일(수) 오찬은교직원식당(한경관)입니다.   
(식권은대우관본관2층로비, 조직위원회본부석에서배포합니다. 오찬시간: 12:30 - 14:00)

* 24일(화) 만찬은알렌관입니다. (시간: 18:30 -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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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위원회위원장 김정식(한국경제학회장, 연세대)
경제사학회 조석곤(상지대)
국제지역학회 김용환(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아시아금융학회 오정근(건국대, 한국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학회 김상택(이화여대)
한국개발정책학회 박명호(한국외대)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김경래(아주대)
한국경제교육학회 김상규(대구교대)
한국경제발전학회 홍장표(부경대)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신동천(연세대)
한국경제연구학회 김기흥(경기대)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영재(부산대)
한국경제학사학회 김 균(고려대)
한국계량경제학회 이우헌(경희대)
한국국제경제학회 김태기(전남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유재원(건국대)
한국국제통상학회 최대원(중국해양대)
한국규제학회 김진국(배재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전성인(홍익대)
한국금융학회 김홍범(경상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김승욱(중앙대)
한국노동경제학회 박기성(성신여대)
한국농업경제학회 김동환(안양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 김태균(경북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 김진욱(건국대)
한국무역보험학회 신동천(연세대)
한국무역통상학회 박형래(강릉원주대)
한국문화경제학회 이흥재(추계예술대)
한국법경제학회 김일중(성균관대)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양채열(전남대)
한국비교경제학회 김시중(서강대)
한국사회경제학회 강신준(동아대)
한국사회보장학회 정형선(연세대)
한국산림경제학회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산업경제학회 권광현(창원대)
한국산업조직학회 왕규호(서강대)
한국생산성학회 임호순(고려대)
한국세무학회 홍기용(인천대)
한국여성경제학회 홍은주(한양사이버대)
한국유럽학회 이승근(계명대)
한국유통과학회 윤명길(을지대)

이정완(미국보스톤대)
한국응용경제학회 박정수(서강대)
한국자원경제학회 전영섭(서울대)
한국재정정책학회 강병구(인하대)
한국재정학회 김원식(건국대)
한국제도·경제학회 이영훈(서울대)
한국중소기업학회 배종태(한국과학기술원)
한국지역경제학회 김일태(전남대)
한국질서경제학회 장민수(선문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배진영(인제대)
한국항만경제학회 송계의(동서대)
한국환경경제학회 민동기(건국대)
한국APEC학회 이정택(중앙노동위원회)
한국EU학회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독경상학회 손승희(단국대)
한러통상학회 성일석(한남대)
한일경상학회 임천석(건국대)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인희(건국대)
EAEA(Korea Chapter) 유장희(이화여대)

강삼모(동국대),  강응순(한국APEC학회), 고인석(부천대),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김금선(한국규제학회), 
김두얼(명지대), 김도영(비비비코리아), 김만길(한남대), 
김상욱(배재대), 김승년(한국외대), 김윤식(경상대),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김현석(경북대), 남재현(국민대), 
노용환(서울여대),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지웅(영남대), 
박형준(성신여대), 배병인(국민대),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수완(동서대),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정(고려대), 
심재현(경기대), 안미강(창원대), 안성아(추계예술대), 
요시모토코지(경상대), 원용걸(서울시립대), 
윤승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경원(동국대), 
이국연(대전과학기술대), 이기성(건국대), 이상호(동국대), 
이승기(성신여대), 이종문(부산외대), 임재욱(한국해양대),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우성(산업연구원), 전현배(서강대), 
정상은(한남대), 정재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덕훈(세종사이버대), 조성봉(숭실대), 조성일(상지대), 
조홍종(단국대),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최 선(한양사이버대),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최승노(자유경제원), 
최원석(서울시립대), 최창환(단국대), 최형선(경희대), 
하영태(한양대), 한상범(경기대), 한순구(연세대), 한현옥(부산대), 
홍석철(서강대), 홍인기(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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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우관 본관

5층
532호 535호 537호

4층
432호 435호 437호

3층
335호 337호

2층

조직위원회 본부석

201호

1층
101호 110호 113호 115호

지하 1층
B103호 B106호 B109호 B110호

B112호 B120호 B121호

연세대학교 대우관 별관

1층
102호 103호 107호 108호 109호

지하 1층
B102호 B103호 B104호 B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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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전체회의- 한국경제어떻게해야되살릴수있는가?

•주 관 : 한국경제학회

•일 시 : 2월 24일(화) 14:10-16:30  

•장 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개회사/학회장연설 : 김정식(한국경제학회회장, 연세대)

“한국경제의구조개혁과신발전전략”

•사 회 : 김인철(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성균관대)

•발 제 : 주형환(기획재정부제1차관)

“한국경제의현안과전망”

•토 론 : 이 근(서울대교수), 이지순(서울대교수), 오정근(건국대교수), 김용하(순천향대교수), 
이인재(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부원장)  

제2 전체회의- 미국의금리인상과한국의정책대응

•주 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일 시 : 2월 25일(수) 14:00-16:30  

•장 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개회사 : 김태기(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전남대)

•사 회 : 김인준(서울대명예교수)

•발 표 : 이일형(대외경제정책연구원원장)
“미국의금리인상과한국의정책대응”

•토론패널 : 이영섭(서울대교수), 최희남(기획재정부차관보), 최운규(한국은행경제연구원원장),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선임연구위원), 신민영(LG경제연구원경제연구실장)

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만찬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18:30 - 20:30

•장소 : 연세대학교알렌관

•기념연설 : 박우희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한국경제학어떻게해야하나?”

특별초청강연

•주 관 : 한국경제학회

•일 시 : 2월 25일(수) 13:30 - 14:00  

•장 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사 회 : 김정식(한국경제학회회장, 연세대)

•특별강연 : 정운찬(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전국무총리)
“한국경제와동반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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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1전체회의개최

•개회사/학회장연설 : 김정식(한국경제학회회장, 연세대)
“한국경제의구조개혁과신발전전략”

•주제 : 한국경제어떻게해야되살릴수있는가?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14:10-16:30 

•장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발제 : 주형환(기획재정부제1차관), “한국경제의현안과전망”

II. 특별초청강연

•일시 : 2015년 2월 25일(수) 13:30 - 14:00

•장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특별강연 : 정운찬(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전국무총리), “한국경제와동반성장”

III. 2014년도한국경제학회정기총회개최

•일시 : 2015년 2월 24일(화), 13:30-14:10

•장소 : 연세대학교대우관본관2층201호

IV. 대학원생논문발표및우수논문시상식

•일시 : 2015년 2월 25일(수), 16:30-18:00

•장소 : 대우관본관432호, 435호, 437호, 532호, 535호각강의실

•사회및논평 : 김광환(연세대), 김영준(상명대), 김진우(서울대), 

이경우(한동대), 최윤정(연세대) 

•우수논문시상식 : 2015년 2월 25일(수), 18:00-18:30, 대우관본관435호

•발표논문2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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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회/ 국제지역학회

경제사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김낙년(동국대)

발표1 : 박희진(경북대)*, 김성남(서울대)

“울산지역의기후가농업생산에미치는영향, 1870-1933 - 심원권일기를중심으로-”

논평1 : 조하만(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발표2 : 정안기(고려대)

“1930년대조선형특수회사조선무연탄(주)의연구-제2차무연탄합동을중심으로-”

논평2 : 박기주(성신여대)

발표3 : 홍제환(고려대)

“농지개혁과인적자본축적- 한국의사례를중심으로”

논평3 : 우대형(연세대)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정진성(한국방송통신대)

발표1 : 서문석(단국대)

“한일국교정상화이전면방직설비의수입”

논평1 : 이상철(성공회대)

발표2 : 임동민(고려대)

“1960년대운수산업합리화”

논평2 : 여인만(강릉원주대)

발표3 : 이명휘(이화여대)

“1972년 8·3 조치의배경과장단기성과”

논평3 :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제지역학회

제3 분과회의A (24일16:30 - 18:00 ·대우관별관102호)

사 회 : 신범철(경기대)

발표1 : 조대우(충남대), Jin Xing(충남대)

“중국내다국적기업R&D Lab의통제전략특성이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논평1 : 이상빈(창원대)

2월24일(화)

(* 표시는저자가2인이상인논문의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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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정책학회

발표2 : 강현구(세한대)

“중국해외직접투자정책의변화방향과특징”

논평2 : 정두배(세한대)

발표3 : 양자수(부경대), 장병기(부경대), 최태영(부경대)

“중국주식시장에서업종별주가수익률과변동성전이에관한연구”

논평3 : 김용현(한양사이버대)

제3 분과회의B (24일16:30 - 18:0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문형남(숙명여대)

발표1 : 서한석(가천대)

“OECD 19개주요국가의소득불평등패널시계열분석”

논평1 : 박종현(경남과학기술대)

발표2 : 김경우(을지대)

“자본주의의와인적관리의역학에관한연구”

논평2 : 이정현(명지대)

발표3 : 정홍열(한국해양대)

“한국조선산업의발전과미래과제”

논평3 : 유일선(한국해양대)

한국개발정책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532호)

사 회 : 박명호(한국외대)

발표1 : 정연승(한국개도국연구소)

“냉전과한국의경제개발”

논평1 : 최상오(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발표2 : 김두얼(명지대)

“한국에제공된공적개발원조: 규모추정및국제비교”

논평2 : 임소진(한국수출입은행)

발표3 : 정 혁(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의구조전환에관한이론적고찰및실증분석”

논평3 : 박복영(경희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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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4:00 - 18:0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조덕훈(세종사이버대)

발표1 : 김미숙(LH토지주택연구원), 정매화(길림TV대) 

“북한과중국의토지이용권제도비교연구”

논평1 : 백성준(한성대)

발표2 : 박용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북한건설수요의유형과향후정책과제”

논평2 : 장경석(국회입법조사처) 

발표3 : 이상준(국토연구원) 

“북한국토개발의핵심과제와개발협력”

논평3 : 임강택(통일연구원)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24일18:00 - 18:30 ·대우관본관101호)

한국경제교육학회

등록및개회 (24일13:30 - 14:00) ·대우관본관B103)
- 사 회 : 박형준(한국경제교육학회총무이사, 성신여대)

- 개회사 : 김상규(한국경제교육학회회장, 대구교대)

제3 분과회의Session 1 (24일14:00 - 16:0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손정식(한양대)

발표1 : 김종철(인하대), 장경호(인하대)*

“불확실성이지불용의금액및수령의사금액과그차이에미치는효과”

논평1 : 박도영(한국교원대)

발표2 : 최병일(한국외대)*, 김재진(매일경제), 오재현(매일경제)

“한·중대학생의경제경영이해력비교”

논평2 : 김경모(경상대)

발표3 : 김진영(강원대)

“왜미시경제학보다거시경제학이어려울까?”

논평3 : 안병근(공주교대)

발표4 : 김승희(충남대)

“대학생봉사단체형성에대한사례연구”

논평4 : 신혜원(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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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

제3 분과회의Session 2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전택수(한국학중앙연구원)

발표1 : 김상규(대구교육대)

“속담에나타난생산자와소비자의경제행태분석”

논평1 : 최종민(전북대)

발표2 : 박노광(계명대)

“대구지역소비자경제교육미스매치문제와대안모색”

논평2 : 이광호(공주대)

발표3 : 박용훈(울산공업고)*, 방종훈(울산공업고), 최재호(울산공업고)

“정보대칭성에따른학생들의경제적행태에관한연구- 울산공업고등학교학생들스낵자판기

(경제적시장)를중심으로-”

논평3 : 김진영(KDI)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24일18:00 - 18:30 ·대우관본관B103호)

한국경제통상학회

제3 분과회의A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13호)

사 회 : 김영재(부산대)

발표1 : 박갑제(경남대)*, 김성아(부산대), 김영재(부산대)

“상호저축은행성과의결정요인분석”

논평1 : 이태규(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한광석(포항공대)*, 권준엽(포항공대)

“Market-Based Executive Compensation with Asset Markets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논평2 : 이상호(전남대)

발표3 : 남재현(국민대)*, 이림천(국민대)

“주택시장과은행건전성”

논평3 : 이종문(부산외대)

제3 분과회의B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15호)

사 회 : 김종웅(대구한의대)

발표1 : 김동운(동의대)

“LS그룹에서의가족경영”

논평1 : 손수석(경일대)

발표2 : 최창곤(전북대)

“미스매치가고용탄력성에미치는효과 : 일자리창출과고용창출의구분”

논평2 : 남병탁(경일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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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사학회/ 한국국제금융학회

발표3 : 김상호(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What Drives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for the Japanese Manufacturing Industry?”

논평3 : 이우형(계명대)

발표4 : 안기돈(충남대)

“충남북부지역의경제현황및경제성장요인분석”

논평4 : 박병진(영남대)

한국경제학사학회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7호)

사 회 : 김 균(고려대)

발표1 : 김진방(인하대)

“에지워스가평가하는에지워스의교환이론”

논평1 : 박만섭(고려대)

발표2 : 이규상(아주대)

“페이오프그리고경험과학으로서의게임이론”

논평2 : 최정규(경북대)

발표3 : 이상헌(고려대)

“Hobbes의사회계약론과Smith의도덕론: Rawls의관점에서본재해석”

논평3 : 김병곤(고려대) 

한국국제금융학회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 : 김주철(연세대)

발표1 : 이현진(자본시장연구원)

“국가CDS 스프레드의결정요인에관한연구: 아시아국가를중심으로”

논평1 : 박성준(연세대) 

발표2 : 김도연(영남대) 

“은행산업의시장집중도가중소기업의자금조달및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논평2 : 변혜원(보험연구원)

발표3 : 김지섭(한국개발연구원)

“대출계약구조가부채차입에미치는효과”

논평3 : 손종칠(한국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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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21호)

사 회 : 신관호(고려대)

발표1 : 조두연(국민대) 

“Uncovered Interest Parity, Covered Interest Arbitrage, and Funding Liquidity Constraint”

논평1 : 김태봉(아주대) 

발표2 : 안지연(경희대)

“Sovereign Credit Rating and Trust in Government”

논평2 : 김지섭(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박단비(연세대)*, 김주철(연세대)

“Financial Derivatives Usage and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Evidence from Korean Firm-level 

Data”

논평3 : 박영준(아주대)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 : 채희율(경기대)

발표1 : 남덕우(한양대)

“Habit Formation, Asymmetric Price Adjustment, and Real Exchange Rate Persistence”

논평1 : 박성호(한국은행)

발표2 : 김태훈(서울대)*, 김소영(서울대)

“Global Imbalances: The Role of Currency Internationalization”

논평2 : 황광명(한국은행)

발표3 : 김윤정(서강대)

“Sudden Stops, Limited Enforcement and Optimal Reserves”

논평3 : 이정욱(한국은행)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21호)

사 회 :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발표1 : 김상윤(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도보은(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중FTA 체결에따른국내자동차산업의잠재적리스크분석”

논평1 : 김종권(신한대)

발표2 : 장홍범(수원대)*, 이상헌(성균관대)

“글로벌금융위기이후G3와동아시아의금융연계분석”

논평2 : 강태수(한국은행)

발표3 : 서상원(중앙대), 김영주(한국은행)*

“Covered Interest Parity in Emerging Markets”

논평3 : 조영무(LG경제연구원)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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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제3 분과회의A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 : 이영섭(서울대)

발표1 : 이근영(성균관대)

“엔/달러와원/달러의동조화현상: 재조명”

논평1 : 이 진(이화여대)

발표2 : 남수중(공주대)

“중국의자본항목자유태환과위안화국제화”

논평2 : 장홍범(수원대)

발표3 : 김대환(건국대)

“The Effect of Dividends on Consumption in Korea”

논평3 : 이윤수(서강대)

제3 분과회의B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21호)

사 회 : 유재원(건국대)

발 표 : 이종욱(서울여대)

“한국의Depresssion 경고와대외부문정책”

논 평 : 박해식(한국금융연구원), 전종규(경희대), 이재우(한국수출입은행), 허찬국(충남대),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24일12:30 - 13:30 ·대우관본관B120호)

한국금융학회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3호)
- 거시통화/국제금융부문

사 회 : 이영섭(서울대)

발표1 : 안창모(경상대)*, 이계민(경상대), 장동구(SEAC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ransmission Channels: An International Network Analysis”

논평1 : 이재원(서울대)

발표2 : 박성욱(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한국금융연구원)

“우리나라자본이동관리정책이자본유출입에미친영향분석”

논평2 : 박복영(경희대)

발표3 : 주상철(국민연금연구원)

“액티브외화관리전략의수익성분석”

논평3 : 이병주(한국은행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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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5호)
- 금융계량분석부문

사 회 : 한상범(경기대)

발표1 : 박용훈(암스테르담대)*, 조선우(Earsmus University Rotterdam) 

“원자재가격변화에따른에너지기업주가의변동성에관한연구”

논평1 : 윤선중(동국대)

발표2 : 이창민(서울대)*, 이한식(서강대)

“소파동분석을이용한금리스프레드의경기예측력분석”

논평2 : 장정모(자본시장연구원)

발표3 : 라정주(서울대)

“A Monetary  Approach to the Gravity Model”

논평3 : 장용준(경희대)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3호)
- 재무/자본시장부문

사 회 : 구재운(전남대)

발표1 : 조대형(국회입법조사처)

“아시아국가CDS 스프레드의장기기억과시장의효율성에관한연구”

논평1 : 배광일(전남대)

발표2 : 권준엽(포항공대)*, 한광석(포항공대)

“Stock-Based CEO Compensation under Ambiguity”

논평2 : 송수영(중앙대)

발표3 : 이우백(한국방송통신대)*, 박종원(서울시립대)

“KOSPI200옵션시장과선물시장간가격발견분석”

논평3 : 장 욱(덕성여대)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5호)
- 금융제도/금융소비자보호부문

사 회 : 정지만(상명대)

발표1 : 오승곤(예금보험공사)

“A Review of Integrated Protection Schemes for Financial Consumers”

논평1 : 김상수(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정윤모(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법상불완전판매규제제도연구”

논평2 : 이시연(한국금융연구원)

발표3 : 전선애(중앙대)*, 오승곤(예금보험공사)

“금융회사파산과금융소비자보호”

논평3 :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2/25(수) 오전, 한국금융학회제4분과회의(A, B) 및제5분과회의(A, B, C) 진행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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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9호)

사 회 : 류재우(국민대)

발표1 : 김영철(상명대)*, Loury, Glenn C.(Brown Univ.)

“Stereotypes and Identity Choice”

논평1 : 최정규(경북대)

발표2 : 이정민(서강대)*, 박상곤(한국관광문화연구원)

“Ripped Off?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Shoppers: Field Experiments in the Market Place”

논평2 : 김성현(이화여대)

발표3 : 박기홍(육군3사관학교)

“The Effects of Overeducation on Labor Mobility: Evidence from Young Korean Female Graduates”

논평3 : 김종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표4 : 오승연(보험연구원)

“The Evolution of Gender Norms, Division of Labor and Fertility”

논평4 : 안태현(서강대)

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10호)

사 회 : 윤정열(이화여대)

발표1 : 황승진(서강대)

“최저임금이고용에미치는영향”

논평1 :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발표2 : 전주용(한국고용정보원)*, 전재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정책/고용효과추정”

논평2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발표3 : 오호영(한국직업능력개발원)

“누가, 왜사교육을받는가”

논평3 : 홍성민(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표4 : 박우람(한국개발연구원)*, 손혜림(Univ. of Hong Kong)

“The Impact of College Education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Household Savings”

논평4 : 박윤수(한국개발연구원)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9호)

사 회 : 박덕제(한국방송통신대)

발표1 : 최경수(한국개발연구원)

“청년층취업난의원인은미스매치인가?”

논평1 : 배진한(충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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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제학회

발표2 : 이찬영(전남대)

“The Effect of Local Labor Demand on Employment Status and Location with a Focus on 

Four-year-college Graduates from Non-capital Regions”

논평2 : 최 충(한양대)

발표3 : 이철희(서울대)*, 이에스더(서울대)

“Son Preference, Sex-Selective Abortion, and Parental Investment in Girls in Korea: 

Evidence from the Year of the White Horse”

논평3 : 최자원(한양대)

발표4 : 손기태(국민대)*, 한바란(KDI국제정책대학원)

“Does It Pay to Be Educated for Prostitutes?”

논평4 : 김도형(한국개발연구원)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10호)

사 회 : 김장호(숙명여대)

발표1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비정규직법이근로자의고용안정성에미친효과분석”

논평1 :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최창곤(전북대)

“비정규직노동시장의균형모형”

논평2 : 김우영(공주대)

발표3 :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강창희(중앙대)*, 최바울(한국개발연구원)

“저임금근로자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사업(두루누리사업)의효과”

논평3 : 송헌재(서울시립대)

발표4 : 양희승(Monash Univ.)*, 심명규(Shanghai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Technology Adoption, and Job Polarization”

논평4 : 문외솔(서울여대)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및배무기학술상시상식 (24일12:30 - 13:30 ·대우관본관B109호)

한국농업경제학회

등록및개회 (24일09:00 - 09:20 ·대우관별관103호)
- 학회장인사말 : 김동환(안양대)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조재환(부산대)

발표1 : 김용준(서울대)＊, 안동환(서울대), 김관수(서울대)

“병해충위험을고려한인삼의최적수확시기분석”

논평1 : 이상민(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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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한기욱(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안동환(서울대)

“식량및에너지자급률에따른국가유형화분석”

논평2 : 이병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정원호(부산대)*, 최세현(부산대), 최예준(부산대)

“농식품국가R&D성과의사업화발전방향”

논평3 : 신용광(한국농수산대)

발표4 : 김언희(경북대)*, 김현석(경북대)

“교토의정서발효에따른축산물교역변화분석”

논평4 : 김배성(제주대)

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7호)

사 회 : 서종석(전남대)

발표1 : 최돈우(경상북도농업기술원)*, 김태균(경북대)

“참외보완적결합기술의수용효과분석”

논평1 : 이상호(영남대)

발표2 : 민자혜(서울대)*, 안동환(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정은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성농업인의6차산업화참여결정요인분석”

논평2 : 김정섭(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윤성주(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이춘수(고려대)

“인공신경망의예측력검정 : 국제곡물시장을중심으로”

논평3 : 유찬희(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4 : 박하나(농식품신유통연구원)*, 김동환(안양대)

“농산물직거래의성과및발전방안”

논평4 : 전익수(충북대)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양병우(전북대)

발표1 : 임청룡(연변대)*, 최돈우(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축산물브랜드자산의평가요인에관한연구”

논평1 : 여준호(경북대)

발표2 : 민선형(서울대)*, 김관수(서울대), 안동환(서울대), 박준기(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소득보전직불제의농가특성별농가소득영향분석”

논평2 : 김윤형(전남대)

발표3 : 정원호(부산대)*, 오내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쌀수입보험으로쌀변동직불제를대체할수있을까”

논평3 : 채광석(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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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식품정책학회

등록및개회 (24일09:00 - 09:10 ·대우관별관108호)
- 학회장인사말 : 김태균(경북대)

제1 분과회의A (24일09:10 - 10:50 ·대우관별관108호)

좌 장 : 임정빈(서울대)

발표1 : 박준형(한국식품연구원)*, 곽창근(한국식품연구원)

“Dietary Patterns and Body Mass Indices among Adults in Korea: Evidence from Pseudo Panel 

Data”

논평1 : 안병일(고려대)

발표2 : 김민주(농촌진흥청)*, 채용우(농촌진흥청), 고현석(농촌진흥청), 강진구(농촌진흥청)

“배추의가계소비패턴분석”

논평2 : 김윤형(전남대)

발표3 : 이상현(한국농촌경제연구원)*, Gary Williams(Texas A&M University)

“세계대두및대두제품주요수출입국현황및시사점”

논평3 : 김승규(경북대)

발표4 : 김원용(식품안전정보원)*, 이춘수(고려대), 양승룡(고려대)

“저탄소인증농산물에대한생산자와소비자인식조사”

논평4 : 이상호(영남대)

제1 분과회의B (24일09:10 - 10:50 ·대우관별관109호)

좌 장 : 김 호(단국대)

발표1 : 이상래(농촌진흥청)*, 이철희(농촌진흥청), 정병우(농촌진흥청), 최칠구(농촌진흥청)

“농업회계지침도입및개선방안연구”

논평1 : 최세현(부산대)

발표2 : 박성호(농촌진흥청)

“벼무논점파재배기술에관한농가의향”

논평2 : 김태윤(서울대)

발표3 : 강진구(농촌진흥청)*, 채용우(농촌진흥청), 고현석(농촌진흥청), 박상미(농촌진흥청)

“농축산물생산액변화특성과시사점”

논평3 : 송우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4 : 김상덕(농수산식품공사)*, 양승룡(고려대)

“농산물도매가격결정방식에대한연구”

논평4 : 권승구(동국대)

한국농식품정책학회총회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9호)

2015년2월24일(화)한국농식품정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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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경제학회

개회식 (24일09:30 - 10:00 ·대우관별관B110호)
- 사 회 : 이기성(한국동북아경제학회사무국장, 건국대)

- 개회사 : 김진욱(한국동북아경제학회회장, 건국대)

- 축 사 : 今村弘子(日本北東アジア學會副會長, 富山大)

한인희(한중사회과학회회장, 건국대)

제1, 2 분과회의 (24일10:00 - 11:4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문정구(건국대)

발표1 : 

발표 2 : 今村弘子(富山大)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Ordinary or Cold”

발표3 : 남영숙(이화여대)

“중국내기업의사회적책임확산의동인과제약요인분석”

토 론 : 유희문(한양대), 임천석(건국대), 백권호(영남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1 (24일13:40 - 15:10 ·대우관별관B104호)

사 회 : 김시중(서강대)

발표1 : 李鋼哲(北陸大)

“뉴노멀시대의중국경제?외교와동북아지역협력패러다임의전환”

논평1 : 문익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기보(숭실대)

발표2 : 김민수(인천대)

“미국발부채버블의위기와중국위안화국제화의의미”

논평2 : 송재두(중원대), 서창배(부경대)

발표3 : 朴君姬(부산대)

“환율변동이중국수출에미치는영향분석”

논평3 : 남수중(공주대), 권선희(대진대)

발표4 : 채수명(21세기경영연구소) 

“전략적동북아경제통합환경트렌드시나리오에관한연구: 국제적대세에의한한중일미래예측성과

한국대응력을중심으로”

논평4 : 윤상윤(건국대), 이상춘(중원대)

제3 분과회의B - Session 1 (24일13:40 - 15:1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김창남(동아대)

발표1 : 정영록(서울대), 서봉교(동덕여대)*

“중국의위안화직거래해외사례와특징: 시장의반응과전략을중심으로”

논평1 : 오대원(한남대), 김옥희(배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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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이점순(중앙대)

“FTA체제하에서의일본의원산지증명제도에관한연구”

논평2 : 주노종(한국정부조달연구원), 유광현(건국대)

발표3 : M. Bilegsaikhan(몽골국립대)*, 심의섭(명지대)

“Mongolian Economic Impacts of Northeast Asia Tourist Flow”

논평3 : 문정구(건국대), G. Munkhnasan(한국외대)

발표4 : 吉田央(東京農工大)   

“후쿠시마원전사고이후의일본원자력정책”

논평4 : 이홍배(동의대), 박재욱(건국대)

제3 분과회의A - Session 2 (24일15:30 - 17:00 ·대우관별관B104호)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김상욱(배재대)

“지역문화와중국의지역경제발전”

논평1 : 전호진(서울사이버대), 이혁구(배재대)

발표2 : 백 훈(중앙대)

“The Prospect of a European Energy Union: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논평2 : 이현주(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김성순(단국대)

“FDI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에관한한·중비교분석”

논평3 : 정은이(경상대), 강승호(강릉원주대)

제3 분과회의B - Session 2 (24일15:30 - 17:0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주성환(건국대)

발표1 : 金 丹(동경이과대)

논평1 : 강철구(배재대), 홍승린(한성대)

발표2 : 김정인(중앙대)*, 위자흔(중앙대)

“중국의배출권거래제도입현황과미래방향”

논평2 : 이종철(중앙대), 김경환(강남대)

발표3 : 이용진(홍익대)

논평3 : 金 旭(건국대), 고정오(단국대)

라운드테이블 (24일17:10 - 18:00 ·연세대학교대우관별관B110호) 

주 제 : 글로벌경제질서의변화에따른동북아협력방안

사 회 : 강정모(경희대)

토 론 : 심의섭(명지대), 김창남(동아대), 이상만(중앙대), 김세영(단국대), 이영련(강원대), 

이창재(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희문(한양대), 백권호(영남대)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24일11:40 - 12:10 ·대우관별관B110호)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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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432호)

사 회 : 김석철(가천대)

발표1 : 이제홍(조선대), 유승균(동국대)

“B2C거래에서의GCB에관한탐색적연구”

논평1 : 한재필(숭실대), 강무희(남서울대)

발표2 : 윤기관(충남대)

“FTA 피해산업보완대책으로서의<FTA보험>종목개발연구”

논평2 : 전순환(중부대), 임목삼(원산지정보원)

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윤상철(단국대)

발표1 : 정성훈(동국대), 딴틋우(동국대)

“미얀마의수출보험제도도입을위한정책제언”

논평1 : 원동욱(우송대), 박세훈(상지대)

발표2 : 김용재(한국산업기술대학)

“무역보험업무제도개선에관한연구”

논평2 : 김희국(선문대), 김경환(강남대)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2호)

사 회 : 박문서(호원대)

발표1 : 김태황(명지대)

“한국-몽골경제협력과무역보험활용방안”

논평1 : 정 웅(경찰대), 이 욱(현대해상화재)

발표2 : 송정석(중앙대)

“위안화를대상으로한환변동보험적용현황및시사점”

논평2 : 임병진(영남대), 김종권(신한대)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안택식(강릉원주대)

발표1 : 김선정(동국대)

“국제투자중재에관한미국연방대법원최초판결(BG Group v Argentina)의함의”

논평1 : 이승환(대구대), 김용길(원광대)

발표2 : 권효상(한국조세연구소)

“무역보험과개정상법(보험편)에관한연구”

논평2 : 전우현(한양대), 신현화(법무법인율촌)

한국무역보험학회임시총회 (24일12:30 - 13:30 ·대우관본관4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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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537호)

사회1 : 전정기(영남대)

발표1 : 박형래(강릉원주대)
“중력모형을이용한외국의반덤핑조치와중국수출간의상관관계분석”

논평1 : 김태황(명지대), 정문현(서원대)

발표2 : 홍길종(강원대)
“강원지역기업유치활성화를위한지원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논평2 : 박희천(강동대), 심준구(건국대)

사회2 : 박종삼(남서울대)

발표3 : 박건영(덕성여대)
“외국인근로자유입이지역의임금및생산구조에미치는영향”

논평3 : 곽영암(신한대), 김규남(경인여대)

발표4 : 김 성(한국해양대), 임재욱(한국해양대)*
“해외직구소비자의특성에관한연구”

논평4 : 정재승(단국대), 김형철(건국대)

한국법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40 - 11:1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송웅순(법무법인세종)

발표1 : 김태진(고려대)
“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소고”

논평1 :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성 원(성균관대), 박민수(성균관대), 김현철(성균관대)
“은행부문규제감독제도가은행성과에미치는영향”

논평2 : 구자현(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주진열(부산대)
“가격할인리베이트와배타적거래: 최근미국/EU법리의시사점”

논평3 :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제2 분과회의 (24일11:20 - 12:2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고학수(서울대)

발표1 : 최한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Quantifying the Power of Connections: Evidence from Revolving Door in Korea’s Judiciary”

논평1 : 최경규(동국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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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김효진(고려대)

“경로의존은어떻게세습되는가: 역사적제도주의관점에서본김정은대남정책”

논평2 : 오경섭(세종연구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신도철(숙명여대)

발표1 : 윤진수(서울대)

“부당이득법의경제적분석”

논평1 : 권영준(서울대)

발표2 : 김정호(연세대)

“일조권의법경제학”

논평2 : 최준규(한양대)

발표3 : 오정일(경북대), 윤봉준(뉴욕주립대)

“The Division of Marital Property and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at Divorce: An Analysis 

of S. Korean Family-court Decisions”

논평3 : 윤상호(한국경제연구원)

한국법경제학회총회및위공시상식 (24일12:20 - 13:30 ·대우관본관B112호)

한국산림경제학회

등록및개회 (24일10:50 - 11:00 ·대우관별관108)
- 학회장인사말 :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8호)

사 회 : 안기완(전남대)

발표1 : 신준환(동양대)*, 오세창(대구대)

“백두대간과우리민족의국토에대한과학적인식: 산림융합연구의기초를보기위하여”

논평1 : 우종춘(강원대)

발표2 : 오세창(대구대)*, 신준환(동양대)

“탄소저장고로서의지속가능한목제품: 탄소계정에대한북한목재수급상황을고려한제언”

논평2 :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3 : 김종달(경북대)*, 엄정섭(경북대)

“대북산림탄소무역: 흡수량과경제성”

논평3 : 배재수(국립산림과학원)

발표4 : 허만호(경북대)*, 엄정섭(경북대)

“탄소무역대상산림관련대북협상: 통제와인권의관점에서”

논평4 : 박미선(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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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학회

발표5 : 엄정섭(경북대)*, 허만호(경북대), 김종달(경북대), 주승민(경북대)

“대북산림탄소상쇄사업의MRV 여건평가”

논평5 : 김준순(강원대)

제3 분과회의 (24일13:30 - 17:00 ·대우관별관108호)

사 회 : 박주원(경북대)

발표1 : 구자춘(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소희(서울대)

“북한황폐산지복구사업의우선대상지선정- 군단위지역을중심으로”

논평1 : 김오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표2 : 송민경(국립산림과학원)*, 김영환(국립산림과학원)

“국내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상쇄배출권수급전망분석”

논평2 : 이요한(영남대)

발표3 : 김오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Joshua P. Newell(Univ. of Michigan)

“REDD 기준선설정을위한베이스라인토지피복변화모델”

논평3 : 김영환(국립산림과학원)

발표4 : 강성표(전남대)*, 최수임(순천대), 김재성(임업진흥원), 안기완(전남대)

“임업경영실태조사대상업종개편”

논평4 : 장철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5 : 박소희(서울대)*, 윤여창(서울대), 민경택(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가소득계층이동에영향을미치는요인분석”

논평5 : 김현근(한국임업진흥원)

발표6 : 김동현(국립산림과학원)*, 문지민(국립산림과학원), 김철상(국립산림과학원)

“펠릿정책이생산량에미치는영향”

논평6 : 구자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7 : 이재환(강원대)*, 최상현(강원대), 우종춘(강원대)

“인제군산림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예측및실제효과”

논평7 : 이호상(국립산림과학원)

한국산림경제학회총회 (24일17:00 - 18:00 ·대우관별관108호)

한국산업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2호)

사 회 : 조종주(창원대)

발표1 : 서지용(상명대)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oan Portfolios and Economic Condition”

논평1 : 박세운(창원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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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손판도(동아대), 정성엽(동아대)

“FTA관세혜택의효율적인활용을위한중소기업의원산지정보관리전략”

논평2 : 서지용(상명대)

발표3 : 박세운(창원대)

“The Impact of the 2008 Financial Crisis on Determinants of House Price in Seoul: A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논평3 : 손판도(동아대)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2호)

사 회 : 박세운(창원대)

발표1 : 이재형(우석대)

“부패가군비지출에미치는영향: 국가별패널자료분석”

논평1 : 김종섭(강원대)

발표2 : 서지용(상명대)

“A Study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s for SMEs”

논평2 : 김승렬(전남대)

발표3 : 김종섭(강원대)

“서비스산업과지역성장간의관계”

논평3 : 정성엽(동아대)

발표4 : 이상호(전남대), 김승렬(전남대)

“Eco-technology Licensing in a Polluting Mixed Duopoly with Foreign Penetration”

논평4 : 이재형(우석대)

한국생산성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04호)

사 회 : 김경환(성균관대)

발표1 : 양희원(육군본부)

“효과적연구개발투자유인정책의선택 : 직접대간접수단”

논평1 : 김준엽(경희대)

발표2 : 이상준(고려대), 신호정(고려대), 이윤숙(서강대)

“서울시택시서비스개선방안에대한탐색적연구 : 교통사고에의한서비스실패를중심으로”

논평2 : 노경호(대림대)

발표3 : 최정원(건국대), 한호선(건국대), 이미영(건국대)

“텍스트마이닝을이용한기업부도예측연구”

논평3 : 김민선(협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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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 이형석(충북대), 이해인(충북대)

“카노모델을활용한스마트폰품질평가”

논평4 : 김민호(아침기술경영연구소)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04호)

사 회 : 이의영(군산대)

발표1 : 정다운(고려대), 김병조(고려대)

“Entering Convergent Product Market: Incentive of Cooperation under Convergence Synergy and 

Market Expansibility”

논평1 : 송치웅(STEPI)

발표2 : 장인성(국회예산정책처)

“노동생산성의산업별분해와국제비교”

논평2 : 이정현(명지대)

발표3 : 송치웅(STEPI), 신범철(경기대)

“A Study on Team Salary and Performance in KBL”

논평3 : 오주연(인하대)

발표4 : 오승환(서울대), 심동녘(서울대), 이정동(서울대)

“혁신형중소기업에대한정부정책의보완효과에대한연구 : 인증제도를중심으로”

논평4 : 김영준(고려대)

발표5 : 신범철(경기대)

“이노비즈기업에대한정책지원의기업성과효과분석”

논평5 : 김현철(군산대)

한국세무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335호)

사 회 : 최원석(서울시립대)

발표1 : 박성욱(경희대), 김영훈(경희대)*, 김영생(한국직업능력개발원)

“중소기업에대한청년층의취업을유도하기위한세제개선방안에대한연구”

논평1 : 문예영(배화여대)

발표2 : 이강영(중소기업혁신연구원)

“경영자의과잉투자와채권스프레드의관계”

논평2 : 유영태(인천대)

발표3 : 최유진(서울시립대)

“고액임원보수의공시효과- 5억원이상임원급여를중심으로”

논평3 : 고윤성(한국외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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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럽학회/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유럽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10호)

사 회 : 이종서(중원대)

발표1 : 안상욱(부경대)

“EU항공시장통합과저가항공의부상”

논평1 : 황기식(동아대)

발표2 : 황해두(건국대), 방상철(건국대)

“한-EU FTA 체결에대한한국의산업조정정책: 새경제지리학적분석”

논평2 : 박경환(고려사이버대)

발표3 : 고종환(부경대)

“TTIP: What Impact Would It Have on the Global Economy?”

논평3 : 윤성원(수원대)

발표4 : 손수석(경일대)

“한-EU FTA 발효 3년의성과와대응방안에관한연구”

논평4 : 이무성(명지대)

한국유통과학회

제1, 2, 3 분과회의 (24일09:20 - 19:00 ·대우관본관337호)

사회1 : 양회창(장안대)

발표1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사회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SPSS 워크샵”

<2/25(수), 4, 5, 6분과회의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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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02호)

사 회 : 김윤경(이화여대)

발표1 : 곽지섭(한국전력거래소)*, 조성봉(숭실대)

“정부의절전규제가국민총후생에미친영향분석”

논평1 :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오인하(건국대)*, 오승환(서울대), 이정동(서울대)

“외국인직접투자와오염회피가설에관한연구: 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를중심으로”

논평2 : 오경수(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3 : 김수이(홍익대)*, 이성훈(청주대)

“CO₂배출, 에너지소비, GDP간의상호인과관계분석”

논평3 : 정용훈(인하대)

발표4 :  조홍종(단국대)*, 권혁동(단국대)

“국제유가가한·일LNG 도입가격에미치는영향”

논평4 : 빈기범(명지대)

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허은녕(서울대)

발표1 : 민윤지(동국대)

“한국과OECD국가의에너지효율정책효과분석”

논평1 : 허가형(국회예산처)

발표2 : 장일수(서울대)

“협조적게임에의한물자원공급의비용배분문제: 중국의남수북조공정을사례로”

논평2 : 조명환(서울시립대)

발표3 : 백민호(아주대)*, Zulfikar Yurnaidi(아주대), 오재익(아주대), 김수덕(아주대)

“건물부문적정실내온도준수효과분석”

논평3 : 양용현(한국개발연구원)

발표4 :  Ha Tran Lan Huong(아주대)*, Fan Shumin(아주대)

“China’s 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Technology Transfer in Vietnam”

논평4 :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02호)

사 회 : 박희천(인하대)

발표1 : 김윤경(이화여대)

“2000 ~ 2020년의원자력발전, 석탄광산, 가스사고조사및피해연구”

논평1 : 박선영(포스코경영연구소)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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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김재현(한국조달연구원)*, 이정환(한국조달연구원)

“MGARCH 모형을이용한금속원자재변동성예측”

논평2 : 최용옥(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류하늬(서울대)

“전력산업구조개편과공급안정성간의상관관계고찰”

논평3 : 이성훈(청주대)

발표4 : 최봉석(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우영(에너지경제연구원)

“Energy Efficiency and Firm Performance”

논평4 : 김광호(한양대)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김수덕(아주대)

발표1 : 김경희(서울대)

“산업부문에너지소비및온실가스배출요인분석”

논평1 : 이지웅(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2 : 이상헌(성균관대)

“Informative Mobile Application, Search Cost, and Spatial Price Competition in the Korean Retail 

Gasoline Market”

논평2 : 이진국(한국개발연구원)

발표3 : 조인경(서울대)

“수자원R&D 사업의성과분석”

논평3 : 윤태연(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4 :  김문정(서울대)

“DEA방법론을이용한OECD 국가별과학기술R&D 성과및혁신유인분석”

논평4 :  김동구(삼성경제연구소)

제3 분과회의 (24일15:00 - 16:3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김동훈(연세대)

발표1 : 장민우(연세대)*, 조하현(연세대)

“구간별가격체계를고려한우리나라주택용전력수요의가격탄력성과전력누진요금제조정방안”

발표2 : 김재화(경북대)*, 김현석(경북대)

“신재생에너지가이산화탄소배출에미치는장단기영향분석”

발표3 : 정예민(고려대)*, 조용성(고려대), 박호정(고려대)

“Spatial Econometric Analysis on the Eff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of Retail Gasoline Price”

발표4 : 노민영(아주대)

“승용차의연비와공차중량및배기량의상관관계분석”

발표5 : 전승호(아주대)

“국가별스마트그리도도입여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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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발표6 : 이정현(고려대)*, 임송수(고려대), 박호정(고려대)

“국내석유제품가격의대칭및비대칭적가격전달에관한연구”

발표7 : Zulfikar Yurnaidi(아주대)*, 백민호(아주대), 오재익(아주대), 김수덕(아주대)

“Analysis of Building’s Lighting Technological Change and Its Impact on the Energy System”

종합토론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24일12:30 - 13:30 ·대우관별관B103호)

한국재정학회

제1 분과회의A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535호)

사 회 : 현진권(자유경제원)

발표1 : 이경우(한동대)

“최적제도와비교한국민연금및소득세제도의후생분석”

논평1 : 박명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2 : 김헌수(국민연금연구원)*, 김원식(건국대)

“정년연장에따른국민연금재정효과분석”

논평2 : 박기출(삼성생명은퇴연구소)

발표3 : 최기홍(국민연금연구원)

“확장된세대간회계에의한국민연금의세대간형평성과지속가능성의측정”

논평3 : 전병목(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1 분과회의B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537호)

사 회 : 김성태(청주대)

발표1 : 김병우(한국교통대)

“조세법과사회후생- 최적소득세를중심으로”

논평1 : 고 선(중앙대)

발표2 : 양희승(호주모나쉬대)

“Do the U.S. Social Security Dependent Benefits Reduce Labor Supply among Prime-Aged 

Married Women?”

논평2 : 송헌재(서울시립대)

제2 분과회의A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5호)

사 회 : 최병호(부산대)

발표1 : 윤영훈(고려대), 이우진(고려대)* 

“한국경제와피케티베타의동학: 1996-2012”

논평1 : 김진영(건국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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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도·경제학회

발표2 : 이선화(한국지방세연구원)

“주택과세의거래영향분석”

논평2 : 김상겸(단국대)

제2 분과회의B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7호)

사 회 : 박기백(서울시립대)

발표1 : 심송보(정보통신정책연구원)

“Strategic Use of Expenditures to Stay in Office”

논평1 : 박상원(한국외대)

발표2 : 구균철(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정부의세입분권이생산적지방공공재공급에미치는영향”

논평2 :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제도·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고인석(부천대)

발표1 : 임병덕(법무법인한별)

“한국에서의페어플레이정신을위한제도적장치”

논평1 : 이영훈(서울대), 음선필(홍익대)

발표2 : 이성섭(숭실대)

“행정학과경제학을어떻게연결할것인가?”

논평2 : 박덕수(부천대), 김대진(서울시립대)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유정호(KDI국제정책대학원)

발표1 : 이성규(안동대)

“시장확대적정부와창조경제”

논평1 : 장오현(동국대), 유정호(KDI국제정책대학원) 

발표2 : 송덕진(자유경제원)

“창조경제와산업의경제적효과- 방송산업과보험산업을중심으로”

논평2 : 이종인(여의도연구원), 강정모(경희대)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24일12:30 - 13:00 ·대우관본관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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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6호)
- 주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전략과과제

사 회 : 송혁준(덕성여대)

발표1 : 이종욱(서울여대)

“삼성전자의상생경영과강소기업협력사재무구조특성”

논평1 : 길재욱(한양대)

발표2 : 이해춘(성균관대)*, 김남현(성균관대), 이정일(성균관대), 이정섭(한국중소기업연구원)

“유료방송시장점유율규제개선의고용효과추정”

논평2 : 이종관(미디어미래연구소)

발표3 : 배종태(KAIST)

“상생협력을통한산업혁신생태계육성전략”

논평3 : 김용진(서강대)

발표4 : 윤여은(KAIST)*, 배종태(KAIST)

“지적재산권보호기재에따른벤처기업의기업벤처캐피탈선택”

논평4 : 송치승(원광대)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6호)
- 주제: 중소기업국제화전략모색

사 회 : 이준호(중소기업연구원)

발표1 : 원종현(성균관대)*, 정소원(상명대)

“한국중소기업의국제화와전략”

논평1 : 엄부영(중소기업연구원)

발표2 : 정민지(성균관대)*, 양희순(성균관대)

“중소기업의국제기업가성향이수출성과에미치는영향: 제품유형에따른차이비교”

논평2 : 권기환(상명대)

발표3 : 허경준(성균관대)*, 정규일(성균관대)

“중소기업의수출지원서비스에대한중요도및만족도에관한연구”

논평3 : 이순철(부산외대)

총 평 : 신환섭(KOTRA)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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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질서경제학회

한국지역경제학회

제3 분과회의Session I (24일16:00 - 17:0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송해안(전주대)

발표1 : 신승우(건국대)*, 정희남(국토연구원), 김승종(국토연구원)

“판매용빌딩매장의점유비용에관한연구”

발표2 : 안기돈(충남대) 

“대덕연구개발특구및테크노파크정책의개도국혁신클러스터구축에대한시사점”

발표3 : 남병탁(경일대)

“경북지역철강산업숙련수요에관한연구”

공동논평 : 나주몽(전남대), 모성은(한국지역경제연구원), 엄수원(전주대)

제3 분과회의Session II (24일17:00 - 18:0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신창호(서울연구원)

발표1 : 김봉진(광주발전연구원)*, 김일태(전남대), 정유석(전남대)

“광주지역고용지표의변화와일자리창출정책”

발표2 : 송부용(경남발전연구원)*, 김영순(경남발전연구원)

“청년취업확대를위한신규직업발굴방안연구: 경남의사례”

발표3 : 김봉원(한국지역경제연구원)

“일자리창출과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역할”

공동논평 : 강동희(군산대), 이춘근(대구경북연구원), 우 경(김포대), 조현수(평택대)

한국질서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0호)

사 회 : 황신준(상지대)

발표1 : 김동운(동의대)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설립동향, 1999-2014년”

논평1 :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발표2 : 백 훈(중앙대)

“Resourse Bases for the OECD Countries”

논평2 : 최숙희(한양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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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0호)

사 회 : 심지홍(단국대)

발표1 : 공보성(동아대), 정남기(동아대)

“중국의중소기업과중소기업지원정책”

논평1 : 조영삼(산업연구원)

발표2 : 김상철(한세대)

“구동독의사회정책형성과변천”

논평2 : 고명덕(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한국항만경제학회

제1 분과회의 (24일09:20 - 10:50 ·대우관본관335호)

사 회 : 박창식(고신대)

발표1 : 박노경(조선대)

“퍼지(평균지수변환)DEA모형과교차효율성모형을이용한클러스터링측정에대한실증적비교연구”

논평1 : 여기태(인천대), 김근섭(KMI)

발표2 : 박영태(동의대)*, 하종원(부산대)

“부산항신항배후단지효율적관리를위한현안과제도출”

논평2 : 김청열(동명대), 조성환(한국허치슨터미널)

발표3 : 김창범(전남대)*, 박홍균(순천대)

“개입승법계절ARIMA와인공신경망모형을이용한해상운송물동량의예측”

논평3 : 이민규(KMI), 강효원(중앙대)

발표4 : 서수완(동서대)

“베트남항만개발여건및진출방안”

논평4 : 이광배(순천대), 김태우(유한대)

발표5 : 김보경(중앙대)*, 이충배(중앙대)

“동북아시아지자체간국제협력강화방안연구”

논평5 : 류재영(항공대), 임영태(KRIHS)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335호)

사 회 : 백대영(호원대)

발표1 : 한철환(동서대)

“북극해항로에있어서벌크선의운항경제성”

논평1 : 안승범(인천대), 노홍승(KOTI)

발표2 : 강상곤(영진공사)*, 박창호(재능대)

“인천내항의항만재개발사업추진정책분석에관한연구”

논평2 : 정태원(성결대), 김운수(IDI)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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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PEC학회/EAEA

발표3 : 구경모(동의대)*, 오용식(한국해양대)

“우리나라국제카페리시장의현황과전망에대한연구”

논평3 : 권재현(장안대), 김정환(대구가톨릭대)

발표4 : 박병인(전남대)*, 성숙경(전남대)

“동아시아주요항만컨테이너선대운항네트워크분석”

논평4 : 이태휘(평택대), 서문성(금강대)

발표5 : 송계의(동서대)

“인더스트리4.0시대의물류관리”

논평5 : 한낙년(경남대), 김병일(인천항만연수원)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24일12:30 - 13:00 ·대우관본관335호)

한국APEC학회/EAEA

제2 분과회의 (24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2호)

사 회 : 이정택(한국APEC학회회장)

발표1 : 최영배(외교부경제공동체)

“2014년APEC 정상회의결과평가및2015년APEC 논의전망”

논평1 : 이현훈(강원대)

발표2 : 허 정(서강대)

“APEC Indeed Has Created Intra-regional Trade: A Systematic Empirical Analysis”

논평2 : 주현수(자본시장연구원)

발표3 : 현정환(일본히로시마대) 

“동태적대출시장과거시경제와의관계: 방글라데시사례”

논평3 : 손기윤(인천대)

발표4 : 고종환(부경대)

“A Free Trade Area of the Asia Pacific (FTAAP): What Impact Would It Have on the Korean 

Economy, Compared to TPP and RCEP?”

논평4 : 정홍열(한국해양대)

한국APEC학회총회 (24일12:30 - 13:00 ·대우관본관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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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 한독경상학회

한국EU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535호)

사 회 : 박성택(한국산업기술대)

발표1 : 강유덕(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재정위기에대한유럽중앙은행의대응과역할변화”

논평1 : 채희율(경기대) 

발표2 : 박경선(영산대), 최창규(명지대)*

“Does Financial System Matter to Housing Price Volatility?”

논평2 : 빈재익(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3 : 박순찬(공주대)

“Multilateralizing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 Trade Facilitation Provisions: Discriminatory or 

Non-discriminatory?”

논평3 : 김태황(명지대)

한국EU학회총회 (24일18:00 - 18:30 ·대우관본관535호)

한독경상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437호)

사 회 : 윤승환(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좌 장 : 김유찬(홍익대) 

발표1 : 김익성(동덕여대)

“새로운남북한경제협력정책의제안”

논평1 : 정남기(동아대), 김인숙(성균관대)

발표2 : 신언명(서울디지털대)

“병원경영에서전사적리스크관리의도입방안고찰”

논평2 : 남기창(전주대), 한성안(영산대)

2015년2월2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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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통상학회

한러통상학회

제3 분과회의 (24일16:30 - 18:00 ·대우관본관432호)

사 회 : 김상호(부산외대)

발표1 : 성일석(한남대)

“극동지역개발방안과한국의참여방안”

논평1 : 이수영(은광학원)

발표2 : 채 훈(인천대)

“전자결제의문제점과개선방안”

논평2 : 강신원(순천대)

발표3 : 김만길(한남대)

“한국과중국이체결한FTA 무역구제제도비교고찰”

논평3 : 김연숙(강남대)

한러통상학회총회 (24일18:00 - 18:30 ·대우관본관4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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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5일(수)

아시아금융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아시아금융학회

제5 분과회의 (25일10:30 - 12:30 ·대우관본관201호)
- 주제: 가열되는통화전쟁과동아시아통화금융협력, 이대로좋은가?

사 회 : 김인철(성균관대, 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발 제 :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건국대),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 론 : 김정식(연세대, 한국국제금융학회명예회장), 백승관(홍익대, 한국국제금융학회명예회장), 

성태윤(연세대),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최공필(한국금융연구원)

정보통신정책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발표1 : 이대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Assessing the Quality of Internet Access Service: Application Base Approach”

논평1 : 조영상(연세대) 

발표2 : 김도훈(경희대)

“플랫폼생태계유형별규제이슈”

논평2 : 신일순(인하대)

발표3 : 이상규(중앙대), 이경원(동국대)*

“인터넷포털의사전규제필요성과시장획정: 인터넷검색광고서비스를중심으로”

논평3 : 진양수(김앤장법률사무소)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5호)

사 회 : 강사웅(한동대)

발표1 : 김진기(한국항공대)

“글로벌 ICT기업의전략방향에관한연구- Apple과Google의M&A 사례분석을중심으로”

논평1 : 공영일(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발표2 : 황유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직결합구조가영화상영결정에미치는영향”

논평2 : 김성환(아주대)

발표3 : 김민기(KAIST)*, 이동현(KAIST)

“A Farewell to Arms? Patent War in the Smartphone Industry”

논평3 : 최호철(국가과학기술연구회)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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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발전학회/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한국경제발전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30 - 10:3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이제민(연세대)

발표1 : 박경로(경북대)*, 김정욱(서울대)

“미국과영국에서기업의소유와지배, 경영의분리과정”

논평1 : 송홍선(자본시장연구원)

발표2 : 하봉찬(부경대)*, 최현정(부경대)

“중소기업정책금융지원결정요인분석”

논평2 : 문상영(한경대)

제5 분과회의 (25일10:50 - 12:2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이 근(서울대)

발표1 : 이태정(연세대)

“북부에티오피아건조고원지대의빈곤실태를통해본‘한국형’농촌종합개발사업의방향”

논평1 : 박영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표2 : 박복영(경희대)*, 김형종(고려대) 

“What Affects Public Attitudes to Development Aid in Korea”

논평2 : 이재우(한국수출입은행)

발표3 : 이현태(서울대)*, 이 근(서울대)

“How Institutions Interact with Ownership in Determining Firm Performance in China”

논평3 : 문익준(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25일12:20 - 13:00 ·대우관본관B112호)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2:00 ·대우관별관102호)

사 회 : 조병도(서울과기대)

발표1 : 정기호(경북대)*, 박주헌(동덕여대), 황성윤(경북대)

“원자력발전부재상황의산업연관모형연구”

논평1 : 안홍기(국토연구원)

발표2 : 권태현(한국은행)*, 정영택(한국은행), 이우기(한국은행)

“한국산업연관표의과거, 현재그리고미래”

논평2 : 김지영(수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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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박재운(부산경제진흥원)

“지난30년간국내외산업연관분석연구의동향과시사점”

논평3 : 권태현(한국은행)

발표4 : 정영호(한국은행)*, 유성욱(한국은행), 이지현(한국은행), 최다희(한국은행)

“TIIO 2005로살펴본우리나라의대외거래분석”

논평4 : Zhang Yaxiong(State Information Center(SIC))

제4 분과회의B (25일10:00 - 12:0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고종환(부경대)

발표1 : Hui Song(Statistics Science Institute of Hebei Province (SSIHP))

“Study on Regional Environment Economics Input-output System Model”

논평1 : Xuemei Shen(CRISER)

발표2 : Xuemei Shen(CRISER)

“A CGE Analysis of Introducing Carbon Tax in the East Asia Region”

논평2 : 황원식(산업연구원)

발표3 : Jihong Jin(Donghua Univ.)*, Yiyi Ju(Donghua Univ.)

“CO2 Emissions Embodied in th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China and Japan”

논평3 : 김윤경(이화여대)

제6 분과회의A (25일14:30 - 17:10 ·대우관별관102호)

사 회 : 신동천(연세대)

발표1 : Masaaki Kuboniwa(Hitotsubashi Univ.)

“Theory of Value-added Trade”

논평1 : 윤우진(산업연구원)

발표2 : Satoshi Inomata(JETRO)*, Tsubasa Shibata(JETRO)

“Geometry of Global Value Chains”

논평2 : 김재덕(산업연구원)

발표3 : Zhang Yaxiong(State Information Center(SIC))*, Yuan Jianqin(State Information Center(SIC))

“China, Japan and Korea’s Interregional Production Networks Based on TIIOT2005: 

In the Context of GVC”

논평3 : Satoshi Inomata(JETRO)

발표4 : 고종환(부경대)

“A Comparative Study on the Economic Impact of TPP and RCEP Using a CGE Model”

논평4 : Hidekazu Ito(Kwansei Gakuin Univ.)

제6 분과회의B - Session 1 (25일14:00 - 16:0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Kiyoshi Fujikawa(Nagoya Univ.)

발표 1 : 이용호(산업연구원)*, 이진면(산업연구원)

“A Study on Development of KIET Macro-Industry Short-term Projection Model”

논평1 : Yamada Mitsuo(Chukyo Univ.)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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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발표2 : Sanmang Wu(China University of Geosciences)*, 

Shantong Li(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State Council(DRC)), 

Jianwu He(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State Council(DRC))

“Estimation of the Contribution of Exports to the Provincial Economy: An Analysis Based on 

China’s Multi-regional Input-output Tables”

논평2 : Kazuo Inaba(Ritsumeikan Univ.)

발표 3 : Hidekazu Ito(Kwansei Gakuin Univ.)

“An Interregional SAM Building Focused on Institutional Sectors and Structure Path Analysis 

in Japan”

논평3 : Xiuli Liu(Chinese Academy of Sciences(CAS))

제6 분과회의B - Session 2 (25일16:10 - 18:00 ·대우관별관103호)

사 회 : Shantong Li(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State Council(DRC))

발표1 : Xiuli Liu(Chinese Academy of Sciences(CAS))

“Double Filtering Method and Its Application: Skeleton Industrial Structure Change Comparison 

among China, Japan and USA”

논평1 : 정영호(한국은행)

발표2 : Takashi Yagi(Meiji Univ.)

“Measuring Labor Productivity in Japan”

논평2 : Jihong Jin(Donghua Univ.)

발표 3 : 김혁중(산업연구원)*, 이진면(산업연구원)

“Quantifying Impact of Oil Price Shocks to the Korean Industry using Inter-Country 

Input-Output Table”

논평3 : Kiyoshi Fujikawa(Nagoya Univ.)

한국경제연구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배영목(충북대)

발표1 : 김동운(동의대)

“한국재벌에서의지주회사체제도입현황”

논평1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김보영(농협생명)

“제조업부문의기업진입·퇴출의생산성효과분석”

논평2 : 노용환(서울여대)

발표3 :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업의성과연동임금제와중장기생산성에미치는영향”

논평3 : 표한형(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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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4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박현국(한국기술교육대)

“비정규직법이근로자임금에미친영향에대한연구”

논평4 : 이상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임병인(충북대)

발표1 : 이근영(성균관대) 

“자금·주식·외환시장간의연계성분석”

논평1 : 박상준(와세다대)

발표2 : 박상준(와세다대)

“Is the Yen Undervalued?”

논평2: 이근영(성균관대)

발표3 : 조상용(한성대)*, 박승록(한성대)

“아파트경매에서낙찰가율의결정요인에대한연구: 강남. 강북3구를중심으로”

논평3 : 김경아(국민연금연구원) 

발표4 : 이해춘(성균관대)*, 김남현(성균관대),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단축제도의고용효과추정”

논평4 : 김우영(공주대) 

제6 분과회의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B110호)

사 회 : 구정모(강원대)

발표1 : 정지운(성균관대), 임병인(충북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소득인정액기준의타당성검증”

논평1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발표2 : 박승록(한성대)

“창조경제에서기업가정신과고용창출에관한연구”

논평2 :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발표3 : 최두열(한국기술교육대)*, 박승록(한성대), 김태섭(한국은행충북본부)

“충북지역주택담보대출, 주택가격과경기의관계에대한연구”

논평3 : 임미화(단국대)

발표4 : 이필규(경기대)*, 김기흥(경기대), 손명기(경기대), 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

“방송및음향기기산업의수요-생산승수, 수요-수요승수효과비교분석”

논평4 : 김을식(경기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별관B110호)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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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6호)
- 미시분과 I

사 회 : 황성하(서강대)

발표1 : 박용진(Connecticut College)

“When Repetition Hurts: Effect of Repeated Interactions on Cooperation”

논평1 : 성한경(서울시립대)

발표2 : 이용주(영남대)

“Persistence of Political Conflict in Party Politics”

논평2 : 이동렬(성신여대)

발표3 : 인영환(KAIST)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ash Bargaining Solution: Fictitious Play”

논평3 : 서정민(숭실대)

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9호)
- 거시분과 I

사 회 : 윤 택(서울대)

발표1 : 송재은(단국대)

“Competitive Search Equilibrium in the Credit Market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and Limited 

Commitment”

논평1 : 김선빈(연세대)

발표2 : 최형선(경희대)*, 이만종(고려대)

“Multiple Means of Payment, Excess Reserves, and Monetary Policy”

논평2 : Pidong Huang(고려대)

발표3 : 오지윤(KDI)

“Misallocation and Manufacturing TFP in Korea”

논평3 : 손종칠(한국외대)

발표4 : 윤 택(서울대)

“공공부채의파급경로에서의기대의역할”

논평4 : 정용승(경희대)

제4 분과회의C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10호)
- 계량분과 I

사 회 : 박상수(고려대)

발표1 : 임혜준(영남대)*, John McLaren(Univ. of Virginia)

“Does Foreign Direct Investment Raise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 New 

Instrumental Variables Approach”

논평1 : 박성용(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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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2 : Jeremiah A. Richey(경북대)*, Alicia Rosburg(Univ. of Northern Iowa)

“Changing Roles of Ability and Education in US Intergenerational Mobility”

논평2 : 정기호(경북대)

발표3 : 김태환(연세대)*, Lijuan Huo(Beijing Institute of Technology), 

Yunmi Kim(Univ. of Seoul), Dong Jin Lee(Univ. of Connecticut)

“Testing for Autocorrelation in Quantile Regression Models”

논평3 : 서명환(서울대)

제5 분과회의A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6호)
- 미시분과 II

사 회 : 김종민(국민대)

발표1 : 송 준(성균관대)*, David Reinstein(Univ. of Essex)

“Listen to the Market, Hear the Best Policy, but Don’t Always Choose It”

논평1 : 김종민(국민대)

발표2 : 김진우(서울대)

“Stable Matching in Large Economies”

논평2 : 고영우(한양대)

발표3 : 이진혁(울산과기대)*, 박재옥(연세대)

“Second-Price Auctions with Sequential and Costly Participation”

논평3 : 조명환(서울시립대)

제5 분과회의B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9호)
- 거시분과 II

사 회 : 김소영(서울대)

발표1 : 이재원(서울대)*, Woong Yong Park(UIUC), Saroj Bhattarai(UT-Austin)

“Optimal Monetary Policy in a Currency Union with Interest Rate Spreads”

논평1 : 이준희(영남대)

발표2 : 김배근(중앙대)

“Explaining Movements of the Labor Share in the Korean Economy: Factor Substitution, Markups 

and Bargaining Power”

논평2 : 김형석(KAIST)

발표3 : 이미혜(한국은행)*, 나수미(서울대)

“A Study on the Downward Nominal Wage Rigidity in Korea”

논평3 : 김광환(연세대)

발표4 : 이윤수(서강대)

“Productivity Growth in the Retail Sector: Entry, Exit, and Reallocation”

논평4 : 양두용(경희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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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제5 분과회의C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10호)
- 계량분과 II

사 회 : 박성용(중앙대)

발표1 : 정기호(경북대)

“Symmetrically Grafted Least Square Estimation for Censored Tobit Model”

논평1 : Jeremiah A. Richey(경북대)

발표2 : 서명환(서울대)

“Structural Change in Sparsity”

논평2 : 김태환(연세대)

발표3 : 박성용(중앙대)*, A.K.Bera(Univ. of Illinois), A.F.Galvao Jr.(Univ. of Iowa), 

G.V.Montes-Rojas(City University London)

“Asymmetric Laplace Regression: Maximum Likelihood, Maximum Entropy and Quantile 

Regression”

논평3 : 박상수(고려대)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25일12:40 - 13:30 ·대우관본관B109호)

한국국제통상학회

제6 분과회의A (25일14:00 - 17:0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1 : 이제민(연세대)

발표1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한국다국적기업의글로벌가치사슬확장에따른지식기반제조업파급효과분석”

논평1 : 구필현(SkillsMeet Ltd)

발표2 : 구필현(SkillsMeet Ltd)

“환경지속성과기업성과지속성의상관관계 : 글로벌친환경자동차산업사례연구”

논평2 : 김세원(가톨릭대)

사회2 : 최대원(중국해양대)

발표3 : 이홍구(건국대)

“Trade and Emissions Mitigation”

논평3 : 최남석(한국경제연구원)

발표4 : 최백렬(전북대), 이감용(전북대)

“중국에대한FDI가중국무역에미친영향에관한연구”

논평4 : 김대영(중앙대)

발표5 : 김세원(가톨릭대)

“중국의비즈니스시스템어떻게규정할것인가?”

논평5 : 이홍구(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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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제6 분과회의B (25일14:00 - 17:00 ·대우관본관B121호)

사회1 : 유규열(국방대)

발표1 : 이현훈(강원대)

“Aid for Trade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논평1 : 김경민(한국은행경제연구원)

발표2 : 전성희(순천대)

“개발원조(ODA)가저개발국가의창업/투자/무역환경을개선시킬수있는가”

논평2 : 양운철(세종연구소)

사회2 : 이종원(수원대)

발표3 : 최보영(KIEP), 편주현(고려대)

“Firm Productivity Gain in response to Real Exchange Rate Depreciation Shock: Analysis with 

Korean Firm Level Data”

논평3 : 김재환(세계김치연구소)

발표4 : 김경민(한국은행경제연구원)

“수입중간재의비용효과를고려한환율변동과수추가격간의관계”

논평4 : 이현훈(강원대)

발표5 : 양운철(세종연구소), 이상학(국민대)

“Power Struggle for Seeking Privileges and Economics Rents in North Korea”

논평5 : 전성희(순천대)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25일17:00 - 17:30 ·대우관본관B120호)

한국규제학회

제6 분과회의Session 1 (25일15:00 - 16:2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김진국(배재대)

발표1 : 이병기(KERI)*, 노기범(KERI) 

“서비스업에있어서진입규제, 기업규모의일자리창출효과”

논평1 : 박정수(산업연구원) 

발표2 : 임재진(한성대)

“의료기기자기적합성선언제도도입을위한해외사례분석”

논평2 : 이혜영(광운대)

발표3 : 김성준(경북대)

“WTO/TBT GRP의변화와우리정부의대응전략”

논평3 : 양준석(가톨릭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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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정보학회

제6 분과회의Session 2 (25일16:30 - 17:50 ·대우관본관B112호)

사 회 : 김문겸(중소기업옴부즈만)

발표1 : 이혁우(배재대)

“법정사무수탁기관의규제현황분석”

논평1 : 김주찬(광운대)

발표2 : 최성락(동양미래대)

“중견기업규제의특성과한계”

논평2 : 홍순만(연세대)

발표3 : 이민창(조선대)

“규제권한이양을통한지방규제개선방안: 제주특별자치도사례를중심으로”

논평3 : 최성호(경기대) 

한국금융정보학회

제6 분과회의A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09호)

사 회 : 함준호(연세대, 한국은행)

발표1 : 전주용(한국은행)*, 여은정(중앙대)
“Entry of Non-financial Firm and Competition in the Retail Payments Market”

논평1 : 임 준(보험연구원)

발표2 : 원승연(명지대)*, 남재현(국민대), 김주희(지안리서치) 
“외국인투자를이용한국민연금의국내주식시장영향력분석”

논평2 : 허석균(중앙대)

발표3 : 조성욱(서울대), 김정심(성균관대)*
“Do Wholesale Financiers Discipline Risky Banks? Evidence from the Financial Crisis of 2008”

논평3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제6 분과회의B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10호)

사 회 : 이군희(서강대)

발표1 : 손삼호(순천향대)*, 이정환(한양대), 윤보현(지안리서치), 하 준(산업연구원)
“유가증권시장상장기업의주식발행과자본조달순서에관한연구”

논평1 :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김형석(국민연금연구원)*, 김우찬(고려대)
“Executive Compensation When a Firm is a Business Group Member”

논평2 : 빈기범(명지대)

발표3 : 김유라(서울시립대), 윤정선(국민대)*
“기관투자자의투자기간이내부통제의효율성에미치는영향”

논평3 : 이준서(동국대)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25일18:00 - 18:30 ·대우관본관B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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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한국금융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3호)
- 금융정책부문

사 회 :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김희식(한국은행경제연구원)

“독일금융시스템의특징과국제화과정”

논평1 : 임 진(한국금융연구원)

발표2 : 김진산(경북대)*, 김 범(숭실대)

“등급전망의정보가치와신용개선효과”

논평2 : 박래수(숙명여대)

발표3 : 임대봉(영남대)

“금리의변동이주택매매가격과전세가격에미친영향분석”

논평3 : 이규복(한국금융연구원)

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5호)
- 거시통화/국제금융부문

사 회 : 주상영(건국대)

발표1 : 송치영(국민대)*, 김대환(건국대)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Macroeconomic and Financial Determinants of Cross-Country 

Impacts on Stock Price Volatility”

논평1 : 남덕우(한양대)

발표2 : 김도완(한국은행)*, 오형석(한국은행)

“글로벌금융위기이후국내외시장금리동조화현상분석: 미국및우리나라수익률곡선관계를

중심으로”

논평2 : 최승문(서울시립대)

발표3 : 조하현(연세대)*, 이승국(B&MC Korea)

“강한미달러화(Strong USD)가신흥국금융시스템리스크에미치는영향및파급경로분석”

논평3 : 이동은(명지대)

제5 분과회의A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0호)
- 국제금융연구회

사 회 : 송치영(국민대)

발표1 : 임준환(보험연구원)*, 황인창(보험연구원)

“위안화직거래시장도입의미와시사점”

논평1 : 장원창(인하대)

발표2 : 김부용(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부동산시장동향과전망”

논평2 : 이치훈(국제금융센터)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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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경제학회

발표3 : 남수중(공주대)

“중국의자본항목자유태환과위안화국제화”

논평3 : 안유화(자본시장연구원)

제5 분과회의B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3호)
- 금융산업조직연구회

사 회 : 구본성(한국금융연구원)

발표1 : 강경훈(동국대)*, 배영수(서울시립대)

“은행의임원인사가경영성과에미치는영향”

논평1 : 전주용(한국은행경제연구원)

발표2 : 김병기(한국은행경제연구원)*, 민준규(한국은행경제연구원)

“Loan Rate Differences across Financial Firm Types: A Mechanism Design Approach”

논평2 : 한재준(인하대)

발표3 : 여은정(중앙대)*, 김동순(중앙대), 장영애(하나금융경영연구소)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The Impa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Chinese Companies”

논평3 : 이수진(한국금융연구원)

제5 분과회의C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15호)
- 금융정책연구회

사 회 : 이동걸(동국대)

발표1 : 윤석헌(숭실대)*, 박래수(숙명여대)

“정책금융실효성소고”

논평1 : 남재현(국민대)

발표2 : 최병천(국회)*, 전성인(홍익대)

“관치금융에서법치금융으로: 금융규제정상화를위한제언”

논평2 : 유철규(성공회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2호)

사 회 : 조성봉(숭실대)

발표1 : 이명헌(인천대)

“카이퍼의경제문제사고(思考)의기본요소”

논평1 : 이윤재(숭실대)

발표2 : 이홍구(건국대)

“분배정의와경제행위의도덕적기초”

논평2 : 황의서(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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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경제학회

발표3 : 이우성(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아론(글로벌개발협력컨설팅)

“기독교적관점의빈곤국가개발협력과선교적시사점”

논평3 : 김인숙(신한대)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본관432호)

한국문화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532호)
- 일반세션

사 회 : 심상민(성신여대)

발표1 : 서영덕(추계예술대) 

“독점적콘텐츠제공자가위험선호적의사결정을하는이유: 부분게임완전균형분석”

논평1 : 이재박(前키즈캐슬에듀테인먼트)

발표2 : 김재범(성균관대)*, 이채민(성균관대) 

“Show me the money를통해살펴본한국힙합의진정성”

논평2 : 양승규(경기콘텐츠진흥원)

발표3 : 신두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성인지문화예산의실태와문제점”

논평3 : 김복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535호)
- 기획세션 I

사 회 : 박조원(한양대)

발표1 : 오양열(북한대학원대) 

“통일시대, 북한내한류현황과전망”

논평1 : 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표2 : 원종원(순천향대) 

“한국뮤지컬산업의현황과창작뮤지컬발전을위한제언”

논평2 : 이유리(청강문화산업대) 

발표3 : 소병희(국민대)

“온라인유통과전자책이도서출판산업에미치는영향”

논평3 : 박호상(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발표4 : 박정현(KAIST), 강유미(현대미술관), 김은영(현대미술관)*

“지식경영과뮤지엄: 참여도분석을통한미술관과관람객의관계강화하기”

논평4 : 배은석(한국전통문화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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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5 분과회의A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2호)
- 대학원생세션

사 회 : 임상오(상지대)

발표1 : 안지언(성균관대)

“새터민청소년의문화자본과문화취향”

발표2 : 김수민(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보호기금운영평가및효율화방안연구”

논 평 : 임승희(수원대), 김인설(전남대),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

제5 분과회의B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5호)
- 기획세션 II

사 회 : 손원익(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발표1 : 민경오(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화예술회관을통한지방문화발전”

발표2 : 김윤식(광역문화재단협의회)

“문화재단사업평가와향후과제”

발표3 : 송은옥(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지역과의공진화”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본관535호)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04호)

사 회 : 서창진(한양대)

발표1 : 김경아(국민건강보험공단)

“인지활동프로그램이용이경증치매자에게미치는영향: 노인장기요양보험치매특별등급시범사업

대상자를중심으로”

논평1 : 김홍수(서울대)

발표2 : 김민기(KAIST)

“Loss Aversion and Physician Behaviour: Evidence from New Drug Adoption”

논평2 : 김대중(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3 : 이수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중경계양분선택형설문지를활용한spike 모형분석: 기후변화에의한말라리아를중심으로”

논평3 : 강은정(순천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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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537호)

사 회 : 이성섭(숭실대)

발표1 : 정영화(전북대)
“한국산업정책거버넌스(법제)의거래비용분석”

논평1 : 강승호(강릉원주대), 김민수(인천대)

발표2 : 오대원(한남대)
“민간투자수요부문의위안화국제화가능성분석”

논평2 : 남수중(공주대), 구기보(숭실대)

발표3 : 강영호(삼성경제연구소), 김병연(서울대), 이종규(KDI)
“New Firms, Privatization, and Business Environments in Transition Economies”

논평3 : 성원용(인천대), 김민정(서강대)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537호)

사 회 : 강정모(경희대)

발표1 : 김민정(서강대)
“Bank Loa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of Financially Distressed Firms”

논평1 : 오대원(한남대), 강영호(삼성경제연구소)

발표2 : 정승호(한국은행)
“The Performances of Chinese Firms in North Korean Trade: Evidence from Firm-Level Data”

논평2 : 김상욱(배재대), 이상윤(성균관대)

발표3 : 한종만(배재대)
“북극공간의개념정의: 자연구분과행정구분을중심으로”

논평3 : 정영화(전북대), 정상은(한남대)

한국비교제학회총회 (25일12:30 - 13:30 ·대우관본관537호)

한국사회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김정주(한양대)

발표1 : 김명록(경성대)

“글로벌은행의자금조달패턴과금융안정성에대한연구”

논평1 : 송종운(아주대)

발표2 : 한재명(고려대)*, 류재린(고려대), 김 균(고려대)

“관계재가행복에미치는영향분석”

논평2 : 김남수(한국소비자원)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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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조정은(경성대) 

“소비자협동조합관련국내연구동향”

논평3 : 권오범(경상대)

발표4 : 김동운(동의대)

“GS그룹과개인화된경영지배구조”

논평4 :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

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110호)

사 회 : 강남훈(한신대)

발표1 : 옥우석(인천대)

“서비스화의진전과소득불평등”

발표2 : 서환주(한양대)

“성장과복지의선순환을위하여: 복지제도를고려한다양한성장레짐의비교”

발표3 : 신우진(고려대)*, 서환주(한양대), 김준일(고려대)

“기회의불평등과사회이동성”

논평1 : 강신욱(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논평2 : 신정완(성공회대)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홍 훈(연세대)

발표1 : 정성기(경남대)

“한국자본주의의공간성과근대경제학/정치경제학원론의존재론적비판: ‘일자리와삶’의문제를

중심으로”

발표2 : 박지웅(영남대)

“공정성논의를둘러싼주류경제학적난맥상의연구”

발표3 : 이승은(영남대)

“응분론을통한신고전파의분배적정의비판”

발표4 : 서한석(가천대)

“논리의풍요와현실성의결핍: 국제경제학교육을중심으로”

논평1 : 안현효(대구대)

논평2 : 이상헌(고려대)

제6 분과회의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01호)

사 회 : 고민창(원광대)

발표1 : 정재헌(부경대)*, 홍장표(부경대)

“기업간거래네트워크의계층성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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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발표2 : 하봉찬(부경대)*, 김성원(부경대)

“기업간거래네트워크와임금격차”

발표3 : 홍장표(부경대)*, 남종석(부경대)

“기업간거래네트워크와연구개발투자”

논평1 : 정재현(한국고용정보원)

논평2 : 김정주(한양대)

한국사회경제학회평의회 (25일13:30 - 14:00 ·대우관본관101호)

한국사회보장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배준호(한신대)

발표1 : 김진수(연세대), 정창률(단국대), 남재욱(연세대)

“농업인재해보상제도에관한국제비교연구”

논평1 : 류근옥(서울과학기술대)

발표2 : 장동한(건국대), 문성현(백석대)

“지속가능한사회보험의차원에서분석한산재보험제도의발전적운영방안”

논평2 : 이재삼(가천대)

발표3 : 김수완(강남대)

“국민연금기금의공공성투자전략재검토: 역사적접근”

논평3 : 주은선(경기대)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김태일(고려대)

발표1 :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

“영국조세정치의마술적조정: 버츠켈리즘에서블레처리즘으로의변화와그함의”

논평1 : 최영준(고려대)

발표2 : 김경우(을지대)

“한국의자본주의와공정사회실현에관한연구”

논평2 : 이주하(동국대)

발표3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가계부채의누증과파급효과분석”

논평3 : 김도균(고려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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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제6 분과회의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B103호)

사 회 : 이준협(고려대)

발표1 : 김대환(동아대)

“산정특례제도의형평성연구및정책적시사점”

논평1 : 임승지(건강보험공단)

발표2 : 박창제(경북대)

“의료기반노인보호와비의료기반노인보호의비용효과분석”

논평2 : 한동운(한양대)

발표3 : 김정덕(일산병원), 강민진(일산병원), 김도훈(건강보험공단), 최영순(건강보험공단), 

片桐由喜(오타루상과대)

“한·일진료수가결정체계비교연구: 의료비억제기전중심”

논평3 : 신현웅(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

제6 분과회의A (25일14:45 - 16:15 ·대우관본관110호)

사 회 : 김종민(국민대)

발표1 : 김철영(연세대)
“An Economic Rationale for Dismissing Low Quality Experts”

논평1 : 김영철(상명대)

발표2 : 임윤성(동덕여대)
“Asymmetric Prices in a Labor Hoarding-Efficiency Wage Model”

논평2 : 문외솔(서울여대)

발표3 : 조수미(전남대)*, 이상호(전남대)
“Optimal Privatization and Emission Tax in Differentiated Mixed Duopoly: Cournot vs. Bertrand”

논평3 : 박재옥(연세대) 

제6 분과회의B (25일14:45 - 16:15 ·대우관본관113호)

사 회 : 권남훈(건국대)

발표1 : 강지수(서강대)
“대형마트진입이전통시장서비스개선에미치는영향”

발표2 : 권준엽(포항공대)
“Strategic Delegation and Second Mover Advantage in Duopoly”

발표3 : 김나영(한양대)
“부당한공동행위사건의과징금결정요인에관한연구”

발표4 : 오지영(연세대), 서진영(연세대)*
“Estimating Effects of the Leniency Program and Its Amendments in Korea by Measuring Cartel 
Detec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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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C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10호)

사 회 : 김영산(한양대)

발표1 : 강희우(한국조세재정연구원)

“The Effect of Lump Sum Contracts on Bidding Behavior and Procurement Costs in Public Highway 

Construction”

논평1 : 송은지(KDI)

발표2 : 오준병(인하대)

“Another Burden of Patent Ownership? Financial Market Reaction and Prediction in Patent 

Litigations”

논평2 : 백철우(덕성여대) 

발표3 : 조장희(서강대)

“대형마트는지역슈퍼마켓모두에게해로운가?”

논평3 : 정용훈(인하대) 

제6 분과회의D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13호)

사 회 : 전병헌(고려대)

발표1 : 김재수(IUPUI)

“Price Discrimination with Demarketing”

논평1 : 안일태(중앙대)

발표2 : 원세범(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반복게임관점에서의자진신고제도효과분석”

논평2 : 윤경수(김앤장법률사무소) 

발표3 : Thomas D. Jeitschko(Michigan State University), 김재수(IUPUI),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Bundling and Joint Marketing by Rival Firms”

논평3 : 조성익(KDI) 

제6 분과회의E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115호)

사 회 : 정인석(한국외대)

발표1 : 권남훈(건국대)

“단말기유통체제변화의이론적분석”

논평1 : 김성환(아주대) 

발표2 : 복홍석(한국공정거래조정원)*, 백미연(서울대시장과정부연구센터)

“대기업계열사의광고비투자효율성분석과경쟁정책적시사점: 지배주주의터널링유인을중심으로”

논평2 : 임영식(김앤장법률사무소)

발표3 : 최윤정(연세대), 한종희(연세대)* 

“Vertical Integration and Market Foreclosure: Empirical Evidence in the Korean Movie Industry”

논평3 : 황유선(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25일18:00 - 18:30 ·대우관본관110호)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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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한국유통과학회

한국여성경제학회

등 록 (25일09:00 - 09:20)
- 사 회 : 한현옥(부산대)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335호)

사 회 : 성효용(성신여대)

발표1 : 조인숙(연세대)
“대졸자노동시장이행과정에있어서의남녀차이”

논평1 : 안태현(서강대)

발표2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김효순(고용노동부), 박수연(고용노동부)
“시간제근로자의임금에대한연구”

논평2 : 박진희(한국고용정보원)

발표3 : 김영옥(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난주(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조업여성기업의경영성과와금융지원”

논평3 : 민세진(동국대)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335호)

사 회 : 이영희(한국지방세연구원)

발표1 : 서미숙(성신여대)
“대기오염과여성의경제활동”

논평1 : 임동순(동의대)

발표2 : 이지연(에너지경제연구원)
“비모수함수를사용한비관찰변수의추정: 클러스터패널샘플에대한적용”

논평2 : 안병철(영남대)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본관335호)

한국유통과학회

제4, 5 분과회의 (25일09:00 - 13:30 ·대우관본관337호)

사회1 : 양회창(장안대)

발표1 : 양회창(장안대)
“SPSS 워크샵”

사회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SPSS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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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분과회의Session 1 (25일14:00 - 15:00 ·대우관본관337호)

사 회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개회사 : 김영이(서울디지털대)

발표1 : 윤명길(을지대)
“2014년KODISA Journals의회고및전망”

종합토론 : 이종호(IJIDB 편집위원장), 황희중(JDS 편집위원장), 김영이(EAJBE 편집위원장), 
양회창(JEMM 편집위원장)

제6  분과회의Session 2 (25일15:00 - 15:50 ·대우관본관337호)

사 회 : 이종호(공주대)

발표1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이종호(공주대), 김동호(뉴욕주립대), 이정완(미국보스톤대), 
김영이(서울디지털대), 양회창(장안대), 윤명길(을지대)
“학술지윤리강화를위한표절검증사례”

논평1 : 김동일(부산대), 김규배(대전대)

발표2 : 박수홍(장안대)
“학회부설연구원운영방안및전략”

논평2 : 김 택(중원대), 심규열(구미대)

제6  분과회의Session 3 (25일15:50 - 18:00 ·대우관본관337호)

사 회 : 김판진(초당대)

발표1 : 김인엽(숭실대), 이상윤(가천대)
“유통기업취업을위한회계정보처리시스템교과수업만족도연구”

논평1 : 김영이(서울디지털대), 남성집(대전대),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발표2 : 김성수(굿파트너십)
“농식품6차산업화와로컬푸드사례연구”

논평2 : 이국연(대전과학기술대), 이승은(대전보건대)

발표3 : 박수홍(장안대), 선일석(장안대)
“코스메틱산업에서의유통경로상거래관계가갈등과관계만족에미치는영향”

논평3 : 송광석(숭실대), 이기웅(건국대)

발표4 : 심규열(구미대), 오상현(구미대)
“여성전문병원의고객만족과곡객신뢰고객충성도에관한구조적분석”

논평4 : 김영이(서울디지털대), 남성집(대전대),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발표5 : 김상덕(경남대), 박경도(서강대)
“유통업체와공급업체간관계에서거래특유투자와협업노력간관계”

논평5 : 김창곤(순천대), 김영민(서울사이버대)

발표6 : 김진환(한국방송통신대)
“그리스항만민영화와그과제에대한연구”

논평6 : 김창곤(순천대), 김영민(서울사이버대)

발표7 : 김 택(중원대)
“공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경영”

논평7 : 황희중(한국방송통신대), 이종호(공주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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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경제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응용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437호)

사 회 : 서병선(고려대)

발표1 : 이철희(서울대)

“Recession and Birth Outcomes in South Korea”

논평1 : 김정호(아주대)

발표2 : 이태정(연세대)*, 김춘배(연세대)

“Understanding the Self-Rated Health Status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Dry Highlands 

of Northern Ethiopia”

논평2 : 김영일(서강대)

발표3 : 위혜승(KDI)*, 홍석철(서강대), 강민아(이화여대)

“Effectivenes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Tuberculosis Controls by Governance of 

Recipients”

논평3 : 홍석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437호)

사 회 : 문춘걸(한양대)

발표1 : 권남훈(건국대)*, 권유안(건국대), 김대환(건국대), 유규상(건국대)

“이력서선택과편견에대한신경경제학적접근”

논평1 : 강창희(중앙대)

발표2 : 신동현(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조하연(연세대), 김재혁(연세대)

“한국에너지소비의변동성구조변화”

논평2 : 김수이(홍익대)

발표3 : 성명기(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과거시경제모의실험모형”

논평3 : 김창배(한국경제연구원)

한국재정정책학회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02호)

사 회 : 김대영(지방세연구원) 

발표1 : 전승훈(대구대)  

“복지재원확보를위한조세개혁방안”

논평1 : 김은경(경기개발연구원), 김상철(한세대) 

발표2 :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가구소득과자산의결합분포분석”

논평2 : 임응순(한남대), 박승준(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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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발표3 : Sun Ho Lee(Hannam Univ.)*, Eung-Soon Lim(Hannam Univ.), Jinyoung Hwang(Hannam Univ.) 

“Do Credit Guarantees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itigate the Business Cycle? Evidence 

from Korea”

논평3 : 조성일(상지대),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제6 분과회의A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B102호)

사 회 : 김의섭(한남대)

발표1 : 강동관(IOM이민정책연구원), 성효용(성신여대)*, 강병구(인하대) 

“외국인근로자의송금요인분석”

논평1 : 이종하(IBK경제연구소), 정군오(호서대)

발표2 : 박일렬(강남대)*, 양윤식(강남대) 

“게임아이템거래의세원관리방안: 전자사업장제도를중심으로”

논평2 : 유태현(남서울대), 남택진(미래회계법인) 

발표3 : 홍수완(감사연구원)*, 윤별아(감사연구원)

“중앙기금의재정위험분석: 사업성기금을중심으로”

논평3 : 우명동(성신여대), 이재민(경북대)

제6 분과회의B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김병권(세무법인열림세무사)

발표1 : 강 준(안진회계법인)  

“비상장주식보충적평가방법의적정성에관한연구”

논평1 : 홍인기(대구대), 김재영(세무법인열림세무사)

발표2 : 황도곤(국세청)

“소득세법상거주자규정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

논평2 : 김대영(지방세연구원), 송경학(세무법인다솔세무사)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25일18:00 - 18:30 ·대우관별관B103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제4 분과회의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김우택(한림대) 

발표1 : 최승노(자유경제원), 김진화(자유경제원)

“특권추구지수의추계와함의”

논평1 : 김영용(전남대)

발표2 : 정회상(한국경제연구원)

“대형유통업체판매장려금규제효과분석”

논평2 : 안재욱(경희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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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

제5 분과회의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B103호)

사 회 : 조동근(명지대)

발표1 : 배진영(인재대)
“하이에크와미제스의학문적간극에대한수렴적해석의가능성”

논평1 : 전용덕(대구대)

발표2 : 박동운(단국대)
“노동시장유연성의국제비교”

논평2 : 정기화(전남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별관B103호)

한국환경경제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 : 한택환(서경대)

발표1 : 강상목(부산대)*, 김광욱(경북대)
“비용제약하의에너지효율계측- 중극의지역을중심으로”

논평1 : 황상현(한국경제연구원)

발표2 : 김영미(고려대), 조용성(고려대)*
“한·중제조업종별CO2에대한효율성과한계저감비용비교분석”

논평2 : 김금수(호서대)

발표3 : 김영미(고려대), 이명헌(인하대)*
“Comparison of the Potential Cost Savings from Carbon Emissions Trading for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ree Provinces of China”

논평3 : 오형나(경희대)

발표4 : 조경엽(한국경제연구원), 김영덕(부산대)*
“탄소시장국제연계의경제적효과분석: EU ETS와의연계를중심으로”

논평4 : 김효선(극지연구소)

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본관B121호)
- 대학원세션

사 회 : 김홍균(서강대)

발표1 : 이아형(서울대)
“울산태화강수생태계복원사업의경제적가치추정: 헤도닉가격모형접근”

발표2 : 표희동(부경대), 박민지(부경대)*
“Herbei Spirit호의해양오염사고에따른바다유어낚시어선이용객의경제적손실평가연구”

발표3 : 박혜영(서울대)
“서울시카쉐어링사업의사회적비용편익분석: 환경영향을중심으로”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66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발표4 : 박철희(전남대)
“CSR Effect on Vertical Oligopolies with Eco-Industry”

발표5 : 김대수(서울대)
“패널자료시계열분석기법을활용한환경성과와재무성과간의인과관계분석”

종합토론: 권오상(서울대), 홍인기(대구대)

제5 분과회의A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20호)

사 회 : 홍종호(서울대)

발표1 : 안소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생태계서비스의가치추정: 무엇을, 어떻게할것인가?”

논평1 : 표희동(부경대)

발표2 : 최성록(국립생태원)*, 이충기(경희대), Katsuya Tanaka(Shiga Univ.), 
Honggang Xu(Sun Yat-Sen Univ.)
“Global Spillover Effects and Social Desirability Bias Involving the Protected Areas: Lessons 
Learned from the Korean DMZ Using a Projective Valuation Method”

논평2 : 유영성(경기개발연구원)

발표3 : 김대환(건국대)*, 민동기(건국대), 조광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ost-Benefit Analysis of Coastal Area Protection in South Korea: A Bottom-Up Assessment”

논평3 : 김영덕(부산대)

발표4 : 김정인(중앙대)*, 서정민(중앙대)
“목탄사용으로인한이산화탄소배출량추정과부담금활용방안”

논평4 : 강만옥(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5 분과회의B (25일11:00 - 12:30 ·대우관본관B121호)
- 특별세션: 한국과일본의전력산업과에너지전환

사 회 : 이수철(名城大)

발표1 : 이수철(名城大)*,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승연(인하대), 明日香壽川(東北大)
“한일의재생가능에너지전력정책전환의비교분석; RPS v.s. FIT”

논평1 : 조영탁(한밭대)

발표2 : 조용성(고려대)*, 이수철(名城大)
“한일의전력시스템개혁과원자력발전정책”

논평2 : 한기주(산업연구원)

발표3 : 강희찬(인천대)
“일본일반전력사의전력품질을고려한효율성개선여부분석”

논평3 : 황석준(경북대)

발표4 : 
“일본의원자력안전규제와원자력손해배상법”

논평4 : 임동순(동의대)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25일12:30 - 13:00 ·대우관본관B120호)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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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일경상학회

제6 분과회의 (25일14:30 - 17:40 ·대우관본관B106호)

사회1 : 이기동(계명대)

발표1 :  

“韓·日村おこし運動の比較硏究”

논평1 : 한광희(한신대), 오태헌(경희사이버대)

발표2 : 권혁국(日本大學)

“일본기업이경쟁력을잃어버린이유는”

논평2 : 정성춘(KIEP), 원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표3 : 육근효(부산외대), 송학준(Univ. of Akron)

“Kyoto Ptotocol의환경적·경제적효과: 환경투자활동을중심으로”

논평3 : 주노종(한국조달연구원), 한기조(동의대)

사회2 : 신장철(숭실대)

발표4 : 현정환(廣島大學)

“Job Reallocation, Financial Crises and Policy Reforms: Evidence from South Korea”

논평4 : 요시모토코지(경상대), 권혁국(日本大學), 이상춘(중원대)

발표5 : 한기조(동의대)  

“日本のODA資金配分方式と産業通商政策活動の展開”

논평5 : 정병무(건국대), 강철구(배재대)

한일경상학회총회 (25일17:40 - 18:30 ·대우관본관B106호)

한중사회과학학회

제4 분과회의A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7호)

사 회 : 한인희(건국대)

발표1 : 심의섭(한·아프리카교류협회)

“중국의아프리카에대한의료지원의전개와특징”

논평1 : 백권호(영남대)

발표2 : 

논평 2 : 전가림(호서대)

발표3 : 강승호(강릉원주대)

“중국기업의해외투자특징과한국에의시사점”

논평3 : 김민수(인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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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분과회의B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8호)

사 회 : 고정식(배재대)

발표1 : 서봉교(동덕여대), 노수연(KIEP)

“중국민간금융제도화의사례와특징”

논평1 : 남수중(공주대)

발표2 : 구기보(숭실대) 

“중국의통화정책과물가, 환율의상호작용에대한연구”

논평2 : 박승찬(용인대)

발표3 : 김혜림(인천대)

“중국그림자금융이중소기업의자금조달에미치는영향”

논평3 : 김정인(중앙대)

제4 분과회의C (25일09:20 - 10:50 ·대우관별관109호)

사 회 : 강준영(한국외대)

발표1 : 장정재(부산발전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효율적중국사무소운영방안에관한연구”

논평1 : 송재두(중원대)

발표2 : 서창배(부경대)

“중국의관료적부정부패유형연구”

논평2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발표3 : 이장원(충북대)

“ODA와사회적경제”

논평3 : 박기철(평택대)

제5 분과회의A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7호)

사 회 : 이상만(충북대)

발표1 : 

논평 1 : 김상욱(배재대)

발표2 : 

논평 2 : 예성호(남경재경대)

발표3 : 

논평 3 : 이상만(충북대)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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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분과회의B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8호)

사 회 : 박상수(충북대)

발표1 : 

논평 1 : 이혁구(배재대)

발표2 : 

논평 2 : 김 욱(건국대)

발표3 : 

논평 3 : 박상수(충북대)

발표4 : 

논평4 : 김선진(중국인민대)

제5 분과회의C (25일11:00 - 12:30 ·대우관별관109호)
- 대학원생발표세션

사 회 : 심의섭(한·아프리카교류협회)

발표1 : 오지혜(충북대)

“보호책임규범이행에관한연구- 리비아사태를중심으로-”

논평1 : 한인희(건국대)

발표2 : 김나리(충북대)

“희토류분쟁과가스분쟁사례를통해본에너지자원의권력화”

논평2 : 고정식(배재대)

발표3 : 김필수(충북대)

“동남아시아에서미-중간분쟁요인분석 : 현실주의의관점에서”

논평3 : 강준영(한국외대)

제6 분과회의A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107호)

사 회 : 최의현(영남대)

발표1 : 김정인(중앙대), 이일한(중앙대)

“한국과중국기업의지속가능보고서결정요인에관한연구”

논평1 : 구기보(숭실대) 

발표2 : 요해화(상해세관대), 김 욱(건국대)

“중국경상수지조정에대한연구: 위기의충격혹기업추진인가?”

논평2 : 강승호(강릉원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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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 최의현(영남대)

“중국로컬자동차의수출구조에관한연구”

논평3 : 김경환(강남대)

제6 분과회의B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108호)

사 회 : 백권호(영남대) 

발표1 : 이광수(연변대), 이용진(홍익대)

“길림성의경제성장과물류업의탄소배출량간의관계연구”

논평1 : 정상은(한남대)

발표2 : 전가림(호서대), 진호요(오서대)

“ECFA가대만정치경제에미친영향”

논평2 : 고정오(단국대)

발표3 : 오대원(한남대)

“중국관광객증가가제주경제에미치는영향분석”

논평3 : 정지형(제주발전연구원)

제6 분과회의C (25일16:30 - 18:00 ·대우관별관109호)

사 회 : 서창배(부경대)

발표1 : 김상욱(배재대)

“중국의전자출판산업의발전과한·중협력과제”

논평1 : 김형근(신라대)

발표2 : 

논평 2 : 이혁구(배재대)

발표3 : 혜우군(배재대), 이혁구(배재대)

“중국고대토지제도“균전제”의변천에관한연구: 신제도주의경제학관점을중심으로”

논평3 : 최정석(선문대)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25일18:00 - 18:30 ·대우관별관109호)

2015년2월25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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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발표- 한국경제학회

대학원생발표- 한국경제학회

제6 분과회의A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432호)

사회겸논평 : 김광환(연세대)

발표1 : 강지혜(서울대)*, 김소영(서울대)

“Are the Effects of “Anticipated”Government Spending Shocks Different from the Effects 

of “Unanticipated”Shocks?”

발표2 : 김남주(연세대)

“The Hollowing-Out of Middle-Skill Jobs and Its Impact on Jobless Recoveries in Korea”

발표3 : 김현열(연세대)

“Measuring Nominal Wage Rigidity from the Panel Data in Korea”

발표4 : 최석기(연세대)

“뉴케인지언모형에서내구재및비내구재산업의동행성문제와내구재산업에서의부문간

조정비용의역할”

발표5 : 김태경(연세대)

“마찰적노동시장을고려한우리나라의경기변동”

제6 분과회의B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435호)

사회겸논평 : 이경우(한동대)

발표1 : 이지은(이화여대)

“비모수추정법을활용하여분석한한국의성별별, 연령대별소득분배확률밀도함수의추정”

발표2 : 동진우(부산대)*, 김영덕(부산대)

“수도권과지역대도시의도시집중도가지역광역권의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

발표3 : 김명준(고려대)*, 박성용(고려대)

“Optimal Conditional Hedge Ratio: A Simple Shrinkage Estimation Approach”

발표4 : 김윤정(고려대)*, 박유현(고려대), 김덕파(고려대)

“Multi-level Factor Analysis of Bond Risk Premia”

발표5 : 문지은(계명대)*, 박철용(계명대), 김태윤(계명대), 하정철(계명대)

“거시경제시계열의비모수단위근검정”

제6 분과회의C (25일16:30 - 18:00 ·대우관본관437호)

사회겸논평 : 김영준(상명대)

발표1 : 이은주(서강대)

“Assessing the Effects of Foreign Bank Presence, Subsidiaries’Funding Structure, and Financial 

Crisis on Net Capital Inflows in Emerging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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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Role of FX reserves and Exchange Rate Vola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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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act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Movie Industry : Seasonality, Market Competitiveness, 

and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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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2 Emissions and GDP Growth in China and Other OEC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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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은행제도입이광주시가정용전력수요에미친영향에관한실증연구”

발표3 : 강석일(연세대)*, 홍 훈(연세대)

“행동경제학의부존자원효과가발생하는진정한원인은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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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Emission Embodied in the Trade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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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비대칭하에서배출권초기할당에관한게임이론적접근- 한국배출권거래제사례-”

대학원생발표시상식 (25일18:00 - 18:30 ·대우관본관435호) 

2015년2월25일(수)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73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ㄱ]

강경훈 ………………………………………………………[54]
동국대경영대학
khkang@dongguk.edu

강남훈 ………………………………………………………[58]
한신대경제학과
nkang@hs.ac.kr

강동관 ………………………………………………………[65]
IOM이민정책연구원연구교육실
dk.kang@iom-mrtc.org

강동희 ………………………………………………………[38]
군산대경제학부
dhkang@kunsan.ac.kr

강만옥 ………………………………………………………[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manok@kei.re.kr

강무희 ………………………………………………………[26]
남서울대무역학과
mimin74@hanmail.net

강민아 ………………………………………………………[64]
이화여대

강민진 ………………………………………………………[60]
일산병원

강병구……………………………………………………[8][65]
인하대경제학과
bgkang@inha.ac.kr

강사웅 ………………………………………………………[43]
한동대경영경제학부
swkang@handong.edu

강삼모 ………………………………………………………[8]
동국대
sammokang@dongguk.edu

강상곤 ………………………………………………………[39]
영진공사기획실
ksg7143@naver.com

강상목 ………………………………………………………[66]
부산대경제학과
smkang@pusan.ac.kr

강석일 ………………………………………………………[73]
연세대
iamseokil@yonsei.ac.kr

강성표 ………………………………………………………[29]
전남대산림자원학부

강승복 ………………………………………………………[20]
한국노동연구원고용영향평가센터
kangsb@kli.re.kr

강승호 ………………………………………[25][57][68][70]
강릉원주대국제통상학과
kang@gwnu.ac.kr

강신욱 ………………………………………………………[5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angsw@kihasa.re.kr

강신원 ………………………………………………………[42]
순천대사회복지학부
swkang@sunchon.ac.kr

강신준 ………………………………………………………[8]
동아대경제학과
sjkang@dau.ac.kr

강영호 ………………………………………………………[57]
삼성경제연구소

강유덕 ………………………………………………………[4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ydkang@kiep.go.kr

강유미 ………………………………………………………[55]
현대미술관
youmi0102@korea.kr

강은정 ………………………………………………………[56]
순천향대보건행정경영학과
marchej72@gmail.com

강응순 ………………………………………………………[8]
한국APEC학회총무간사
apeckor@gmail.com

강정모 ……………………………………………[25][36][57]
경희대경영학부
jmkang@khu.ac.kr

강 준 ………………………………………………………[65]
안진회계법인
junkang@deloitte.com

강준영 …………………………………………………[69][70]
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
junka009@hanmail.net

강지수 ………………………………………………………[60]
서강대
hijisoo23@gmail.com

강지혜 ………………………………………………………[72]
서울대
free0108@snu.ac.kr

강진구 ………………………………………………………[23]
농촌진흥청
kangjk@korea.kr

강창희 …………………………………………………[21][64]
중앙대경제학부
ckang@cau.ac.kr

강철구 …………………………………………………[25][68]
배재대일본학과
kcheolgu@pcu.ac.kr

강태수 ………………………………………………………[17]
한국은행 tskang@bok.or.kr

강판국 ………………………………………………………[68]
경영정보학과

pkang@keiei.shikoku-u.ac.jp

강현구 ………………………………………………………[13]
세한대글로벌비즈니스학과
191710@hanmail.net 

강효원 ………………………………………………………[39]
중앙대동북아물류연구소
khw3268@empal.com

강희우 ………………………………………………………[6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hkang@kipf.re.kr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74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강희찬 ………………………………………………………[67]
인천대경제학과
henrykang@incheon.ac.kr

고명덕 ………………………………………………………[39]
국가안보전략연구소
komyong@hanmail.net

고민창 ………………………………………………………[58]
원광대경제학과
mcko@wonkwang.ac.kr

고 선 ………………………………………………………[35]
중앙대경제학과
sungo@cau.ac.kr

고영근 ………………………………………………………[73]
서강대
alpharms@naver.com

고영우 ………………………………………………………[49]
한양대경제금융대학
youngwoo.koh@gmail.com

고윤성 ………………………………………………………[31]
한국외대경영대학
max0907@hufs.ac.kr

고인석……………………………………………………[8][36]
부천대행정학과
oyounin@naver.com

고정식 ……………………………………………[25][69][70]
배재대중국학과
jsko@pcu.ac.kr

고정오 …………………………………………………[25][71]
단국대무역학과
yl33179@gmail.com

고종환 ……………………………………………[32][40][45]
부경대국제지역학부
jonghko@pknu.ac.kr

고학수 ………………………………………………………[27]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hsk@snu.ac.kr

고현석 ………………………………………………………[23]
농촌진흥청
hsko@korea.kr

공보성 ………………………………………………………[39]
동아대국제대학원

공영일 ………………………………………………………[4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연구실
kong01@spri.kr

곽영암 ………………………………………………………[27]
신한대글로벌통상경영학과
yakwak@empas.com

곽지섭 ………………………………………………………[33]
한국전력거래소
jisub.kwak@kpx.or.kr

곽창근 ………………………………………………………[23]
한국식품연구원
kwock@kfri.re.kr

구경모 ………………………………………………………[40]
동의대유통관리학과
kookm@deu.ac.kr

구균철 ………………………………………………………[36]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기획본부세제연구실
ggu@kilf.re.kr

구기보 ………………………………………[24][57][69][70]
숭실대국제통상학과
jujifu@ssu.ac.kr

구본성 ………………………………………………………[54]
한국금융연구원
bsgu@kif.re.kr

구자춘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부
selenium78@krei.re.kr

구자현 ………………………………………………………[27]
한국개발연구원금융경제연구부
jahyun.koo@kdi.re.kr

구재운 ………………………………………………………[19]
전남대경제학부
jwkoo@chonnam.ac.kr

구정모 ………………………………………………………[47]
강원대
cmkoo@kangwon.ac.kr

구필현 ………………………………………………………[50]
SkillsMeet Ltd 
pilkoo100@naver.com

권광현 ………………………………………………………[8]
창원대회계학과
khkwon@changwon.ac.kr

권기환 ………………………………………………………[37]
상명대
kkh1212@smu.ac.kr

권남훈 ……………………………………………[60][61][64]
건국대경상학부
namhoon@konkuk.ac.kr

권선희 ………………………………………………………[24]
대진대
bunsuk76@hanmail.net

권승구 ………………………………………………………[23]
동국대
skkwon@dongguk.edu

권영준 ………………………………………………………[28]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youngjoon@snu.ac.kr

권오범 ………………………………………………………[58]
경상대

권오상 ………………………………………………………[67]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kohsang@snu.ac.kr

권유안 ………………………………………………………[64]
건국대

권은지 ………………………………………………………[73]
서강대
eon.kwon@gmail.com

권재현 ………………………………………………………[40]
장안대물류경영과
jhkwon@jangan.ac.kr

권준엽 ……………………………………………[15][19][60]
포항공대기술경영대학원
jykwon@postech.ac.kr

권태현 …………………………………………………[44][45]
한국은행
taekwon@bok.or.kr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75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권혁국 ………………………………………………………[68]
日本大學경제학부
kwon.hyeogug@nihon-u.ac.kr

권혁동 ………………………………………………………[33]
단국대

권효상 ………………………………………………………[26]
한국조세연구소연구과
ap007@hanmail.net

금재호 ……………………………………………[21][47][62]
한국기술교육대인력개발학과
keumjaeho325@koreatech.ac.kr

금정훈 ………………………………………………………[8]
한국지역경제연구원
recrew@hanmail.net

今村弘子 ……………………………………………………[24]
도야마대
imamura@eco.u-toyama.ac.jp

길재욱 ………………………………………………………[37]
한양대
jukhil@gmail.com

吉田央 ………………………………………………………[25]
동경농공대

김경래 ………………………………………………………[8]
아주대건축학과
kyungrai@ajou.ac.kr

김경모 ………………………………………………………[14]
경상대사회교육과
kmkim@gsnu.ac.kr

김경민 ………………………………………………………[51]
한국은행경제연구원
kyungmin@bok.or.kr

김경아 ………………………………………………………[56]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akimkyung@gmail.com

김경아 ………………………………………………………[47]
국민연금연구원
wirtschaft@skku.edu

김경우 …………………………………………………[13][59]
을지대경영학과
kkw615@eulji.ac.kr

김경환 ……………………………………………[25][26][71]
강남대중국실용지역학부
kkh5807@kangnam.ac.kr

김경환 ………………………………………………………[30]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기술경영대학원
khkim61@skku.edu

김경희 ………………………………………………………[34]
서울대
kkh30248@snu.ac.kr

김관수 …………………………………………………[21][22]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kimk@snu.ac.kr

김광욱 ………………………………………………………[66]
경북대경제경영연구소
kukim@pusan.ac.kr

김광호 ………………………………………………………[34]
한양대
kwanghokim@hanyang.ac.kr

김광환 ……………………………………………[11][49][72]
연세대경제학부
kimkh01@yonsei.ac.kr

김규남 ………………………………………………………[27]
경인여대국제무역통상학과
kimkn@kiwu.ac.kr

김규배 ………………………………………………………[63]
대전대
gbkim@dju.ac.kr

김 균 ………………………………………………[8][16][57]
고려대경제학과
kyunkim@korea.ac.kr

김근섭 ………………………………………………………[39]
KMI 항만연구본부
gskim@kmi.re.kr

김금선 ………………………………………………………[8]
한국규제학회
kimmy71@daum.net

김금수 ………………………………………………………[66]
호서대경제통상학부
gsgim@hoseo.edu

김기흥……………………………………………………[8][47]
경기대
sghkimki@hanmail.net

김나리 ………………………………………………………[70]
충북대정치외교학과
knr0421@naver.com

김나영 ………………………………………………………[60]
한양대
nakim40@gmail.com

김낙년 ………………………………………………………[12]
동국대
nnkim@dgu.ac.kr

김난주 ………………………………………………………[6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남수 ………………………………………………………[57]
한국소비자원
quesaisje@kca.go.kr

김남주 ………………………………………………………[72]
연세대
kimnamju@bok.or.kr

김남현 …………………………………………………[37][47]
성균관대

金 丹 ………………………………………………………[25]
동경이과대
jindan904@hotmail.com

김대수 ………………………………………………………[67]
서울대환경대학원
sothatdan@gmail.com

김대영 ………………………………………………………[50]
중앙대
you967@nate.com

김대영 …………………………………………………[64][65]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기획본부
kdy@kilf.re.kr

김대중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강보장연구실
kimdj07@kihasa.re.kr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76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김대진 ………………………………………………………[36]
서울시립대행정학과
kdjman71@uos.ac.kr 

김대환 ………………………………………[18][53][64][67]
건국대경제학과
dkim@konkuk.ac.kr

김대환 ………………………………………………………[60]
동아대경제학과
kimdh@dau.ac.kr

김덕파 ………………………………………………………[72]
고려대경제학과
dukpakim@korea ac.kr

김도균 ………………………………………………………[59]
고려대정부학연구소

김도연 ………………………………………………………[16]
영남대
dkim@ynu.ac.kr

김도영 ………………………………………………………[8]
비비비코리아
kdy@bbbkorea.org

김도완 ………………………………………………………[53]
한국은행조사국모형개발팀
kim.dowan@bok.or.kr

김도형 ………………………………………………………[21]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정책연구부
dkim@kdi.re.kr

김도훈 ………………………………………………………[60]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nhic1@daum.net

김도훈 ………………………………………………………[43]
경희대경영대학
dyohaan@khu.ac.kr

김동구 ………………………………………………………[34]
삼성경제연구소
eastnine09@gmail.com

김동순 ………………………………………………………[54]
중앙대경영학부

김동운 ………………………………………[15][38][46][58]
동의대경제학과
dongwoon@deu.ac.kr

김동일 ………………………………………………………[63]
부산대
kdi50@pusan.ac.kr

김동현 ………………………………………………………[29]
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
foeconomy@korea.kr

김동호 ………………………………………………………[63]
뉴욕주립대

김동환 ………………………………………………[8][21][22]
안양대무역유통학과
dhkim@anyang.ac.kr

김동훈 ………………………………………………………[34]
연세대학교
dhkim2@yonsei.ac.kr

김두얼……………………………………………………[8][13]
명지대경제학과
duolkim@mju.ac.kr

김만길……………………………………………………[8][42]
한남대무역학과
kimk27@hanmil.net

김명록 ………………………………………………………[57]
경성대경제금융물류학부
namu@ks.ac.kr

김명아 ………………………………………………………[69]
한국법제연구원경제법제연구실
millan@hanmail.net

김명준 ………………………………………………………[72]
고려대
kimiling21@gmail.com

김문겸 ………………………………………………………[52]
중소기업옴부즈만옴부즈만
mgkim@osmb.go.kr

김문정 ………………………………………………………[34]
서울대
smile233@snu.ac.kr

김미숙 ………………………………………………………[14]
LH토지주택연구원
misuk@lh.or.kr

김미애 …………………………………………………[33][52]
한국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
younee19@naver.com; mkim953@keri.org

김미정 ………………………………………………………[73]
전남대
love-green27@hanmail.net

김민기 …………………………………………………[43][56]
KAIST 경영대학
minki.kim@kaist.ac.kr

김민기 ………………………………………………………[73]
연세대
kminki0916@gmail.com

김민선 ………………………………………………………[30]
협성대학교경영대학
sunnyminkim@hanmail.net

김민수 ……………………………………………[24][57][68
인천대동북아국제통상학부
msakim@incheon.ac.kr

김민정 ………………………………………………………[57]
서강대

김민주 ………………………………………………………[23]
농촌진흥청
minju5403@korea.kr

김민호 ………………………………………………………[31]
아침기술경영연구소컨설팅팀
mikiguy@naver.com

김배근 ………………………………………………………[49]
중앙대경제학과
kimbg@cau.ac.kr

김배성 ………………………………………………………[22]
제주대산업응용경제학과
bbskim@hanmail.net

김 범 ………………………………………………………[53]
숭실대금융학부
bumkim@ssu.ac.kr

김병곤 ………………………………………………………[16]
고려대정치외교학과
bkkim@korea.ac.kr

김병권 ………………………………………………………[65]
세무법인열림세무사
apharoski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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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54]
한국은행경제연구원
bkkim@bok.or.kr

김병연 ………………………………………………………[57]
서울대

김병우 ………………………………………………………[35]
한국교통대교양학부
byungw@cjnu.ac.kr

김병일 ………………………………………………………[40]
인천항만연수원
bykim8@hanmail.net

김병조 ………………………………………………………[31]
고려대경영대학
bkim@korea.ac.kr

김보경 ………………………………………………………[39]
중앙대대학원무역물류학과
clio7979@naver.com

김복태 ………………………………………………………[5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gys8826@kwdimail.re.kr

김봉원 ………………………………………………………[38]
한국지역경제연구원
kimbone@empal.com

김봉진 ………………………………………………………[38]
광주발전연구원
bjkim@gji.re.kr

김부용 ………………………………………………………[5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urongjin@kiep.go.kr

김상겸 ………………………………………………………[36]
단국대경제통상학부
iamskkim@dankook.ac.kr

김상규 ………………………………………………[8][14][15]
대구교대사회교육과
skkim@dnue.ac.kr

김상덕 ………………………………………………………[63]
경남대
sdkim@kyungnam.ac.kr

김상덕 ………………………………………………………[23]
농수산식품공사
sdkim@garak.co.kr

김상수 ………………………………………………………[19]
한국방송통신대경제학과
sskim512@knou.ac.kr

김상욱 ……………………………………[8][25][57][69][71]
배재대중국학과
jinxiangyu@pcu.ac.kr

김상윤 ………………………………………………………[17]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sangyoon.kim@hyundai.com

김상철 ………………………………………………………[64]
한세대사회복지학전공
schkim@hansei.ac.kr

김상철 ………………………………………………………[39]
한세대인문사회학부
bremenkims@naver.com

김상택…………………………………………………………[8]
이화여대경제학과
sangkim@ewha.ac.kr

김상호 ………………………………………………………[16]
Ritsumeikan Asia Pacific University 경제학과
shkim@apu.ac.jp

김상호 ………………………………………………………[42]
부산외대명예교수
sahokim@pufs.ac.kr

김석철 ………………………………………………………[26]
가천대국제통상학과
skckim@gachon.ac.kr

김선빈 ………………………………………………………[48]
연세대경제학부
sunbin.kim@gmail.com

김선정 ………………………………………………………[26]
동국대법학과
kimsj@dongguk.ac.kr

김선진 ………………………………………………………[70]
중국인민대재정금융학원
98sjkim@naver.com

김 성 ………………………………………………………[27]
한국해양대국제무역경제학부
kswise@hanmail.net

김성남 ………………………………………………………[12]
서울대
statesman81@gmail.com

김성수 ………………………………………………………[63]
굿파트너비즈
goodpartnerbiz@daum.net

김성순 ………………………………………………………[25]
단국대
sskim@dankook.ac.kr

김성아 ………………………………………………………[15]
부산대경제학부
tjddk79@daum.net

김성원 ………………………………………………………[59]
부경대대학원박사수료
sskhjp@daum.net

김성준 ………………………………………………………[51]
경북대행정학과
songjune@knu.ac.kr

김성태 ………………………………………………………[35]
청주대경제학과
stkim@cju.ac.kr

김성현 ………………………………………………………[20]
이화여대경제학과
sungkim@ewha.ac.kr

김성환 …………………………………………………[43][61]
아주대경제학과
skim92@ajou.ac.kr

김세영 ………………………………………………………[25]
단국대
sykim@dankook.ac.kr

김세원 ………………………………………………………[50]
가톨릭대
bluelion98@naver.com

김소영 ……………………………………………[17][49][72]
서울대경제학부
soyoungkim@snu.ac.kr

김수덕 ……………………………………………[33][34][35]
아주대학교
suduk@ajo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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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56]
한국전통문화대
ksm3677@naver.com

김수완 ………………………………………………………[59]
강남대사회복지학과
soowankim@hanmail.net

김수이 …………………………………………………[33][64]
홍익대상경대학
suyikim@hongik.ac.kr

김승규 ………………………………………………………[23]
경북대
sgkimwin@knu.ac.kr

김승년 ………………………………………………………[8]
한국외대
snkim@hufs.ac.kr

김승렬 ………………………………………………………[30]
전남대경제학부
slkim@jnu.ac.kr

김승욱 ………………………………………………………[8]
중앙대
swkim@cau.ac.kr

김승종 ………………………………………………………[38]
국토연구원
sjokim@krihs.re.kr

김승택 ………………………………………………………[47]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희 ………………………………………………………[14]
충남대대학원생
treasuremap@naver.com

김시중……………………………………………………[8][24]
서강대
sijoong@sogang.ac.kr

김아론 ………………………………………………………[55]
㈜글로벌개발협력컨설팅
aaronjoy@gdc.re.kr

김언희 ………………………………………………………[22]
경북대기후변화학과
qhgml1210@naver.com

김연숙 ………………………………………………………[42]
강남대국제통상학과
kamti33@hanmail.net

김영덕 ……………………………………………[66][67][72]
부산대경제학과
ydkim@pusan.ac.kr

김영미 ………………………………………………………[66]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ymkim9989@gmail.com

김영민 ………………………………………………………[63]
서울사이버대
young688@daum.net

김영산 ………………………………………………………[31]
한양대
ecyskim@hanyang.ac.kr

김영생 ………………………………………………………[31]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연구위원
yk281@krivet.re.kr 

김영순 ………………………………………………………[38]
경남발전연구원
yskim@gndi.re.kr

김영옥 ………………………………………………………[6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youngkk@kwdimail.re.kr

김영용 ………………………………………………………[65]
전남대경제학부
yykim@chonnam.ac.kr

김영이 ………………………………………………………[63]
서울디지털대
kimyei@sd u.ac.kr

김영일 ………………………………………………………[64]
서강대경제학부
yakim@sogang.ac.kr

김영재……………………………………………………[8][15]
부산대경제학부
kimyj@pusan.ac.kr

김영주 ………………………………………………………[17]
한국은행
econoky@bok.or.kr

김영준 ………………………………………………………[31]
고려대학교기술경영대학원
youngjkim@korea.ac.kr

김영준 …………………………………………………[11][72]
상명대금융경제학과
yjnkim@smu.ac.kr

김영철 …………………………………………………[20][60]
상명대금융경제학과
yckim@smu.ac.kr

김영환 ………………………………………………………[29]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연구센터
kyhpeniel@forest.go.kr

김영훈 ………………………………………………………[31]
경희대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
dream028@wat.ac.kr

김오석 ………………………………………………………[2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oskim@kei.re.kr

김옥희 ………………………………………………………[24]
배재대
yujijin@pcu.ac.kr

김용길 ………………………………………………………[26]
원광대법학과
kimyongkil@paran.com

김용재 ………………………………………………………[26]
한국산업기술대학E-비즈니스학과
yjkim@kpu.ac.kr

김용준 ………………………………………………………[21]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yongjoonkim2012@snu.ac.kr

김용진 ………………………………………………………[37]
서강대
yongjkim@sogang.ac.kr

김용하 ………………………………………………………[10]
순천향대
yongha01@sch.ac.kr

김용현 ………………………………………………………[13]
한양사이버대재무금융회계학과
yhkim@hycu.ac.kr 

김용환 ………………………………………………………[8]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뉴미디어경영학과
rubos11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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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21][47]
공주대경제학과
kwy@kongju.ac.kr

김우찬 ………………………………………………………[52]
고려대경영학과
wckim@korea.ac.kr

김우택 ………………………………………………………[65]
한림대경제학과
wtkim@hallym.ac.kr

김 욱 …………………………………………………[25][70]
건국대국제학부
jinxv@naver.com

김운수 ………………………………………………………[39]
IDI 교통물류연구실
uskim@idi.re.kr

김원식……………………………………………………[8][35]
건국대경영경제학부
wonshik@kku.ac.kr

김원용 ………………………………………………………[23]
식품안전정보원
wykim@foodinfo.or.kr

김유라 ………………………………………………………[52]
서울시립대경영학부
yurak0@uos.ac.kr

김유찬 ………………………………………………………[41]
홍익대경영대학
99yckim@hongik.ac.kr

김윤경 …………………………………………………[33][45]
이화여대경제학전공
yoonkim@ewha.ac.kr

김윤식 ………………………………………………………[8]
경상대식품자원경제학과
yunshik@gnu.ac.kr

김윤식 ………………………………………………………[56]
광역문화재단협의회

김윤정 ………………………………………………………[72]
고려대
kimyjh@naver.com

김윤정 ………………………………………………………[17]
서강대
yunjungk@sogang.ac.kr

김윤형 …………………………………………………[22][23]
전남대농업경제학과
yonhk@chonnam.ac.kr

김은경 ………………………………………………………[64]
경기개발연구원상생경제연구실
ekkim@gri.re.kr

김은영 ………………………………………………………[55]
현대미술관
eurora27@korea.kr

김을식 ………………………………………………………[47]
경기개발연구원
kuspia@naver.com

김의섭 ………………………………………………………[65]
한남대경제학과
eskim@hnu.kr

김의준 …………………………………………………[45][46]
서울대
euijune@snu.ac.kr

김이석 ………………………………………………………[38]
시장경제제도연구소
kimyisok@hanmail.net

김익성 ………………………………………………………[41]
동덕여대독일어과EU통상&경영
iskim7@dongduk.ac.kr

김인석 ………………………………………………………[23]
전남대
i.kim@jnu.ac.kr

김인설 ………………………………………………………[56]
전남대
insul.kim@gmail.com

김인숙 ………………………………………………………[41]
성균관대경제연구소
isk7966@gmail.com

김인숙 ………………………………………………………[55]
신한대
insook-favored@hanmail.net

김인준 ………………………………………………………[10]
서울대경제학부
kimij@snu.ac.kr

김인철 …………………………………………………[10][43]
성균관대경제학부
ickim@skku.ac.kr

김일중 ………………………………………………………[8]
성균관대경제학과
ijkim@skku.edu

김일태……………………………………………………[8][38]
전남대경제학부
kit2603@chonnam.ac.kr

김장호 ………………………………………………………[21]
숙명여대경제학부
janghkim@sookmyung.ac.kr

김재덕 ………………………………………………………[45]
산업연구원
jdkim@kiet.re.kr

김재범 ………………………………………………………[55]
성균관대
caifave@gmail.com

김재성 ………………………………………………………[29]
한국임업진흥원정보서비스본부
jskim@kofpi.or.kr

김재수 ………………………………………………………[61]
IUPUI 
jaeskim@iupui.edu

김재영 ………………………………………………………[65]
세무법인열림세무사
tax3572@hanmail.net

김재진 ………………………………………………………[14]
매일경제경제경영연구소
jjkim@mk.co.kr

김재혁 ………………………………………………………[64]
연세대

김재현 ………………………………………………………[34]
한국조달연구원
kjaihyun@hanmail.net

김재화 ………………………………………………………[34]
경북대기후변화학과
popk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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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환 ………………………………………………………[51]
세계김치연구소
cozeen@naver.com

김정덕 ………………………………………………………[60]
일산병원

김정섭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발전연구부
jskkjs@krei.re.kr

김정식 …………………………………………[8][10][11][43]
연세대경제학부
kimjs@yonsei.ac.kr

김정심 ………………………………………………………[52]
성균관대경제연구소
jeongsim.kim08@gmail.com

김정욱 ………………………………………………………[44]
서울대

김정인 ………………………………………[25][67][69][70]
중앙대경제학부
jeongin@cau.ac.kr

김정주 …………………………………………………[57][59]
한양대경제금융대학
fragen85@hanmail.net

김정호 ………………………………………………………[64]
아주대경제학과
jungho@ajou.ac.kr

김정호 ………………………………………………………[28]
연세대경제대학원
kim.chungho@gmail.com

김정환 ………………………………………………………[40]
대구카톨릭대경제통상학부
rade1010@hanmail.net

김종권 …………………………………………………[17][26]
신한대글로벌통상학과
jkk8@naver.com

김종달 …………………………………………………[28][29]
경북대경제통상학부
jdkim@knu.ac.kr

김종민 …………………………………………………[49][60]
국민대경제학과
ec-cmkim@kookmin.ac.kr

김종섭 ………………………………………………………30
강원대지역경제학과
jongsup@kangwon.ac.kr

김종숙 ………………………………………………………[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일자리·인재센터
jskim@kwdimail.re.kr

김종웅 ………………………………………………………[15]
대구한의대통상경제학부
kimcu@dhu.ac.kr 

김종철 ………………………………………………………[14]
인하대사회교육과
jckim@inha.ac.kr

김주찬 ………………………………………………………[52]
광운대행정학과
jckim@kw.ac.kr

김주철 …………………………………………………[16][17]
연세대
joocheol@yonsei.ac.kr

김주희 ………………………………………………………[52]
지안리서치지안리서치
joohee@gian.co.kr

김준순 ………………………………………………………[29]
강원대산림경영학과
jskim@kangwon.ac.kr

김준엽 ………………………………………………………[30]
경희대학교국제학과
junyeup@khu.ac.kr

김준일 ………………………………………………………[58]
고려대경제연구소
kjoonil@korea.ac.kr

김지섭 ………………………………………………………[16]
한국개발연구원
jiseob.kim@kdi.re.kr

김지영 ………………………………………………………[44]
수원대
kimjy@suwon.ac.kr

김진국……………………………………………………[8][51]
배재대중소기업컨설팅학과
jgkim947@gmail.com

김진기 ………………………………………………………[43]
항공대학교경영학과
kimjk@kau.ac.kr

김진방 ………………………………………………………[16]
인하대경제학과
jkim@inha.ac.kr

김진산 ………………………………………………………[53]
경북대경영학부
knujsk@gmail.com

김진수 ………………………………………………………[59]
연세대사회복지학과
kjs9611@chol.com

김진영 ………………………………………………………[15]
KDI 경제정보센터
jykim@kdi.re.kr

김진영 ………………………………………………………[14]
강원대사회교육과
jinykim@kangwon.ac.kr

김진영 ………………………………………………………[35]
건국대경제학과
jykm19@konkuk.ac.kr

김진우 ……………………………………………[11][49][73]
서울대경제학부
jikim72@gmail.com

김진욱……………………………………………………[8][24]
건국대
geneuhc@konkuk.ac.kr

김진화 ………………………………………………………[65]
자유경제원연구원

김진환 ………………………………………………………[63]
방송통신대
jhkimkp@knou.ac.kr

김창곤 ………………………………………………………[63]
순천대
cgkim@sunchon.ac.kr

김창남 ………………………………………………………[24]
동아대
cnkim4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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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8][43][64]
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
kcb@keri.org

김창범 ………………………………………………………[39]
전남대BK21플러스사업팀
cbkim-55@hanmail.net

김철상 ………………………………………………………[29]
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
k561011@forest.go.kr

김철영 ………………………………………………………[60]
연세대
chulyoung.kim@gmail.com

김청열 ………………………………………………………[39]
동명대경영정보학과
cykim1239@tu.ac.kr

김춘배 ………………………………………………………[64]
연세대

김태경 ………………………………………………………[72]
연세대
kimtaekyung4244@gmail.com

김태균 ………………………………………………[8][22][23]
경북대학교농업경제학과
tkkim@knu.ac.kr

김태기……………………………………………………[8][10]
전남대경제학부
tgkim@jnu.ac.kr

김태봉 ………………………………………………………[17]
아주대
tbk@ajou.ac.kr

김태섭 ………………………………………………………[47]
한국은행충북본부

김태우 ………………………………………………………[39]
유한대유통물류전공
ktw5533@hanmail.net

김태윤 ………………………………………………………[72]
계명대통계학과
tykim@kmu.ac.kr

김태윤 ………………………………………………………[23]
서울대
taeyoonkim@snu.ac.kr

김태일 ………………………………………………………[59]
고려대행정학과
tikim@korea.ac.kr

김태진 ………………………………………………………[27]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lawtjk@korea.ac.kr

김태환 …………………………………………………[49][50]
연세대경제학부
tae-hwan.kim@yonsei.ac.kr

김태황 ……………………………………………[26][27][41]
명지대국제통상학과
ecothk@mju.ac.kr

김태훈 ………………………………………………………[17]
서울대
gskevinjer@snu.ac.kr

김 택 ………………………………………………………[63]
중원대
lasecurity@naver.com

김판진 ………………………………………………………[63]
초당대
pjkim@cd u.ac.kr

김필수 ………………………………………………………[70]
충북대정치외교학과
freerider21@naver.com

김헌수 ………………………………………………………[35]
국민연금연구원연금제도연구실
pehskim@npc.or.kr

김혁중 ………………………………………………………[46]
산업연구원
hyokzzang@skku.edu

김현근 ………………………………………………………[29]
한국임업진흥원정보서비스본부
hgkim0514@kofpi.or.kr

김현석 ………………………………………………[8][22][34]
경북대농업경제학과
hyun.kim@knu.ac.kr

김현아 ………………………………………………………[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재정연구본부
hyuna@kipf.re.kr

김현열 ………………………………………………………[72]
연세대
hyunyeolkim@gmail.com

김현종 …………………………………………………[27][43]
한국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
kim@keri.org

김현철 ………………………………………………………[31]
군산대통계컴퓨터과학과
kimhc@kunsan.ac.kr

김현철 ………………………………………………………[27]
성균관대경제학과
hchkim@skku.edu

김형근 ………………………………………………………[71]
신라대중국어중국학과
bjflower@gmail.com

김형석 ………………………………………………………[49]
KAIST 경영대학
hk2052@business.kaist.ac.kr

김형석 ………………………………………………………[52]
국민연금연구원기금정책분석실
hyungseok@nps.or.kr

김형종 ………………………………………………………[44]
고려대

김형철 ………………………………………………………[27]
건국대국제통상학
khc12@hanmail.net

김혜림 ………………………………………………………[69]
인천대동북아경제통상학부
hyelimkim85@hanmail.net

김 호 ………………………………………………………[23]
단국대
hokim@dankook.ac.kr

김홍균 ………………………………………………………[66]
서강대경제학부
hongkyun@sogang.ac.kr

김홍범 ………………………………………………………[8]
경상대경제학과
hbkim@g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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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수 ………………………………………………………[56]
서울대보건대학원
hk65@snu.ac.kr

김효선 ………………………………………………………[66]
극지연구소

김효순 ………………………………………………………[62]
고용노동부

김효진 ………………………………………………………[28]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elyze@joongang.co.kr

김희국 ………………………………………………………[26]
선문대산학협력과
khk0383@hanmail.net

김희식 ………………………………………………………[53]
한국은행경제연구원
hkims@bok.or.kr

[ㄴ]

나수미 ………………………………………………………[49]
서울대경제학부
lakeadagio@snu.ac.kr

나주몽 ………………………………………………………[38]
전남대경제학부
najumong@chonnam.ac.kr

남기창 ………………………………………………………[41]
전주대경영대학
namkc@jj.ac.kr

남덕우 …………………………………………………[17][53]
한양대경제금융대학
deokwnam@hanyang.ac.kr

남병탁 …………………………………………………[15][38]
경일대사회복지학과
skynahm@hanmail.net

남상호 …………………………………………………[59][6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사회보장연구실
johnnam@kihasa.re.kr

남성집 ………………………………………………………[63]
한남대
sjnam@hnu.kr

남수중 …………………………………[18][24][54][57][69]
공주대경제통상학부
sjnam@kongju.ac.kr

남영숙 ………………………………………………………[24]
이화여대
ysnam@ewha.ac.kr

남재욱 ………………………………………………………[59]
연세대사회복지학과

남재현 …………………………………………[8][15][52][54]
국민대경제학과
jnahm@kookmin.ac.kr

남종석 ………………………………………………………[59]
부경대대학원박사과정

남택진 ………………………………………………………[65]
미래회계법인
cpapro@empal.com

노경호 ………………………………………………………[30]
대림대경영정보계열
khroh@daelim.ac.kr

노기범 ………………………………………………………[51]
한국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
kibum.noh@gmail.com

노민영 ………………………………………………………[34]
아주대에너지시스템학부
rohmin9122@gmail.com

노수연 ………………………………………………………[69]
KIEP 중국권역별성별연구단
syno@kiep.go.kr

노용환……………………………………………………[8][46]
서울여대
yhnoh@swu.ac.kr

노홍승 ………………………………………………………[39]
KOTI 물류연구본부
rohhs@koti.re.kr

[ㄷ]

도보은 ………………………………………………………[17]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동진우 ………………………………………………………[72]
부산대
orkai@naver.com

딴틋우 ………………………………………………………[26]
동국대국제통상학과
thunthtut.oo@gmail.com

………………………………………………………[69]

addsky@sohu.com

[ㄹ]

………………………………………………………[70]

kequanluo@126.com

라정주 ………………………………………………………[19]
서울대경제학부
lyy98@hanmail.net

류근옥 ………………………………………………………[59]
서울과학기술대경영학과
klew@seoultech.ac.kr

………………………………………………………[70]

liuyanchun6258@163.com

류재린 ………………………………………………………[57]
고려대대학원석박사통합과정

류재영 ………………………………………………………[39]
항공대미래교통물류연구센터
jyryu54@gmail.com

류재우 ………………………………………………………[20]
국민대경제학과
jryoo@kookmin.ac.kr

류하늬 ………………………………………………………[34]
서울대
hanee.ryu@gmail.com

[ㅁ]

明日香壽川 …………………………………………………[67]
東北大

모성은 ………………………………………………………[38]
한국지역경제연구원
mose52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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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영 ………………………………………………………[44]
한경대인문사회과학대학경영학과
symoon@hknu.ac.kr

문성현 ………………………………………………………[59]
백석대경상학부
shmun@bu.ac.kr

문예영 ………………………………………………………[31]
배화여대세무회계과
yymoon@baewha.ac.kr

문외솔 …………………………………………………[21][60]
서울여대경제학과
moon@swu.ac.kr

문익준 …………………………………………………[24][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중국경제
ijmoon@kiep.go.kr

문정구 …………………………………………………[24][25]
건국대
moon3462@kku.ac.kr

문지민 ………………………………………………………[29]
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

문지은 ………………………………………………………[72]
계명대통계학과
statisti1588@hanmail.net

문춘걸 ………………………………………………………[64]
한양대경제금융학부
mooncg@gmail.com

문형남 ………………………………………………………[13]
숙명여대정책·산업대학원
ebiztop@sookmyung.ac.kr

민경오 ………………………………………………………[56]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minko@naver.com

민경택 ………………………………………………[8][28][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부
minkt@krei.re.kr

민동기……………………………………………………[8][67]
건국대경제학과
dkm2@konkuk.ac.kr

민선형 ………………………………………………………[22]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tjsgud1026@snu.ac.kr

민세진 ………………………………………………………[62]
동국대
sejinmin@dongguk.edu

민윤지 ………………………………………………………[33]
동국대경제학과
leoyj012@naver.com

민자혜 ………………………………………………………[22]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raoma09@snu.ac.kr

민준규 ………………………………………………………[54]
한국은행경제연구원
jgmin@bok.or.kr

[ㅂ]

박갑제 ………………………………………………………[15]
경남대경제금융학과
park0318@kyungnam.ac.kr

박건영 ………………………………………………………[27]
덕성여대무역학과
pky0226@duksung.ac.kr

박경도 ………………………………………………………[63]
서강대

박경로 ………………………………………………………[44]
경북대경상대학경제통상학부
krpark@knu.ac.kr

박경선 ………………………………………………………[41]
영산대
ksbak@ysu.ac.kr

박경환 ………………………………………………………[32]
고려사이버대학제정보학전공
parkh@cuk.edu

朴君姬 ………………………………………………………[24]
부산대
piaojunji888@hotmail.com

박기백 ………………………………………………………[36]
서울시립대세무학과
kbpark@uos.ac.kr

박기성 ………………………………………………………[8]
성신여대경제학과
kpark@sungshin.ac.kr

박기주 ………………………………………………………[12]
성신여대
kjpark@sungshin.ac.kr

박기철 ………………………………………………………[69]
평택대중국학과
basis63@hanmail.net

박기출 ………………………………………………………[35]
삼성생명은퇴연구소
kichool.park@samsung.com

박기홍 ………………………………………………………[20]
육군3사관학교경제학과
kma3316@gmail.com

박노경 ………………………………………………………[39]
조선대무역학과
nkpark@chosun.ac.kr

박노광 ………………………………………………………[15]
계명대경제경영연구소
kongtree@hanmail.net

박단비 ………………………………………………………[17]
연세대
sweetrain08@paran.com

박덕수 ………………………………………………………[36]
부천대행정학과
sungjiin@chol.com

박덕제 ………………………………………………………[20]
한국방송통신대경제학과
djp@knou.ac.kr

박도영 ………………………………………………………[14]
한국교원대사회교육과
pardy@knue.ac.kr

박동운 ………………………………………………………[66]
단국대경제학과
dupark@dankook.ac.kr

박래수 …………………………………………………[53][54]
숙명여대경영학부
rsoo@s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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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섭 ………………………………………………………[16]
고려대경제학과
manseop@korea.ac.kr

박명호……………………………………………………[8][13]
한국외대경제학부
mhpark@hufs.ac.kr

박명호 ………………………………………………………[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기재정전망센터
ecpmh@kipf.re.kr

박문서 ………………………………………………………[26]
호원대국제무역학과
mspark@howon.ac.kr

박미선 ………………………………………………………[28]
서울대산림과학부
mpark@snu.ac.kr

박민수 ………………………………………………………[27]
성균관대경제학과
minsoopark@skku.edu

박민지 ………………………………………………………[66]
부경대해양수산경영학과대학원

박병인 ………………………………………………………[40]
전남대물류교통학
bipark@chonnam.ac.kr

박병진 ………………………………………………………[16]
영남대경제금융학부
bjpark@yu.ac.kr

박복영 ……………………………………………[13][18][44]
경희대국제대학원
bokyeong23@khu.ac.kr

박상곤 ………………………………………………………[20]
한국관광문화연구원정보통계·R&D센터
sgpark@kcti.re.kr

박상미 ………………………………………………………[23]
농촌진흥청
psm801@korea.kr

박상수 …………………………………………………[48][50]
고려대경제학과
starpac@korea.ac.kr

박상수 ………………………………………………………[70]
충북대국제경영학과
sino33@chungbuk.ac.kr

박상원 ………………………………………………………[36]
한국외대국제통상학과
swonpark@hufs.ac.kr

박상준 ………………………………………………………[47]
와세다대
baak@waseda.jp

박선영 ………………………………………………………[33]
포스코경영연구소
psy0906@gmail.com

박성용 ……………………………………………[48][50][72]
중앙대경제학과
sungpark@cau.ac.kr

박성욱 ………………………………………………………[31]
경희대학교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교수
sopark@khu.ac.kr 

박성욱 ………………………………………………………[18]
한국금융연구원
swpark@kif.re.kr

박성준 ………………………………………………………[16]
연세대
ps82501@yonsei.ac.kr

박성택 ………………………………………………………[41]
한국산업기술대
stpark47@yahoo.com

박성호 ………………………………………………………[23]
농촌진흥청
psho@korea.kr

박성호 ………………………………………………………[17]
한국은행
pshlhk@bok.or.kr

박세운 ……………………………………………[29][30][30]
창원대경영학과
assw@changwon.ac.kr

박세훈 ………………………………………………………[26]
상지대무역학과
parksh29@naver.com

박소희 ………………………………………………………[29]
서울대산림과학부
dannysohui@snu.ac.kr

박수연 ………………………………………………………[62]
고용노동부

박수홍 ………………………………………………………[63]
장안대

박순찬 ………………………………………………………[41]
공주대
spark@kongju.ac.kr

박승록 ………………………………………………………[47]
한성대
psr@good-capitalism.org

朴勝俊 ………………………………………………………[67]

rsm77309@nifty.com

박승준 ………………………………………………………[64]
대구대경제학과
sjpark-econ@daegu.ac.kr

박승찬 ………………………………………………………[69]
용인대중국학과
klacn@naver.com

박영정 ………………………………………………………[5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yjpark@kcti.re.kr

박영준 ………………………………………………………[17]
아주대
yjpark@ajou.ac.kr

박영태 ………………………………………………………[39]
동의대무역학과
gregory@deu.ac.kr

박영호 ………………………………………………………[4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프리카, 중동팀
parkyh@kiep.go.kr

박용석 ………………………………………………………[14]
한국건설산업연구원
yspark@cerik.re.kr

박용진 ………………………………………………………[48]
Connecticut College Economics 
ypark@conncoll.edu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3 PM  페이지85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박용훈 ………………………………………………………[19]
암스테르담대
greatp77@gmail.com

박용훈 ………………………………………………………[15]
울산공업고교사
greatp77@gmail.com

박우람 ………………………………………………………[20]
한국개발연구원인적자원정책연구부
woorpark@gmail.com

박우영 ………………………………………………………[34]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우희 ………………………………………………………[10]
서울대명예교수
wooheepark@hanmail.net

박유현 ………………………………………………………[72]
고려대
myh208@naver.com

박윤수 ………………………………………………………[20]
한국개발연구원인적자원정책연구부
yoonpark@kdi.re.kr

박일렬 ………………………………………………………[65]
강남대경제학과
parkilol@kangnam.ac.kr

박재옥 …………………………………………………[49][60]
연세대경제학부
jaeok.park@yonsei.ac.kr

박재욱 ………………………………………………………[25]
건국대
jwp5857@hanmail.net

박재운 ………………………………………………………[45]
부산경제진흥원
pju3208@hanmail.net

박정수 ………………………………………………………[51]
산업연구원서비스산업연구실
jspark@kiet.re.kr

박정수 ………………………………………………………[8]
서강대경제학부
jspark@sogang.ac.kr

박정현 ………………………………………………………[55]
KAIST 
obeamo@kaist.ac.kr

박조원 ………………………………………………………[55]
한양대
parkjowon@hanyang.ac.kr

박종삼 ………………………………………………………[27]
남서울대국제통상학과
jspark@nsu.ac.kr

박종원 ………………………………………………………[19]
서울시립대경영학부
parkjw@uos.ac.kr

박종현 ………………………………………………………[13]
경남과기대경제학과
ecohis@gntech.ac.kr

박주헌 ………………………………………………………[44]
동덕여대

박준기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발전연구부
jkpark@krei.re.kr

박준형 ………………………………………………………[23]
한국식품연구원
Park.Jun-hyung@kfri.re.kr

박지웅……………………………………………………[8][58]
영남대경제학과
pjiung@ynu.ac.kr

박진희 ………………………………………………………[62]
한국고용정보원
parkjh123@keis.or.kr

박창균 ………………………………………………………[73]
중앙대경영학부
cp19@cau.ac.kr

박창식 ………………………………………………………[39]
고신대의료경영학과
cspark@kosin.ac.kr

박창제 ………………………………………………………[60]
경북대사회복지학과
cjpark@knu.ac.kr

박창호 ………………………………………………………[39]
재능대유통물류과
chpark59@naver.com

박철용 ………………………………………………………[72]
계명대통계학과
cypark1@kmu.ac.kr

박철희 ………………………………………………………[67]
전남대경제학과대학원
newhuman@hanmail.net

박하나 ………………………………………………………[22]
농식품신유통연구원

박해식 …………………………………………………[10][18]
한국금융연구원국제·거시금융연구실
hspark@kif.re.kr

박현국 ………………………………………………………[47]
한국기술교육대

박형래……………………………………………………[8][27]
강릉원주대무역학과
parkhrr@naver.com

박형준……………………………………………………[8][14]
성신여대사회교육과
hjoon@sungshin.ac.kr

박혜영 ………………………………………………………[66]
서울대환경대학원
youngbakki@nate.com

박호상 ………………………………………………………[5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book21korea@hanmail.net

박호정 …………………………………………………[34][35]
고려대

박홍균 ………………………………………………………[39]
순천대무역학과
phg@sunchon.ac.kr

박희진 ………………………………………………………[12]
경북대
heejinp@ynu.ac.kr

박희천 ………………………………………………………[27]
강동대경영학과
itgls2012@naver.com

박희천 ………………………………………………………[33]
인하대
hi-chun.park@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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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철 ………………………………………………………[32]
건국대국제무역학과
bsc0309@konkuk.ac.kr

방종훈 ………………………………………………………[15]
울산공업고교사
bang7614@naver.com

배광일 ………………………………………………………[19]
전남대경영학부
k.bae@jnu.ac.kr

배병인 ………………………………………………………[8]
국민대
byoung@kookmin.ac.kr

배상근 ………………………………………………………[10]
한국경제연구원
skbae@keri.org

배영목 ………………………………………………………[46]
충북대
ymbae@chungbuk.ac.kr

배영수 ………………………………………………………[54]
서울시립대경제학부
ysbae@uos.ac.kr

배은석 ………………………………………………………[55]
한국전통문화대
best-96@hanmail.net 

배재수 ………………………………………………………[28]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연구센터
forestory@forest.go.kr

배정환 ………………………………………………………[73]
전남대경제학부
jhbae@chonnam.ac.kr

배종태……………………………………………………[8][37]
KAIST 
ztbae@business.kaist.ac.kr

배준호 ………………………………………………………[59]
한신대일본학과
bjh5432@unitel.co.kr

배진영……………………………………………………[8][66]
인제대글로벌경제통상학부
econbjy@inje.ac.kr

배진한 ………………………………………………………[20]
충남대경제학과
jinhb@cnu.ac.kr

백 훈 …………………………………………………[25][38]
중앙대학교국제관계학과
hoon@cau.ac.kr

백권호 ……………………………………………[24][68][71]
영남대경영학부
paikgh@ynu.ac.kr

백대영 ………………………………………………………[39]
호원대무역경영
dybaek@naver.com

백미연 ………………………………………………………[61]
서울대시장과정부연구센터

백민호 …………………………………………………[33][35]
아주대
minhobaek83@gmail.com

백성준 ………………………………………………………[14]
한성대
sjjly@hansung.ac.kr

백승관 ………………………………………………………[43]
홍익대경제학과
sbaek@wow.hongik.ac.kr

백철우 ………………………………………………………[61]
덕성여대
chulwoo100@duksung.ac.kr

변양규 …………………………………………………[18][21]
한국경제연구원거시정책연구실
econbyun@keri.org

변혜원 ………………………………………………………[16]
보험연구원
hw.byun@kiri.or.kr

복월정 ………………………………………………………[73]
연세대
buyueting@gmail.com

복홍석 ………………………………………………………[6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bokong96@kofair.or.kr

빈기범 …………………………………………………[33][52]
명지대경제학과
bink1@mju.ac.kr

빈재익……………………………………………………[8][4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jipins@cerik.re.kr

[ㅅ]

서명환 …………………………………………………[49][50]
서울대경제학부
myunghseo@snu.ac.kr

서문석 ………………………………………………………[12]
단국대
seoms85@dankook.ac.kr

서문성 ………………………………………………………[40]
금강대국제통상통역학과
msseo1@hanmail.net

서미숙 ………………………………………………………[62]
성신여대
misuky@gmail.com

서병선 ………………………………………………………[64]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seomatteo@korea.ac.kr

서봉교 …………………………………………………[24][69]
동덕여대중어중국학과
sbongk@hanmail.net

서상원 ………………………………………………………[17]
중앙대
ssuh@cau.ac.kr

서수완……………………………………………………[8][39]
동서대국제물류학과
west0423@hanafos.com

서영덕 ………………………………………………………[55]
추계예술대
youngdocseo@gmail.com

서영빈 ………………………………………………………[73]
서울시립대
dangdang119@uos.ac.kr

서정민 ………………………………………………………[48]
숭실대글로벌통상학과
jsuh@s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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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67]
중앙대경제학부대학원

서종석 ………………………………………………………[22]
전남대농업경제학과
jsseo@chonnam.ac.kr

서지용 …………………………………………………[29][30]
상명대경영학부
jyseo@smu.ac.kr

서진영 ………………………………………………………[60]
연세대
jeanyoung.ser@gmail.com

서진원 ………………………………………………………[73]
서울대
angeliking@snu.ac.kr

서창배 ……………………………………………[24][69][71]
부경대국제지역학부
cbyoung@hanmail.net

서창진 ………………………………………………………[56]
한양대경영대학
cjsuh@hanyang.ac.kr

서한석 …………………………………………………[13][58]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hssuh@gachon.ac.kr

서환주 ………………………………………………………[58]
한양대경제학과
seohwan@hanyang.ac.kr

석현덕 ………………………………………………[8][28][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dseok@krei.re.kr

선일석 ………………………………………………………[63]
장안대

성낙일 ………………………………………………………[73]
서울시립대경제학부
nisung@uos.ac.kr

성명기 ………………………………………………………[64]
국민연금연구원
sungmk@nps.or.kr

성숙경 ………………………………………………………[40]
전남대물류교통학
ssky6261@gmail.com

성예지 ………………………………………………………[73]
서울대
yejisung@gmail.com

성 원 ………………………………………………………[27]
성균관대일반대학원

성원용 ………………………………………………………[57]
인천대동북아통상대학
wysung@incheon.ac.kr

성일석……………………………………………………[8][42]
한남대중국통상학과
issung@hnu.kr

성지민 ………………………………………………………[73]
중앙대
jmin225@gmail.com

성태윤 ………………………………………………………[43]
연세대경제학부
tsung@yonsei.ac.kr

성한경 ………………………………………………………[48]
서울시립대경제학부
hsung@uos.ac.kr

성효용 …………………………………………………[62][65]
성신여대경제학과
hsung@sungshin.ac.kr

소병희 ………………………………………………………[55]
국민대
sooam@kookmin.ac.kr

손기윤 ………………………………………………………[40]
인천대무역학부
kysohn@incheon.ac.kr

손기태 ………………………………………………………[21]
국민대경제학과
ksohn@kookmin.ac.kr

손명기 ………………………………………………………[47]
경기대
msjj10@hanmail.net

손삼호 ………………………………………………………[52]
순천향대경제금융학과
triheven@hanmail.net

손수석 …………………………………………………[15][32]
경일대국제통상학과
sssohn@kiu.ac.kr

손승희 ………………………………………………………[8]
단국대경영학부
shsohn@dankook.ac.kr

손원익 ………………………………………………………[56]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wson2001@gmail.com

…………………………………………………………[71]

ellinrose@163.com

손정식 ………………………………………………………[14]
한양대경제금융학부
jsonny@hanyang.ac.kr

손종칠 …………………………………………………[16][48]
한국외대경제학부
jcson@hufs.ac.kr

손판도 ………………………………………………………[30]
동아대국제중재학과
pdsohn@dau.ac.kr

손혜림 ………………………………………………………[20]
Univ. of Hong Kong School of Economics and Finance
hlson@hku.hk

송 준 ………………………………………………………[49]
성균관대경제학부
joonsong.econ@gmail.com

송경학 ………………………………………………………[65]
세무법인다솔세무사
tax95@yahoo.co.kr

송계의……………………………………………………[8][40]
동서대국제물류학과
gesong@dongseo.ac.kr

송광석……………………………………………………… [63]
숭실대
songks72@ssu.ac.kr

송덕진 ………………………………………………………[36]
자유경제원
dijei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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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29]
국립산림과학원기후변화연구센터
smk918@korea.kr

송민기 ………………………………………………………[18]
한국금융연구원
minkeesong@kif.re.kr

송민우 ………………………………………………………[72]
서울대
minwoosongz@snu.ac.kr

송부용 ………………………………………………………[38]
경남발전연구원
bysong@gndi.re.kr

송수영 ………………………………………………………[19]
중앙대경영학부
sosong61@cau.ac.kr

송우진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gnos@krei.re.kr

송웅순 ………………………………………………………[27]
법무법인세종
wssong@shinkim.com

송원근 ………………………………………………………[58]
경남과학기술대경제학과
swg@jinju.ac.kr

송은지 ………………………………………………………[61]
한국개발연구원
usong@kdi.re.kr

송은옥 ………………………………………………………[56]
한국문화원연합회
looksong@kccf.or.kr

송재두 …………………………………………………[24][69]
중원대국제통상학과
jjdsong@hanmail.net

송재은 ………………………………………………………[48]
단국대경제학과
jesong@dankook.ac.kr

송정석 ………………………………………………………[26
중앙대무역학과
jssong@cau.ac.kr

송종운 ………………………………………………………[57]
아주대경제학과
menwchen@hanmail.net

송치승 ………………………………………………………[37]
원광대
cssong@wku.ac.kr

송치영 ………………………………………………………[53]
국민대국제통상학부
cysong@kookmin.ac.kr

송치웅 ………………………………………………………[31]
STEPI 글로컬협력센터
cusong@stepi.re.kr

송학준 ………………………………………………………[68]
Univ. of Akron 

송해안 ………………………………………………………[38]
전주대경제학과
sha@jeonju.ac.kr

송헌재 …………………………………………………[21][35]
서울시립대경제학부
heonjaes@gmail.com

송혁준 ………………………………………………………[3]7
덕성여대
hjsong98@duksung.ac.kr

송홍선 …………………………………………………[19][44]
자본시장연구원펀드& 연금실
dna0214@kcmi.re.kr

신관호 ………………………………………………………[17]
고려대
khshin@korea.ac.kr

신도철 ………………………………………………………[28]
숙명여대경제학부
dcshin@sookmyung.ac.kr

신동천……………………………………………………[8][45]
연세대경제학과
shindc@yonsei.ac.kr

신동현 ………………………………………………………[64]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감축목표팀
idol@yonsei.ac.kr 

신두섭 ………………………………………………………[55]
지방행정연구원
sds@krila.re.kr

신민영 ………………………………………………………[10]
LG경제연구원
myshin@lgeri.com

신범철 …………………………………………………[12][31]
경기대경제학부
bccin@kyonggi.ac.kr

신승우 ………………………………………………………[38]
건국대부동산학과
ss244@konkuk.ac.kr

신언명 ………………………………………………………[41]
서울디지털대경영학부
shinom@sdu.ac.kr

신용광 ………………………………………………………[22]
한국농수산대교양공통학과
ykshin22@korea.kr

신용상 ………………………………………………………[53]
한국금융연구원
ysshyn@kif.re.kr

신우진 ………………………………………………………[58]
고려대경제연구소
shinwj74@hanmail.net

신일순 ………………………………………………………[43]
인하대경제학과
ishin@inha.ac.kr

신장철 ………………………………………………………[68]
숭실대일본학과
jcshin@ssu.ac.kr

신정완 ………………………………………………………[58]
성공회대사회확학부
jeongwans@skhu.ac.kr

신준환 ………………………………………………………[28]
동양대산림비즈니스학과
kecology@yahoo.com

신창호 ………………………………………………………[38]
서울연구원
sch@si.re.kr

신현웅……………………………………………………[8][6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기획실
shinhw@kihas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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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화 ………………………………………………………[26]
법무법인율촌법무팀
hhshin@yulchon.com

신혜원 ………………………………………………………[14]
서울대대학원생
bbory98@hanmail.net

신호정……………………………………………………[8][30]
고려대경영대학
hojung_shin@korea.ac.kr

신환섭 ………………………………………………………[37]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
jhkwon@kotra.or.kr

심규열 ………………………………………………………[63]
구미대
kyuyeol@kumi.ac.kr

심동녘 ………………………………………………………[31]
서울대

심명규 ………………………………………………………[21]
Shanghai Univ. of Finance and Economics
Department of Economics
mkshim@mail.shufe.edu.cn

심상민 ………………………………………………………[55]
성신여대
ssmin@sungshin.ac.kr

심송보 ………………………………………………………[36]
정보통신정책연구원우정경영연구소
ssim@kisdi.re.kr

심의섭 ……………………………………………[25][68][70]

명지대한·아프리카교류협회
shimuisup@hanmail.net

심재현 ………………………………………………………[8]
경기대
paciko@dreamwiz.com

심준구 ………………………………………………………[27]
건국대경영학과
jksims@naver.com

심지홍 ………………………………………………………[39]
단국대경제학과
jhshim@dankook.ac.kr

[ㅇ]

안기돈 …………………………………………………[16][38]
충남대경제학부
angidon@cnu.ac.kr

안기완 …………………………………………………[28][29]
전남대산림자원학부
kiwan@jnu.ac.kr

안동환 …………………………………………………[21][22]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dha@snu.ac.kr

안미강 ………………………………………………………[8]
창원대회계학과
anmikang@changwon.ac.kr

안병근 ………………………………………………………[14]
공주교대사회교육과
atman@gjue.ac.kr

안병일 ………………………………………………………[23]
고려대
ahn08@korea.ac.kr

안병철 ………………………………………………………[62]
영남대
bahn@yu.ac.kr

안상욱 ………………………………………………………[32]
부경대국제지역학부
sangwukahn@gmail.com

안성아 ………………………………………………………[8]
추계예술대
dancinglab@gmail.com

안소은 ………………………………………………………[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seahn@kei.re.kr

안승범 ………………………………………………………[39]
인천대동북아물류대학원
sbahn@incheon.ac.kr

안유화 ………………………………………………………[54]
자본시장연구원
yuhuaan@kcmi.re.kr

안일태 ………………………………………………………[61]
중앙대
illtae@cau.ac.kr

안재욱 ………………………………………………………[65]
경희대경제학과
jwan@khu.ac.kr

안지언 ………………………………………………………[56]
성균관대
anjiunful@gmail.com

안지연 ………………………………………………………[17]
경희대
anji25@gmail.com

안창모 ………………………………………………………[18]
경상대국제통상학과
cmahn@gnu.ac.kr

안태현 ……………………………………………[20][62][73]
서강대경제학부
ahn83@sogang.ac.kr

안택식 ………………………………………………………[26]
강릉원주대법학과
ats@gwnu.ac.kr

안현효 ………………………………………………………[58]
대구대사회교육학과
harryahn@daegu.ac.kr

안홍기 ………………………………………………………[44]
국토연구원
hkanhn@krihs.re.kr

양두용 ………………………………………………………[49]
경희대국제학과
yangdy@khu.ac.kr

양병우 ………………………………………………………[22]
전북대농업경제학과
ybw@chonbuk.ac.kr

양승규 ………………………………………………………[55]
경기콘텐츠진흥원
joseph@gdca.or.kr

양승룡 …………………………………………………[22][23]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sryang@korea.ac.kr

양용현 …………………………………………………[27][33]
한국개발연구원경쟁정책연구부
yangyh@kdi.re.kr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4 PM  페이지90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양운철 ………………………………………………………[51]
세종연구소
ucyang@sejong.org

양윤식 ………………………………………………………[65]
강남대

양자수 ………………………………………………………[13]
부경대

양준석 ………………………………………………………[51]
가톨릭대경제학과
yanjuna@catholic.ac.kr

양채열 ………………………………………………………[8]
전남대경영학과
cyyang@chonnam.ac.kr

양회창 ……………………………………………[32][62][63]
장안대
pricezzang@naver.com

양희순 ………………………………………………………[37]
성균관대

양희승 …………………………………………………[21][35]
호주모나쉬대경제학과
heeseung.yang@monash.edu

양희원 ………………………………………………………[30]
육군본부
cinc21@hanmail.net

엄부영 ………………………………………………………[37]
중소기업연구원
byeom@kosbi.re.kr

엄수원 ………………………………………………………[38]
전주대부동산학과
sweom@jj.ac.kr

엄정섭 …………………………………………………[28][29]
경북대지리학과
jsaeom@knu.ac.kr

여기태 ………………………………………………………[39]
인천대동북아물류대학원
ktyeo@incheon.ac.kr

여은정 …………………………………………………[52][54]
중앙대경영학부
ejyeo@cau.ac.kr

여인만 ………………………………………………………[12]
강릉원주대
inman@gwnu.ac.kr

여준호 ………………………………………………………[22]
경북대농업경제학과
jhyeo@knu.ac.kr

예성호 ………………………………………………………[69]
남경재경대한중발전연구소
seize1213@hanmail.net

오경섭 ………………………………………………………[28]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
ogseob@sejong.org

오경수 ………………………………………………………[33]
에너지경제연구원
ksoh@keei.re.kr

오내원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발전연구부
naewonoh@krei.ac.kr

오대원 ……………………………………………[24][57][71]
한남대중국경제통상학과
odw@hnu.kr

오상현 ………………………………………………………[63]
구미대

오세창 ………………………………………………………[28]
대구대산림자원학과
osc@daegu.ac.kr

오승곤 ………………………………………………………[19]
예금보험공사
skoh@kdic.or.kr

오승연 ………………………………………………………[20]
보험연구원고령화연구실
oh@kiri.or.kr

오승환 …………………………………………………[31][33]
서울대

오양열 ………………………………………………………[55]
북한대학원대
yroh@arko.or.kr

오용식 ………………………………………………………[40]
한국해양대국제무역경제
ysoh@kmou.ac.kr

오인하 ………………………………………………………[33]
건국대신산업융합학과
inha.oh@gmail.com

오재익 ………………………………………………………[33]
아주대

오재현 ………………………………………………………[14]
매일경제경제경영연구소
ohhhhho@mk.co.kr

오정근 ………………………………………………[8][10][43]
건국대, 한국경제연구원금융IT학과
ojunggun@korea.ac.kr

오정일 ………………………………………………………[28]
경북대학교행정학과
jo31@knu.ac.kr

오주연 ………………………………………………………[31]
인하대경영대학
drojy@inha.ac.kr

오준병 ………………………………………………………[61]
인하대
jun@inha.ac.kr

오지영 ………………………………………………………[60]
연세대

오지윤 ………………………………………………………[48]
K.D.I 거시경제연구부
oh.jiyoon@gmail.com

오지혜 ………………………………………………………[70]
충북대정치외교학과
jihyea9754@naver.com

오태헌 ………………………………………………………[68]
경희사이버대일본학과
ohth@khcu.ac.kr

오형나 ………………………………………………………[66]
경희대국제학부
h.oh@khu.ac.kr

오형석 ………………………………………………………[53]
한국은행통화정책국

오호영 ………………………………………………………[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자격·국가역량체계센터
hyoh@kriv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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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우석 ………………………………………………………[58]
인천대경제학과
wooseokok@incheon.ac.kr

왕규호 ………………………………………………………[8]
서강대학교
ghwang@sogang.ac.kr

……………………………………………………[24][68]

wangyali@yeah.net

…………………………………………………………[70]

run_wang@163.com

요시모토코지 …………………………………………[8][68]
경상대학수산경영학과
koji1011@hanmail.net

요해화 ………………………………………………………[70]
상해세관대

우 경 ………………………………………………………[38]
김포대부동산경영학과
kwoo@kimpo.ac.kr

우대형 ………………………………………………………[12]
연세대
woodaehyung@gmail.com

우명동 ………………………………………………………[65]
성신여대경제학과
mdwoo@sungshin.ac.kr

우종춘 …………………………………………………[28][29]
강원대산림경영학과
jcwoo@kangwon.ac.kr

원동욱 ………………………………………………………[26]
우송대금융세무경영과
dwon333@hanmail.net

원세범 ………………………………………………………[61]
한국공정거래조정원
sbwon@kofair.or.kr

원승연 ………………………………………………………[52]
명지대경영학과
sywon@mju.ac.kr

원용걸 ………………………………………………………[8]
서울시립대경제학부
ywon@uos.ac.kr

원종원 ………………………………………………………[55]
순천향대
jwon@sch.ac.kr

원종학 ………………………………………………………[68]
한국조세연구원평가제도팀
jweon@kipf.re.kr

원종현 ………………………………………………………[47]
국회입법조사처
moimoi1@empal.com

원종현 ………………………………………………………[37]
성균관대
sskjhwon@gmail.com

위혜승 ………………………………………………………[64]
한국개발연구원북한경제연구부
hswee@kdi.re.kr

유경준 ………………………………………………………[21]
KDI 국제정책대학원
yoogj@kdi.re.kr

유광현 ………………………………………………………[25]
건국대
khyu@konkuk.ac.kr

유규상 ………………………………………………………[64]
건국대

유규열 ………………………………………………………[51]
국방대
yooky1949@naver.com

유범상 ………………………………………………………[59]
한국방송통신대사회복지연계전공
hourun@hanmail.net

유성욱 ………………………………………………………[45]
한국은행
uggy72@bok.or.kr

유승균 ………………………………………………………[26]
동국대국제통상학과
bluetrade@naver.com

유승훈 ………………………………………………………[47]
서울과학기술대
shyoo111@nate.com

유영성 ………………………………………………………[67]
경기개발연구원
ysyoo@gri.re.kr

유영태 ………………………………………………………[31]
인천대경영대학세무회계학과
ytaeyoo@gmail.com

유일선 ………………………………………………………[13]
한국해양대
국제무역경제학부
yis@kmou.ac.kr 

유장희 ………………………………………………………[8]
이화여대
JHY@ewha.ac.kr

유재원……………………………………………………[8][18]
건국대
govjai@konkuk.ac.kr

유정호 ………………………………………………………[36]
KDI국제정책대학원
jyoo@kdischool.ac.kr

유찬희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업발전연구부
chrhew@krei.re.kr

유철규 ………………………………………………………[54]
성공회대사회과학부
youcg@skhu.ac.kr

유태현 ………………………………………………………[65]
남서울대세무학과
yth@nsu.ac.kr

유희문 ………………………………………………………[25]
한양대
hmyoo@hanyang.ac.kr

육근효 ………………………………………………………[68]
부산외대회계세무행정학과
yook631@gmail.com

윤경수 ………………………………………………………[61]
김앤장법률사무소
yoonks@gmail.com

윤기관 ………………………………………………………[26]
충남대무역학과
kkyoon@c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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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룡……………………………………………………[8][43]
대외경제정책연구원국제금융연구실
dryoon@kiep.go.kr

윤명길……………………………………………………[8][63]
을지대
retail21@daum.net

윤별아 ………………………………………………………[65]
감사연구원

윤보현 ………………………………………………………[52]
지안리서치지안리서치
yoonbo@gian.co.kr

윤봉준 ………………………………………………………[28]
뉴욕주립대학교(빙햄튼) 경제대학
yoon@binghamton.edu

윤상윤 ………………………………………………………[24]
건국대
bradyoun@konkuk.ac.kr

윤상철 ………………………………………………………[26]
단국대무역학과
syoon@dankook.ac.kr

윤상호 ………………………………………………………[28]
한국경제연구원공공정책연구실
atthemargin@gmail.com

윤석헌 ………………………………………………………[54]
숭실대금융학부
syoon@ssu.ac.kr

윤선중 ………………………………………………………[19]
동국대경영대학
Sunyoon@dongguk.edu

윤성원 ………………………………………………………[32]
수원대글로벌비즈니스학과
syoon@suwon.ac.kr

윤성주 ………………………………………………………[22]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ysj0811@korea.ac.kr

윤승환……………………………………………………[8][41]
정보통신정책연구원국제협력연구실
yoon9058@kisdi.re.kr

윤여은 ………………………………………………………[37]
KAIST 
summer90@business.kaist.ac.kr

윤여창 ………………………………………………………[29]
서울대산림과학부
youn@snu.ac.kr

윤영훈 ………………………………………………………[35]
고려대경제학과
younghn.yoon@gmail.com

윤우진 ………………………………………………………[45]
산업연구원
younwooj@kiet.re.kr

윤정선 ………………………………………………………[52]
국민대파이낸스보험경영학과
jyun@kookmin.ac.kr

윤정열 ………………………………………………………[20]
이화여대경제학과
jyyun@ewha.ac.kr

윤진수 ………………………………………………………[28]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jsyune@snu.ac.kr

윤태연 ………………………………………………………[34]
에너지경제연구원
taeyeon.yoon@keei.re.kr

윤 택 ………………………………………………………[48]
서울대경제학부
tackyun@snu.ac.kr

음선필 ………………………………………………………[36]
홍익대
법과대학
eumsp@hongik.ac.kr

이감용 ………………………………………………………[50]
전북대
brchoi@jbnu.ac.kr

이강영 ………………………………………………………[31]
중소기업혁신연구원/숭의여대
dagama@hanmail.net

李鋼哲 ………………………………………………………[24]
北陸大
k-li@hokuriku-u.ac.jp

이경우 ……………………………………………[11][35][72]
한동대경영경제학부
kwlee@handong.edu

이경원……………………………………………………[8][43]
동국대경제학과
krhee@dongguk.edu

이계민 ………………………………………………………[18]
경상대정보통계학과

이광배 ………………………………………………………[39]
순천대물류학과
kblee@sunchon.ac.kr

이광수 ………………………………………………………[71]
연변대경제관리학원
gzli@ybu.edu.cn

이광호 ………………………………………………………[15]
공주대상업정보교육과
lkh@kongju.ac.kr

이국연……………………………………………………[8][63]
대전과학기술대
vboss@nate.com

이군희 ………………………………………………………[52]
서강대경영학부
ghlee@sogang.ac.kr

이규복 ………………………………………………………[53]
한국금융연구원
leekb@kif.re.kr

이규상 ………………………………………………………[16]
아주대경제학과
kyuslee@gmail.com

이규용 …………………………………………………[20][47]
한국노동연구원
leeky@kli.re.kr

이 근 …………………………………………………[10][44]
서울대사회과학대학경제학부
kenneth@snu.ac.kr

이근영 …………………………………………………[18][47]
성균관대
lky@skku.ac.kr

이기동 …………………………………………………[15][68]
계명대무역학과
kdlee@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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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8][24]
건국대
ekis21@konkuk.ac.kr

이기웅 ………………………………………………………[63]
건국대

李 枏 ………………………………………………………[70]

nanli@cass.org.cn 

이대호 ………………………………………………………[4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산업연구실
lee@gmail.com

이동걸 ………………………………………………………[54]
동국대경영대학
lee.dong.gull@gmail.com

이동렬 ………………………………………………………[48]
성신여대경제학과
dongryul78@gmail.com

이동은 ………………………………………………………[53]
명지대경제학과
derhee@gmail.com

이동현 ………………………………………………………[43]
KAIST 

이림천 ………………………………………………………[15]
국민대

이만종 ………………………………………………………[48]
고려대경제학과
manjong@korea.ac.kr

이명헌 …………………………………………………[54][66]
인하대경제학과
leemh@inha.ac.kr

이명휘 ………………………………………………………[12]
이화여대
hwii@ewha.ac.kr

이무성 ………………………………………………………[32]
명지대정치외교학과
lms1221@mju.ac.kr

이미영 ………………………………………………………[30]
건국대경영대학
yura@konkuk.ac.kr

이미혜 ………………………………………………………[49]
한국은행거시경제연구실
mihyelee@bok.or.kr

이민규 ………………………………………………………[39]
KMI 항만연구본부
minkyu@kmi.re.kr

이민창 …………………………………………………[51][52]
조선대행정복지학부
savio@chosun.ac.kr

이병기 …………………………………………………[46][51]
한국경제연구원기업정책연구실
LBK@keri.org

이병주 ………………………………………………………[18]
한국은행경제연구원
brian.lee@bok.or.kr

이병훈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글로벌협력연구부
bhlee@krei.re.kr

이상규 ………………………………………………………[43]
중앙대

이상래 ………………………………………………………[23]
농촌진흥청
sllee7@korea.kr

이상만 ………………………………………………………[25]
중앙대
leesman1231@gmail.com

이상만 ………………………………………………………[69]
충북대국제경영학과
lxw59@hotmail.com

이상민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부
smlee@krei.re.kr

이상빈 ………………………………………………………[12]
창원대국제경영학과
chinabj@hanmail.net 

이상윤 ………………………………………………………[63]
가천대
rmi21lee@daum.net

이상윤 ………………………………………………………[57]
성균관대
sangyoundave@gmail.com

이상준 ………………………………………………………[30]
고려대경영대학
sjoonlee@korea.ac.kr

이상준 ………………………………………………………[14]
국토연구원
sjlee@krihs.re.kr

이상준 …………………………………………………[46][4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sjlee@krivet.re.kr

이상철 ………………………………………………………[12]
성공회대
sclee@skhu.ac.kr

이상춘 …………………………………………………[24][68]
중원대국제통상학과
zeli77@hanmail.net

이상학 ………………………………………………………[51]
국민대
slee@kookmin.ac.kr

이상헌 …………………………………………………[16][58]
고려대경제학과
leesnghn@yahoo.co.kr

이상헌 …………………………………………………[17][34]
성균관대
stoll80@skku.edu

이상현 ………………………………………………………[2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shlee@krei.re.kr

이상호 ………………………………………………………[8]
동국대다르마칼리지
lsh09191@naver.com

이상호 …………………………………………………[22][23]
영남대식품자원경제학과
ecolee@yu.ac.kr

이상호 ……………………………………………[15][30][60]
전남대경제학부
sangho@chonnam.ac.kr

이선화 ………………………………………………………[36]
한국지방세연구원연구기획본부세제연구실
lsh@kilf.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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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36]
안동대무역학과
skl62@hanmail.net

이성섭 …………………………………………………[36][57]
숭실대국제통상학과
rheess@ssu.ac.kr

이성훈 …………………………………………………[33][34]
청주대
seonghoon@cju.ac.kr

이수영 ………………………………………………………[42]
은광학원이사장
jehajumo@naver.com

이수진 …………………………………………………[52][54]
금융연구원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연구실
sjlee@kif.re.kr

이수철 ………………………………………………………[67]
名城大
slee@meijo-u.ac.jp

이수형 ………………………………………………………[5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ue1st@kihasa.re.kr

이순철 ………………………………………………………[37]
부산외대
sooners@naver.com

이승국 ………………………………………………………[53]
B&MC Korea

이승근 ………………………………………………………[8]
계명대
leeskn@kmu.ac.kr

이승기 ………………………………………………………[8]
성신여대사회복지학과
slee@sungshin.ac.kr

이승은 ………………………………………………………[63]
대전보건대
eunslee@hit.ac.kr

이승은 ………………………………………………………[58]
영남대경제학과
selee@ynu.ac.kr

이승환 ………………………………………………………[26]
대구대법학과
shwan94@gmail.com

이시연 ………………………………………………………[19]
한국금융연구원
sylee@kif.re.kr

이아형 ………………………………………………………[66]
서울대환경대학원
ahhyeong0704@naver.com

이에스더 ……………………………………………………[21]
서울대경제학부
nuribodeum@gmail.com

이영련 ………………………………………………………[25]
강원대
yylee@kangwon.ac.kr

이영섭 …………………………………………………[10][18]
서울대국제대학원
ysrhee@snu.ac.kr

이영훈……………………………………………………[8][36]
서울대경제학과
yhrhee@snu.ac.kr

이영희 ………………………………………………………[62]
한국지방세연구원
yhlee@kilf.re.kr

이우형 ………………………………………………………[16]
계명대경제금융학과
iuh1231@kmu.ac.kr

이 욱 ………………………………………………………[26]
현대화재해상법무팀
uklee@hi.co.kr

이요한 ………………………………………………………[29]
영남대박정희새마을대학원
yohanlee76@gmail.com

이용주 ………………………………………………………[48]
영남대경제금융학부
yongjulee@ynu.ac.kr

이용진 …………………………………………………[25][71]
홍익대국제경영학과
yjlee102@hongik.ac.kr

이용호 ………………………………………………………[45]
산업연구원
gonlee77@kiet.re.kr

이우기 ………………………………………………………[44]
한국은행
wooki@bok.or.kr

이우백 ………………………………………………………[19]
한국방송통신대경영학과
datalover@knou.ac.kr

이우성 ………………………………………………………[5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leews@stepi.re.kr

이우진 ………………………………………………………[35]
고려대경제학과
woojinlee@korea.ac.kr

이우헌 ………………………………………………………[8]
경희대경제학과
wrhee@khu.ac.kr

이유리 ………………………………………………………[55]
청강문화산업대
yourikey@ck.ac.kr

이윤수 …………………………………………………[18][49]
서강대경제학과
ylee@sogang.ac.kr

이윤숙 ………………………………………………………[30]
서강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
yslee9728@gmail.com

이윤재 ………………………………………………………[54]
숭실대
yjlee@ssu.ac.kr

이은주 ………………………………………………………[72]
서강대
zierlich01@hanmail.net

이의영 ………………………………………………………[31]
군산대경제학과
eylee@kunsan.ac.kr

이인재 ………………………………………………………[10]
한국노동연구원
lij@kli.re.kr

이일한 ………………………………………………………[70]
중앙대경영학부
lih2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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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형 ………………………………………………………[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장원 ………………………………………………………[69]
충북대정치외교학과
jangwon@chungbuk.ac.kr

이재민 ………………………………………………………[65]
경북대경제통상학부
jm064@knu.ac.kr

이재박 ………………………………………………………[55]
키즈캐슬에듀테인먼트
mjescape@naver.com

이재삼 ………………………………………………………[59]
가천대법학과
pass@gacheon.ac.kr

이재우 …………………………………………………[18][44]
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경제연구팀
jaewoolee@koreaexim.go.kr

이재원 ………………………………………………………49
서울대

이재원 …………………………………………………[18][73]
서울대경제학부
jwlee7@snu.ac.kr

이재형 ………………………………………………………[30]
우석대
jhlee2000@woosuk.ac.kr

이재환 ………………………………………………………[29]
강원대산림경영학과
woghks1188@nate.com

이점순 ………………………………………………………[25]
중앙대
chanelz@hanmail.net

이정동 …………………………………………………[31][33]
서울대기술정책대학원
leejd@snu.ac.kr

이정민 ………………………………………………………[20]
서강대경제학부
junglee@sogang.ac.kr

이정섭 ………………………………………………………[37]
한국중소기업연구원

이정완 ………………………………………………………[8]
미국보스톤대
jwlee119@bu.edu

이정욱 ………………………………………………………[17]
한국은행
jwlee@bok.or.kr

이정일 ………………………………………………………[37]
성균관대

이정택……………………………………………………[8][40]
중앙노동위원회공익위원
apeckor@gmail.com

이정현 ………………………………………………………[35]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julyun0306@korea.ac.kr

이정현 …………………………………………………[13][31]
명지대경영학과
leejh9@mju.ac.kr

이정환 ………………………………………………………[34]
한국조달연구원

이정환 ………………………………………………………[52]
한양대경제금융학부
jeonglee@hanyang.ac.kr

이제민 …………………………………………………[44][50]
연세대상경대학경제학부
leejm@yonsei.ac.kr

이제홍 ………………………………………………………[26]
조선대

이종관 ………………………………………………………[37]
미디어미래연구소미래정책연구실장
jklee@mfi.re.kr

이종규 ………………………………………………………[57]
KDI 

이종문……………………………………………………[8][15]
부산외국어대러시아중앙학부
jmlee@bufs.ac.kr 

이종서 ………………………………………………………[32]
중원대교양학부
junleee@hotmail.com

이종욱 …………………………………………………[18][37]
서울여대
cgrh@swu.ac.kr

이종인 ………………………………………………………[36]
여의도연구원
jongin_lee@yahoo.com

이종철 ………………………………………………………[25]
중앙대
jc3253@cau.ac.kr

이종하 ………………………………………………………[65]
IBK경제연구소경제분석팀
jhlee.eco@gmail.com

이종호 ………………………………………………………[63]
공주대
leejh@kongju.ac.kr

이주하 ………………………………………………………[59]
동국대학교행정학과
yspa92@naver.com

이준서 ………………………………………………………[52]
동국대경영학과
juyi@dongguk.edu

이준협 ………………………………………………………[60]
고려대보건정책관리학부
jhlee@korea.ac.kr

이준호 ………………………………………………………[37]
중소기업연구원연구본부장
johlee@kosbi.re.kr

이준희 ………………………………………………………[49]
영남대국제통상학부
lee1838@ynu.ac.kr

이지순 ………………………………………………………[10]
서울대경제학부
jisoon@snu.ac.kr

이지연 ………………………………………………………[62]
에너지경제연구원
jiyonlee17@gmail.com

이지웅 ………………………………………………………[34]
에너지경제연구원
j.lee@ke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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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72]
이화여대
dlwldmsghgh@daum.net

이지현 ………………………………………………………[45]
한국은행
leejihyeon@bok.or.kr

이 진 ………………………………………………………[18]
이화여대
leejin@ewha.ac.kr

이진국 ………………………………………………………[34]
한국개발연구원
ljk@kdi.re.kr

이진면 …………………………………………………[45][46]
산업연구원
jmlee@kiet.re.kr

이진혁 ………………………………………………………[49]
울산과기대
Management jinhyuklee@unist.ac.kr

이찬영 ………………………………………………………[21]
전남대경제학부
chanyounglee@jnu.ac.kr

이창민 ………………………………………………………[19]
서울대경제학부
econochang@hanmail.net

이창재 ………………………………………………………[2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cjlee@kiep.go.kr

이창훈 ………………………………………………………[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chlee84@kei.re.kr

이채민 ………………………………………………………[55]
성균관대

이철희 ………………………………………………………[23]
농촌진흥청
leech1113@korea.kr

이철희 …………………………………………………[21][64]
서울대경제학부
chullee@snu.ac.kr

이춘근 ………………………………………………………[38]
대구경북연구원
cklee@dgi.re.kr

이춘수 …………………………………………………[22][23]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namakas@korea.ac.kr

이충기 ………………………………………………………[67]
경희대관광학과
cklee@khu.ac.kr

이충배 ………………………………………………………[39]
중앙대국제물류학과
cblee@cau.ac.kr

이치훈 ………………………………………………………[53]
국제금융센터
chlee@kcif.or.kr

이태규 ………………………………………………………[15]
한국경제연구원미래전략연구실
tklee@keri.org

이태정 …………………………………………………[44][64]
연세대정경대학경제학과
taejlee@yonsei.ac.kr

이태휘 ………………………………………………………[40]
평택대환황해권해양물류연구센터
taehwee1031@naver.com

이필규 ………………………………………………………[47]
경기대
magiclovely@naver.com

이한식 ………………………………………………………[19]
서강대경제학부
hahnlee@sogang.ac.kr

이해인 ………………………………………………………[31]
충북대경영학과
haein12101@naver.com

이해춘 …………………………………………………[37][47]
성균관대
rheehc@skku.edu

이혁구 ……………………………………………[25][70][71]
배재대중국학과
leehk@pcu.ac.kr

이혁우 ………………………………………………………[52]
배재대행정학과
hwlee@pcu.ac.kr

이현주 ………………………………………………………[25]
에너지경제연구원
hyunju7@hotmail.com

이현진 ………………………………………………………[16]
자본시장연구원
hyunjin@kcmi.re.kr

이현태 ………………………………………………………[44]
서울대경제학박사
xiantaikor@gmail.com

이현훈 …………………………………………………[40][51]
강원대학교국제무역학과
hhlee@kangwon.ac.kr

이형석 ………………………………………………………[31]
충북대경영학부
hyunglee@chungbuk.ac.kr

이혜영 ………………………………………………………[51]
광운대행정학과
hylee@kw.ac.kr

이호상 ………………………………………………………[29]
국립산림과학원산림정책연구부
seton21@gmail.com

이홍구 …………………………………………………[50][54]
건국대
honglee@konkuk.ac.kr

이홍배 ………………………………………………………[25]
동의대
hbleesoka@deu.ac.kr

이흥재 ………………………………………………………[8]
추계예술대
natugari@hanmail.net

인영환 ………………………………………………………[48]
KAIST 경영대학
cyin@business.kaist.ac.kr

임강택 ………………………………………………………[14]
통일연구원

임대봉 ………………………………………………………[53]
영남대경제금융학부
5632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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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민 ………………………………………………………[12]
고려대
dongminyim@gmail.com

임동순 …………………………………………………[62][67]
동의대경제학과
dslim@deu.ac.kr

임목삼 ………………………………………………………[26]
원산지정보원연구과
ahrtka@skku.edu

임미화 ………………………………………………………[47]
단국대
mia5683@dankook.ac.kr

임병덕 ………………………………………………………[36]
법무법인한별
byim07@gmail.com

임병인 ………………………………………………………[47]
충북대
billforest@chungbuk.ac.kr

임병진 ………………………………………………………[26]
영남대경제학과
sep1017@ynu.ac.kr

임상오 ………………………………………………………[56]
상지대
solim@sangji.ac.kr

임소진 ………………………………………………………[13]
한국수출입은행경협기획실
sjlim@koreaexim.go.kr

임송수 ………………………………………………………[35]
고려대

임승지 ………………………………………………………[60]
건강보험공단

임승희 ………………………………………………………[56]
수원대
shim@suwon.ac.kr

임영식 ………………………………………………………[61]
김앤장법률사무소
youngsik.lim@kimchang.com

임영태 ………………………………………………………[39]
KRIHS 국토인프라연구본부
ytlim@krihs.re.kr

임윤성 ………………………………………………………[60]
동덕여대
yslim@dongduk.ac.kr

임응순 ………………………………………………………[64]
한남대경제학과
esl96@hnu.kr

임이군 ………………………………………………………[73]
고려대
linyijun880411@gmail.com

임재욱……………………………………………………[8][27]
한국해양대국제무역경제학부
jaylim@kmou.ac.kr

임재진 ………………………………………………………[51]
한성대행정학과
jaejinim@gmail.com

임정빈 ………………………………………………………[23]
서울대
jeongbin@snu.ac.kr

임 준 ………………………………………………………[52]
보험연구원동향분석실
limjoon@kiri.or.kr

임준환 ………………………………………………………[53]
보험연구원금융전략실
pricing@kiri.or.kr

임 진 ………………………………………………………[53]
한국금융연구원
jeanlim@kif.re.kr

임천석……………………………………………………[24][8]
건국대상경대학국제무역학과
csimtj@konkuk.ac.kr

임청룡 ………………………………………………………[22]
연변대
lql8287@naver.com

임혜준 ………………………………………………………[48]
영남대경제금융학부
hi6w@ynu.ac.kr

임호순 ………………………………………………………[8]
고려대경영학과
hrhim@korea.ac.kr

[ㅈ]

장경석 ………………………………………………………[14]
국회입법조사처
decenthome@naver.com

장경호 ………………………………………………………[14]
인하대사회교육과
kjang@inha.ac.kr

장동구 ………………………………………………………[18]
SEACEN Centre 조사연수국

장동한 ………………………………………………………[59]
건국대국제무역학과
dhchang@konkuk.ac.kr

장민수 ………………………………………………………[8]
선문대국제경제통상학부
mschang@sunmoon.ac.kr

장민우 ………………………………………………………[34]
연세대경제학과
maretyno37@gmail.com

장병기 ………………………………………………………[13]
부경대

장영애 ………………………………………………………[54]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장오현 ………………………………………………………[36]
동국대경제학과
ohchang@dongguk.edu

장용준 ………………………………………………………[19]
경희대무역학과
yjjang@khu.ac.kr

장 욱 ………………………………………………………[19]
덕성여대경영대학
ukchang@duksung.ac.kr

장원창 ………………………………………………………[53]
인하대경제학부
fxdoc65@gmail.com

장인성 ………………………………………………………[31]
국회예산정책처경제분석실
ijang@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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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수 ………………………………………………………[33]
서울대
zrz108@gmail.com

장정모 ………………………………………………………[19]
자본시장연구원
changjm@kcmi.re.kr

장정재 ………………………………………………………[69]
부산발전연구원경제고용연구실
allaa7@naver.com

장철수 ………………………………………………………[29]
한국농촌경제연구원산림정책연구부
cschang@krei.re.kr

장홍범 …………………………………………………[17][18]
수원대
hbchang@suwon.ac.kr

전가림 …………………………………………………[68][71]
호서대교양학부
chunkalim@gmail.com

전병목……………………………………………………[8][35]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구본부
byungj@kipf.re.kr

전병헌 ………………………………………………………[61]
고려대
bhjun@korea.ac.kr

전선애 ………………………………………………………[19]
중앙대국제대학원
sechun@cau.ac.kr

전성인……………………………………………………[8][54]
홍익대경제학부
sjun@hongik.ac.kr

전성희 ………………………………………………………[51]
순천대
shjun@sunchon.ac.kr

전순환 ………………………………………………………[26]
중부대국제통상학과
shjeon@joongbu.ac.kr

전승호 ………………………………………………………[34]
아주대에너지모형연구실
sidus44@naver.com

전승훈 ………………………………………………………[64]
대구대경제학과
jsh1105@daegu.ac.kr

전영섭 ………………………………………………………[8]
서울대경제학부
ychun@snu.ac.kr

전용덕 ………………………………………………………[66]
대구대무역학과
ydjeon@taegu.ac.kr

전우성 ………………………………………………………[8]
산업연구원산업통상분석실
jws2939@hanmail.net

전우현 ………………………………………………………[26]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jun1234@hanyang.ac.kr

전익수 ………………………………………………………[22]
충북대농업경제학과
iksuinje@cbnu.ac.kr

전재식 ………………………………………………………[20]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자격·국가역량체계센터
jjs@krivet.re.kr

전정기 ………………………………………………………[27]
영남대국제통상학부
cgchun@ynu.ac.kr

전종규 ………………………………………………………[18]
경희대
jkjeon@khu.ac.kr

전주용 ………………………………………………………[20]
한국고용정보원일자리사업모니터링센터
achon@keis.or.kr

전주용 …………………………………………………[52][54]
한국은행경제연구원
jooyong@bok.or.kr

전택수 ………………………………………………………[15]
한국학중앙연구원사회과학부
chunts@aks.ac.kr

전현배 ………………………………………………………[8]
서강대
hchun@sogang.ac.kr

전호진 ………………………………………………………[25]
서울사이버대
jeonhojin@hanmail.net

정군오 ………………………………………………………[65]
호서대경제학전공
kojung@hoseo.edu

정규일 ………………………………………………………[37]
성균관대

정기호 ……………………………………………[44][49][50]
경북대경제통상학과
khjeong@knu.ac.kr

정기화 ………………………………………………………[66]
전남대경제학부
chk8349@chonnam.ac.kr

정남기 …………………………………………………[39][41]
동아대경제학과
nkchung@dau.ac.kr

정다운 ………………………………………………………[31]
고려대경영대학
bogsil@korea.ac.kr

정두배 ………………………………………………………[13]
세한대경영학과
dubajoung@hanmail.net 

정매화 ………………………………………………………[14]
길림TV대

정문현 ………………………………………………………[27]
서원대무역학과
mhjung@seowon.ac.kr

정민지 ………………………………………………………[37]
성균관대
taby0328@naver.com

정병무 ………………………………………………………[68]
건국대
jbmoo@hotmail.com

정병우 ………………………………………………………[23]
농촌진흥청
myhopes21@korea.kr

정상은 ………………………………………………[8][57][71]
한남대중국경제통상학과
peking@hn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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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철 ………………………………………………………[56]
한국전통문화대
jsc4362@naver.com

정성기 ………………………………………………………[58]
경남대경제학과
jungsk@kyungnam.ac.kr

정성엽 ………………………………………………………[30]
동아대국제중재학과

정성춘 ………………………………………………………[68]
KIEP 국제금융팀
jung@kiep.go.kr

정성훈 ………………………………………………………[26]
동국대국제통상학과
lucky7@dongguk.ac.kr

정소원 ………………………………………………………[37]
상명대

정승연 ………………………………………………………[67]
인하대

정승호 ………………………………………………………[57]
한국은행

정안기 ………………………………………………………[12]
고려대
joungak@naver.com

정연승 ………………………………………………………[13]
한국개도국연구소
yschung5102@gmail.com

정연제 ………………………………………………………61
에너지경제연구원
yeonjei@keei.re.kr

정영록 ………………………………………………………[24]
서울대
yrcheong@snu.ac.kr

정영택 ………………………………………………………[44]
한국은행
ytjung@bok.or.kr

정영호 ………………………………………………………[46]
한국은행
jyh@bok.or.kr

정영화 ………………………………………………………[57]
전북대
hoajung@gmail.com

정예민 ………………………………………………………[34]
고려대
yeimin@naver.com

정용승 ………………………………………………………[48]
경희대경제학과
jungys@khu.ac.kr

정용훈 …………………………………………………[33][61]
인하대
yhjung@inha.ac.kr

정 웅 ………………………………………………………[26]
경찰대연구과
jwoong@hanmail.net

정원호 ………………………………………………………[22]
부산대학교농업경제학과
wchung@pusan.ac.kr

정운찬 …………………………………………………[10][11]
한국경제학회명예회장, 전국무총리

정유석 ………………………………………………………[38]
전남대

정윤모 ………………………………………………………[19]
자본시장연구원
sunbird2002@gmail.com

정은미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촌정책연구부
jeongem@krei.re.kr

정은이 ………………………………………………………[25]
경상대
eunlee7512@hanmail.net

정인석 ………………………………………………………[61]
한국외대
icheong@hufs.ac.kr

정재승 ………………………………………………………[27]
단국대무역학과
jasonch1004@gmail.com

정재헌 ………………………………………………………[58]
부경대경영학부
highfly1@pknu.ac.kr

정재현 ………………………………………………………[59]
한국고용정보원
redbicycle@gmail.com

정재호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직업능력개발평가센터 / 직업능력개발정책센터
jhchung@krivet.re.kr

정지만 ………………………………………………………[19]
상명대금융경제학과
jmjung@smu.ac.kr

정지운 ………………………………………………………[47]
성균관대
jiunjung@gmail.com

정지형 ………………………………………………………[71]
제주발전연구원관광전략연구부
hyung177@jdi.re.kr

정진성 ………………………………………………………[12]
한국방송통신대
jins@mail.knou.ac.kr

정창률 ………………………………………………………[59]
단국대사회복지학과
mymetapho@hotmail.com

정태원 ………………………………………………………[39]
성결대유통물류학부
logichung@sungkyul.ac.kr

정해영 ………………………………………………………[73]
전남대
zarupul@hanmail.net

정 혁 ………………………………………………………[13]
KDI국제정책대학원
hyeokj@kdischool.ac.kr

정형선 ………………………………………………………[8]
연세대보건행정학과
tokyoparis@hanmail.net

정홍열 …………………………………………………[13][40]
한국해양대국제무역경제학부
jhy@hhu.ac.kr

정회상 ………………………………………………………[65]
한국경제연구원부연구위원
hschu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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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남 ………………………………………………………[38]
국토연구원
hnjung@krihs.re.kr

조경엽 ………………………………………………………[66]
한국경제연구원

조광우 ………………………………………………………[6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wcho@kei.re.kr

조대우 ………………………………………………………[12]
충남대경영학부
dwcho@cnu.com 

조대형 ………………………………………………………[19]
국회입법조사처
dhcho@assembly.go.kr

조덕훈……………………………………………………[8][14]
세종사이버대
chodun@sjcu.ac.kr

조동근 ………………………………………………………[66]
명지대경제학과
dkcho@mju.ac.kr

조동혁 ………………………………………………………[73]
서울시립대
tolerance2u@nate.com

조두연 ………………………………………………………[17]
국민대
dcho@kookmin.ac.kr

조명환 …………………………………………………[33][49]
서울시립대경제학부
chomhmh@uos.ac.kr

조병도 ………………………………………………………[44]
서울과기대
cho77@bok.or.kr

조상용 ………………………………………………………[47]
한성대

조석곤 ………………………………………………………[8]
상지대
sgcho@sangji.ac.kr

조선우 ………………………………………………………[19]
Earsmus University Rotterdam

조성봉 ………………………………………………[8][33][54]
숭실대
sbcho@ssu.ac.kr

조성욱 ………………………………………………………[52]
서울대경영학과
sungwook.joh@gmail.com

조성익 ………………………………………………………[61]
한국개발연구원
sungickcho@kdi.re.kr

조성일……………………………………………………[8][65]
상지대무역학과
cho0421@sangji.ac.kr

조성환 ………………………………………………………[39]
한국허치슨터미널기획실
hkjsh@hktl.com

조수미 ………………………………………………………[60]
전남대
esumii@chonnam.ac.kr

조영무 ………………………………………………………[17]
LG경제연구원
choym@lgeri.com

조영삼 ………………………………………………………[39]
산업연구원
yscho@kiet.re.kr

조영상 ………………………………………………………[43]
연세대정보산업공학과
y.cho@yonsei.ac.kr

조영탁 ………………………………………………………[67]
한밭대경제학과
ytcho@hanbat.ac.kr

조용성 ………………………………………[34][66][67][73]
고려대식품자원경제학과
yscho@korea.ac.kr

조인경 ………………………………………………………[34]
서울대
ikcho98@snu.ac.kr

조인숙 ………………………………………………………[62]
연세대
icho@yonsei.ac

조장희 ………………………………………………………[61]
서강대
cjh0403@sogang.ac.kr

조재환 ………………………………………………………[21]
부산대농업경제학과
jhcholee@pusan.ac.kr

조정은 ………………………………………………………[58]
경성대경영학부
choje@ks.ac.kr

조종주 ………………………………………………………[29]
창원대국제무역학과
jou123@changwon.ac.kr

조하만 ………………………………………………………[12]
한국기상기후아카데미
chohm111@naver.com

조하연 ………………………………………………………[64]
연세대

조하현 …………………………………………………[34][53]
연세대경제학과
hahyunjo@hanmail.net

조현수 ………………………………………………………[38]
평택대무역학과
chs@ptuniv.ac.kr

조현준 ………………………………………………………[24]
건국대
hjzion@konkuk.ac.kr

조홍종……………………………………………………[8][33]
단국대학교경제학과
hongcho@dankook.ac.kr

주노종 …………………………………………………[25][68]
한국조달연구원원장
rojong55@hanmail.net

주상영 ………………………………………………………[53]
건국대경제학과
joosy@konkuk.ac.kr

주상철 ………………………………………………………[18]
국민연금연구원기금정책분석실
scjoo@nps.or.kr

주성환 ………………………………………………………[25]
건국대
econo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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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민 ………………………………………………………[29]
경북대지리학과
jooseacool@knu.ac.kr

주은선 ………………………………………………………[59]
경기대사회복지학과
skyesjoo@kyonggi.ac.kr

주진열 ………………………………………………………[27]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jinyul_ju@pusan.ac.kr

주현수 ………………………………………………………[4]0
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
joo@kcmi.re.kr

주형환 …………………………………………………[10][11]
기획재정부제1차관

지만수 ………………………………………………………[8]
한국금융연구원

………………………………………………………[69]

tabla@126.com

진양수 ………………………………………………………[43]
김앤장법률사무소
ysjin70@gmail.com

진호요 ………………………………………………………[71]
오서대국가발전연구소
chunkalim@gmail.com

[ㅊ]

채광석 ………………………………………………………[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자원환경연구부
gschae@krei.re.kr

채수명 ………………………………………………………[24]
21세기경영연구소
21chaesoo@hanmail.net

채수복 ………………………………………………………[73]
서울시립대
spin80@hanmail.net

채용우 ………………………………………………………[23]
농촌진흥청
pridecyw@korea.kr

채 훈 ………………………………………………………[42]
인천대무역학부
hun@incheon.ac.kr

채희율 …………………………………………………[17][41]
경기대
hychai@kyonggi.ac.kr

최경규 ………………………………………………………[27]
동국대경영대학
gchoi@dongguk.edu

최경수 ………………………………………………………[20]
한국개발연구원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
choi@kdi.re.kr

최공필 ………………………………………………………[43]
한국금융연구원거시국제금융연구실
gpchoi@kif.re.kr

최기홍 ………………………………………………………[35]
국민연금연구원재정추계분석실
khchoi@nps.or.kr

최남석 ………………………………………………………[50]
한국경제연구원
nchoi@keri.org

최다희 ………………………………………………………[45]
한국은행

최대원……………………………………………………[8][50]
중국해양대
mandioca@qq.com

최돈우 ………………………………………………………[22]
경상북도농업기술원
gogemaroo@krea.kr

최두열 …………………………………………………[17][47]
한국기술교육대
dychoi@koreatech.ac.kr

최바울 ………………………………………………………[21]
한국개발연구원재정ㆍ복지정책연구부
choipaul@kdi.re.kr

최백렬 ………………………………………………………[50]
전북대
brchoi@jbnu.ac.kr

최병일 ………………………………………………………[14]
한국외국어대대학원생
cbi0553@hanmail.net

최병천 ………………………………………………………[54]
국회
chuni1970@naver.com

최병호 ………………………………………………………[35]
부산대경제학과
bhchoe@pusan.ac.kr

최보영 ………………………………………………………[51]
KIEP 
bychoi@kiep.go.kr

최봉석 …………………………………………………[33][34]
에너지경제연구원
bchoi4@keei.re.kr

최상오 ………………………………………………[8][12][13]
대한민국역사박물관
sochoi0106@korea.kr

최상현 ………………………………………………………[29]
강원대산림경영학과
skkarisma1@nate.com

최석기 ………………………………………………………[72]
연세대학교, 한국은행
skchoi@bok.or.kr

최 선 ………………………………………………………[8]
한양사이버대
choi4617@hycu.ac.kr

최성락 …………………………………………………[51][52]
동양미래대경영학부
haihabar@gmail.com

최성록 ………………………………………………………[67]
국립생태원
hmaker@nie.re.kr

최성호 ………………………………………………………[52]
경기대행정대학원
finechoi@kyonggi.ac.kr

최세현 …………………………………………………[22][23]
부산대농업경제학과
eco@pusan.ac.kr

최수임 ………………………………………………………[29]
순천대산림자원학과
sooim@sunchon.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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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희 ………………………………………………………[38]
한양사이버대시니어비지니스학과
sookheechoi@hycu.ac.kr

최승노……………………………………………………[8][65]
자유경제원부원장
choi3639@gmail.com

최승문 ………………………………………………………[53]
서울시립대경제학부
seungmoon.choi@gmail.com

최영배 ………………………………………………………[40]
외교부경제공동체과
ybcchoi97@mofa.go.kr

최영순 ………………………………………………………[60]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정책연구원

최영준 ………………………………………………………[59]
고려대행정학과
sspyjc@korea.ac.kr

최예준 ………………………………………………………[22]
부산대농업경제학과
toyejun@gmail.com

최용옥 ………………………………………………………[34]
한국개발연구원
choiyongok@kdi.re.kr

최운규 ………………………………………………………[10]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eso@bok.or.kr

최원석……………………………………………………[8][31]
서울시립대세무학과
wschoi@uos.ac.kr

최유진 ………………………………………………………[31]
서울시립대
eugene2@uos.ac.kr

최윤정 ……………………………………………[11][61][73]
연세대경제학부
yun.choi@yonsei.ac.kr

최의현 ………………………………………………………[71]
영남대경제금융학부
yxcui@ynu.ac.kr

최자원 ………………………………………………………[21]
한양대경제금융학부
choiej@hanyang.ac.kr

최재도 ………………………………………………………[73]
연세대
jedo2002@naver.com

최재호 ………………………………………………………[15]
울산공업고교사
rdcvg700@naver.com

최정규 …………………………………………………[16][20]
경북대경제통상학부
jkchoi@knu.ac.kr

최정석 ………………………………………………………[71]
선문대중어중국학과
ayuwa@hanmail.net

최정원 ………………………………………………………[30]
건국대

최종민 ………………………………………………………[15]
전북대사회교육과
jmchoi@chonbuk.ac.kr

최준규 ………………………………………………………[28]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cjk0603@hanyang.ac.kr

최창곤 …………………………………………………[15][21]
전북대경제학부
ckchoi@jbnu.ac.kr

최창규 ………………………………………………………[41]
명지대
ckchoi@mju.ac.kr

최창환 ………………………………………………………[8]
단국대
hub21@dankook.ac.kr

최 충 ………………………………………………………[21]
한양대경제학부
choechung@gmail.com

최칠구 ………………………………………………………[23]
농촌진흥청
choick@korea.kr

최태영 ………………………………………………………[13]
부경대경영학과
tychoi@pknu.ac.kr 

최한수 ………………………………………………………[27]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공공기관연구센터
choihs@kipf.re.kr

최현정 ………………………………………………………[44]
부경대

최형선……………………………………………………[8][48]
경희대경제학과
hyungsunchoi@khu.ac.kr

최호철 ………………………………………………………[43]
국가과학기술연구회융합연구기획부
hchoe@nst.re.kr

최희남 ………………………………………………………[10]
기획재정부국제경제관리관

[ㅍ]

片桐由喜……………………………………………………[60]
오타루상과대학교상학부

편주현 ………………………………………………………[51]
고려대
bychoi@kiep.go.kr

표한형 ………………………………………………………[46]
중소기업연구원

표희동 …………………………………………………[66][67]
부경대해양수산경영학과
pyoh@pknu.ac.kr

[ㅎ]

하봉찬 …………………………………………………[44][59]
부경대경제학부
habongchan@pknu.ac.kr

하영태 ………………………………………………………[8]
한양대법학과
nemamm@naver.com

하정철 ………………………………………………………[72]
계명대통계학과
jeicy@kmu.ac.kr

하종원 ………………………………………………………[39]
부산대경제학과
rschup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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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준 ………………………………………………………[52]
산업연구원산업경제연구실
hj-truth@hanmail.net

한광석 …………………………………………………[15][19]
포항공대인문사회학부
econhanhn@postech.ac.kr

한광희 ………………………………………………………[68]
한신대e-비즈니스학과
han22@hs.ac.kr

한기욱 ………………………………………………………[22]
서울대농경제사회학부
hankiuk@snu.ac.kr

한기조 ………………………………………………………[68]
동의대무역학과
hkijo@deu.ac.kr

한기주 ………………………………………………………[67]
산업연구원
hankju@kiet.re.kr

한낙년 ………………………………………………………[40]
경남대경제무역학부
nhhan@kyungnam.ac.kr

한동운 ………………………………………………………[60]
한양대예방의학교실
dwhan@hanyang.ac.kr

한바란 ………………………………………………………[21]
KDI 국제정책대학원
baran.han@kdischool.ac.kr

한상범……………………………………………………[8][19]
경기대경제학과
sandglas@paran.com

한성안 ………………………………………………………[41]
영산대경영학부
seongan@ysu.ac.kr

한순구 ………………………………………………………[8]
연세대경제학부
hahn@yonsei.ac.kr

한인희 …………………………………………[8][24][68][70]
건국대국제학부
chinaihhan@hanmail.net

한재명 ………………………………………………………[57]
고려대경제연구소
jmhan02@hanmail.net

한재준 ………………………………………………………[54]
인하대글로벌금융학부
hjaejoon@gmail.com

한재필 ………………………………………………………[26]
숭실대국제통상학과
jphahn@ssu.ac.kr

한종만 ………………………………………………………[57]
배재대러시아학과
jmhan@pcu.ac.kr

한종희 ………………………………………………………[61]
연세대
hahnjh@yonsei.ac.kr

한철환 ………………………………………………………[39]
동서대국제물류학과
chhan16@gdsu.dongseo.ac.kr

한택환 ………………………………………………………[66]
서경대금융경제학과
twhan@skuniv.ac.kr

한현옥……………………………………………………[8][62]
부산대경제학부
hhan@pusan.ac.kr

한호선 ………………………………………………………[30]
건국대

함준호 ………………………………………………………[52]
연세대/한국은행국제학대학원/금융통화위원회
jhahm@yonsei.ac.kr

허가형 ………………………………………………………[33]
국회예산처
hurgh@assembly.go.kr

허경준 ………………………………………………………[37]
성균관대
jchung@skku.edu

허만호 …………………………………………………[28][29]
경북대정치외교학과
mhheo@knu.ac.kr

허석균 ………………………………………………………[52]
중앙대경영학부
shur@cau.ac.kr

허은녕 ………………………………………………………[33]
서울대
heoe@snu.ac.kr

허 정 ………………………………………………………[40]
서강대경제학과
jhur2007@gmail.com

허찬국 ………………………………………………………[18]
충남대
chanhuh@cnu.ac.kr

현정환 …………………………………………………[40][68]
廣島大學개발정책학과
gregory.hyun@gmail.com

현진권 ………………………………………………………[35]
자유경제원원장
jinkwonhyun@gmail.com

혜우군 ………………………………………………………[71]
배재대동아시아학과
0228ji@sina.cn

홍기용 ………………………………………………………[8]
인천대경영대학경영학부
hong@tax.kr

홍길종 ………………………………………………………[27]
강원대무역학과
ptwin@hanmail.net

홍석철……………………………………………………[8][64]
서강대경제학부
shong@sogang.ac.kr

홍석표 ………………………………………………………[64]
보건사회연구원국제기구대응전략센터
seokp@kihasa.re.kr

홍성민 ………………………………………………………[20]
과학기술정책연구원혁신정책연구본부
hsamu@stepi.re.kr

홍수완 ………………………………………………………[65]
감사원감사연구원
johnnam@chol.com

홍순만 ………………………………………………………[52]
연세대행정학과
phdsmh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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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린 ………………………………………………………[25]
한성대
dean44@hansung.ac.kr

홍은주 ………………………………………………………[8]
한양사이버대경제금융학과
1100009@hycu.ac.kr

홍인기 ………………………………………………[8][65][67]
대구대경제학과
ihong@daegu.ac.kr

홍장표 ………………………………………………[8][58][59]
부경대경제학부
jphong@pknu.ac.kr

홍제환 ………………………………………………………[12]
고려대
alst99@naver.com

홍종호 ………………………………………………………[67]
서울대환경대학원
hongjongho@snu.ac.kr

홍 훈 …………………………………………………[58][73]
연세대경제학부
hoonhong@yonsei.ac.kr

………………………………………………………[69]

huangjiezd@163.com

황광명 ………………………………………………………[17]
한국은행
hwangkm@bok.or.kr

황기식 ………………………………………………………[32]
동아대동북아국제대학원
kshwang@dau.ac.kr

황상현 ………………………………………………………[66]
한국경제연구원
shwang@keri.org

황석준 ………………………………………………………[67]
경북대경제통상학과
sxh219@knu.ac.kr

황성윤 ………………………………………………………[44]
경북대

황성하 ………………………………………………………[48]
서강대경제학과
sunghah@sogang.ac.kr

황승진 ………………………………………………………[20]
서강대경제학과박사과정
hchanggun@gmail.com

황신준 ………………………………………………………[38]
상지대경제학과
sjhwang@sangji.ac.kr

황원식 ………………………………………………………[45]
산업연구원
yel0sik@kiet.re.kr

황유선 …………………………………………………[43][61]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미디어연구실
yshwang@kisdi.re.kr

황의서 ………………………………………………………[54]
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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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위하여물심양면으로지원하여주신

다음기관회원에충심으로감사드립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민연금공단, 국토연구원,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금융투자협회, 

기획재정부, 농협은행, 농협카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연구원, 삼성전자, 삼성화재, 

신세계그룹, 신한은행, 연세대학교, 예금보험공사, 우리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계청, 

포스코, 포스코경영연구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지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연구재단, 한국외환은행, 한국은행,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미경제학회, 

현대경제연구원, IBK기업은행, KB금융그룹, KDB산업은행, KT, SK, SK Telecom, 연세대학교경제학부, 

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참가학회들

2/24일(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101호

한국경제교육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B103호

한국국제금융학회총회 12:30 - 13:30·대우관본관B120호

한국노동경제학회총회및배무기학술상시상식 12:30 - 13:30·대우관본관B109호

한국농식품정책학회총회 11:00 - 12:30·대우관별관109호

한국동북아경제학회총회 12:00 - 12:30·대우관별관B110호

한국무역보험학회임시총회 12:30 - 13:30·대우관본관435호

한국법경제학회총회및위공시상식 12:20 - 13:30·대우관본관B112호

한국산림경제학회총회 17:00 - 18:00·대우관별관108호

한국자원경제학회총회 12:30 - 13:30·대우관별관B103호

한국제도·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101호

한국항만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335호

한국APEC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532호

한국EU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535호

한러통상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432호

2/25일(수)

한국경제발전학회총회 12:20 - 13:00·대우관본관B112호

한국경제연구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별관B110호

한국계량경제학회총회 12:40 - 13:30·대우관본관B109호

한국국제통상학회총회 17:00 - 17:30·대우관본관B120호

한국금융정보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B109호

한국기독교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432호

한국문화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535호

한국비교제학회총회 12:30 - 13:30·대우관본관537호

한국산업조직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본관110호

한국여성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335호

한국재정정책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별관B103호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총회 12:30 - 13:00·대우관별관B103호

한국환경경제학회총회 12:30 - 13:00·대우관본관B120호

한일경상학회총회 17:40 - 18:30·대우관본관B106호

한중사회과학학회총회 18:00 - 18:30·대우관별관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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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식당

•연세대학교

대우관본관및별관

교직원식당

알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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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관 본관

대우관 별관

알렌관

•차를가져오신분들은대우관본관2층로비본부석에서주차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연세대정문쪽공사관계로정문차량진입이불가능합니다. 도보출입은가능합니다.

차량을가지고오시면동문쪽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 24일(화), 25일(수) 오찬은교직원식당(한경관)을이용하시기바랍니다. 

대우관본관2층로비본부석에서식권을받아가시기바랍니다.

• 24일(화) 저녁6시30분부터시작되는만찬장소는알렌관무악홀입니다. 

•기타필요한사항은진행요원의도움을받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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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회

편집위원장: 이철희(서울대)

편집부위원장: 박이택(고려대)

편집위원: 강진아(한양대), 김재호(전남대), 박섭(인제대), 박이택(고려대), 선재원(평택대), 송병건(성균관대), 

여인만(강릉원주대), 이상철(성공회대), 조석곤(상지대), 조영준(한국학중앙연구원), 

Dongwoo Yoo(Ohio State University)

(우:151-843) 서울시관악구봉천로31길5, 2층
전화: 02-886-8186~7   팩스: 02-873-5460
홈페이지: www.keh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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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학(연2회: 6월, 12월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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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는정보통신정책학회의학회지로서방송, 통신및 ICT 전반의주제
와관련하여경제학, 경영학, 언론학, 행정학및법학분야등에서이론, 실증및정책적가
치를지닌전문적, 창의적인연구논문들을게재합니다. 일년에 4번출간하며, 온라인투
고시스템을운영하고있습니다. 여러분들의적극적인참여를기다리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Johannes. M Bauer(Michigan State University), 권남훈(건국대)

책임편집위원: 김성환(아주대), 신동희(성균관대), 이영주(서울과기대)

편집위원: Jay P. Choi(MSU), Carolyn Gideon(Tufts), Vladimir Hlasny(이화여대),  Jin Dal Yong(Simon Fraser), 

Gunter Knieps(Freiburg),  Michael Latzer(Zurich),  Ingo Vogelsang(BU), Jai Joon Lee(Cal. State-Sacramento), 

Chris Marsden(Sussex), 김민기(KAIST), 김정유(경희대), 김희정(KICI), 문성배(국민대), 방세훈(KDI), 

송지희(서울시립대), 안정민(한림대), 정인준(대구대), 황태희(성신여대), 김태오(KISDI), 윤혜선(한양대), 이은곤(수원대), 

정동훈(광운대), 정진한(KISDI), 조성익(KDI) 

충청북도진천군덕산면정통로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내
전화043-531-4087, 팩스043-536-2046
E-mail katp@kisdi.re.kr
홈페이지: http://www.itpr.or.kr/home/kor/journal/

정보통신정책연구(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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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교육학회

『경제교육연구』는국내경제교육과관련된유일한학술지로서, 경제교육현황및동향, 초중고학생의경제이

해력및금융이해력, 경제교과서와교육과정분석등학교경제교육현상, 교사및학생의경제적인식/의식/태

도 조사, 기업/기업가/창업교육, 소비자교육, 경제사회화 등 경제교육과 관련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해 왔다.

1996년에창간호가발간되었으며, 2006년에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10년부터는등재학술지로선정되어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4월 30일, 8월 30일, 12월 30일연

3회발간한다. 투고와관련된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www.ecoedu.or.kr)에소개되어있다.

경제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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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발전학회

경제발전연구(Journal of Korean Economic Development)는 1995년 창간된

한국경제발전관련분야의대표적인학술지로한국경제발전학회에서1년에4차례

(3, 6, 9, 12월말) 발간하며, 현재한국연구재단의등재지이다. 매년우수논문1편을

선정하여學峴學術賞(상금5백만원)을시상하고있다.

발행인: 홍장표

편집인: 원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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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서울시종로구사직로102 광화문의꿈402호(우. 110-044)
홈페이지: www.kdea.re.kr  
이메일: kdea@kdea.re.kr  
전화: 02-598-4652

경제발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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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는한국경제연구학회의국문학술지로서한국경제의핵심과제에관
한이론정립, 실증분석및정책제언등한국경제전분야에걸쳐자주적이고독창
적인연구논문을소개함으로써한국경제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본
학술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서1년에4회발간되며, 발간예정일은매년
3월31일과6월30일, 9월30일, 12월31일이다.

편집위원장: 송치영(국민대)
부편집위원장: 김대환(건국대), 남재현(국민대), 문성배(국민대)
편집위원: 김시원(전남대), 김원중(건국대), 김진옥(제주대), 김진웅(동아대), 김홍범(경상대), 문외솔(서울여대), 

서은숙(상명대), 성태윤(연세대), 성한경(서울시립대), 송준혁(한국외대),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안태현(서강대), 이수일(한국개발연구원), 이시영(중앙대), 이인권(한국경제연구원), 임병인(충북대), 
장경호(인하대), 전봉걸(서울시립대), 조동훈(한림대), 최병호(부산대), 한현옥(부산대), 황석준(경북대)

서울특별시성북구정릉로77 국민대학교국제통상학과송치영교수연구실
전화: (02) 910-4544(편집위원장), 
Email: jkes1998@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akes.or.kr

한국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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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

한국경제통상학회(KEBA: Korean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는 1980년대부터영

남지역을중심으로활동하고있던한국경상학회와한국국민경제학회가 2005년 6월 1일부터통합

한학회로출범하여현재전국적으로활동하고있다. 주요학회활동으로는국제학술대회를포함하

여연4회이상의학술대회를지역발전과관련된주제(FTA, 지역혁신, 광역경제권, 경제통합, 균형

발전등)를포함하여개최함으로써지역경제발전을위한학문적토대를제공하고있으며, 지역관련

연구들을 포함하여 우수한 학문적 연구결과들을 연 4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경제연구」에수록하고있다. 

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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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經濟學硏究』(영문제목: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Studies)는국내경제학
학술지가운데가장긴역사(1953년창간)를자랑하는한국경제학회의대표학술지입니
다. 『經濟學硏究』는 1년에 4회발간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
하여38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
는경제학연구논문상이있습니다.

위 원 장 : 최강식(연세대) 
간사위원 : 박철성(한양대) 
위 원 : 강규호(고려대), 강창희(중앙대), 김두얼(명지대), 김명수(계명대), 김선빈(연세대), 김성현(성균관대), 

김세완(이화여대), 김영덕(부산대), 김영세(성균관대), 김영준(상명대), 김정호(아주대), 김진우(서울대), 
김태환(연세대), 류덕현(중앙대), 류동민(충남대), 박기백(서울시립대), 박기영(연세대), 박영구(부산외대), 
박용덕(에너지경제연구원), 박제훈(인천대), 박호정(고려대), 서환주(한양대), 성명재(홍익대), 이상훈(한남대), 
이재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철희(서울대), 이홍식(고려대), 인영환(KAIST), 조동철(KDI국제정책대학원), 
조명환(서울시립대), 조복현(한밭대), 조용성(고려대), 최경욱(서울시립대), 최현경(산업연구원), 
최형선(경희대), 한종희(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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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Economic Review
The Korean Economic Review is a general interest English economics journal. Established in 1985, the
KER is one of the most respected scholarly journals in Korea. The KER is published b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twice a year, in June 30 and December 31. (www.kereview.or.kr)

Editor: Kyung Hwan Baik, Sungkyunkwan University
Managing Editor: Bonggeu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Board of Editors:
Yongsung Chang, Yonsei University / Jin Seo Cho, Yonsei University / Sung Jin Cho, Seoul National University / Hyunbae Chun, Sogang University 
Young Jun Chun, Hanyang University / Sok Chul Hong, Sogang University / Jung Hur, Sogang University / Soosung Hwang, Sungkyunkwan University 
Sung-Ha Hwang, Sogang University / Biung-Ghi Ju, Seoul National University / Chang-Jin Kim, Korea University / Doyoung Kim, Sogang University
Jin-Hyuk Kim, 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 Jinill Kim, Korea University / Kwangsu Kim, Sungkyunkwan University / Chulhe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l-I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ng-Won Lee, Sungkyunkwan University / Jae Wo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Jihong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Keun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Keun Yeong Lee, Sungkyunkwan University / Manjong Lee, Korea University / Sang-Ho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iwook Lee, Myongji University / Sokbae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 Wooyoung Lim, The Hong 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aehyon Nahm, Korea University / Jee-Hyeong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 Ki Young Park, Yonsei University / Donggyun Shin, Kyung Hee University 
Yoon-Jae W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Korean Economic Association
28 Saemunan-ro 5ga-gil, GwanghwamunPlatinum Bldg., 5th F510 
Jongno-Gu, Seoul  1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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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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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량경제학회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is a peer-reviewed, internet-based,
open-access international journal aiming to publish high-quality papers in all areas of
economics. JETEM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carrying
papers written either in English or in Korean. In this web-site, all English articles are fully
downloadable free of charge; for Korean articles, only the title and the abstract in English are
provided along with a fee-based link to the full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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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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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 학술지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國際經濟硏究』,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은경제학전분야를다루고있는전문학술지

로서, 연 4회 발간되고있으며엄격한공식심사를거쳐전문적인연구논문을게재

하는학술지이다.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Jaymin Lee, Yousei University
Sunwoong Kim,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Daewoo Hall room 606, Yonsei University, 
50 Yonsei-Ro.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 82+2-2123-2478
Email: iejournal@yonse.ac.kr

國際經濟硏究

박인원(朴仁元), 고려대학교

김영한(金暎漢), 성균관대학교

김인배(金寅培), 이화여자대학교

136-701 서울특별시성북구안암동5-1 

고려대학교국제관220호

TEL: 02-3290-2659

Mobile: 010-3845-9297

Email: kieajournal@gmail.com

위) 國除經濟硏究 아래)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Editor

Co-Editor

Editorial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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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금융학회

국제금융연구는한국국제금융학회에서연 2회(5월 31일, 11월 30일) 발간하는학

회지이다. 국제금융연구에서다루는분야는국제금융·외환, 금융 및관련경제학

일반분야이다. 본학회지는 2011년창간되었으며, 2014년에등재후보학술지로선

정되는등빠르게발전하고있다. 

논문기고: 투고논문은한글또는영문으로작성하며아래한글을원칙으로한다. 한글로작성하는경우에는원고의마지막

페이지에200단어내외의영문요약을수록해야한다. 논문원고는국제금융연구대표이메일(2011kifa@gmail.com) 또는

편집위원장성태윤교수(연세대경제학부) 이메일(tsung@yonsei.ac.kr)로제출한다. 논문기고와관련된기타자세한사

항은한국국제금융학회홈페이지(www.kifa.ne.kr)에제시되어있다.

국제금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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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편집위원장: 정철(KIEP, cchung@kiep.go.kr)

편집부위원장: 이시욱(KDI국제정책대학원, siwook@kdischool.ac.kr)

편집간사: 성한경(서울시립대, hsung@uos.ac.kr)

편집위원: 강문성(고려대) 권철우(경북대) 김기홍(부산대) 김미아(원광대) 김영한(성균관대) 김한성(아주대) 

박순찬(공주대) 박영준(아주대) 박형래(강릉대) 손기윤(인천대) 송백훈(성신여대) 송영관(KDI) 

신범철(경기대) 안세영(서강대) 오준석(숙명여대)유재원(건국대) 이상학(국민대) 이순철(부산외대) 

이시영(중앙대) 이인구(숭실대) 이현훈(강원대) 임혜준(영남대) 지만수(한국금융연구원) 한홍렬(한양대)

(사)한국국제통상학회

충남천안시동남구단대로119 사회과학관140호

Tel:041-550-3385 Homepage:www.katis.or.kr

국제통상연구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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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는 1992년 한국경제연구원이규제완화에대한인식확산과규제관련연구활성화를

위해『규제완화』라는이름으로창간한후 1995년『규제연구』로명칭이변경되었으며, 2002년

한국규제학회가창립됨에따라동학회의학회지가되었습니다. 이에따라 2002년제11권제2

호부터한국규제학회와한국경제연구원이공동으로『규제연구』를발간하고있습니다.

공동발행인 : 김진국(배재대학교), 권태신(한국경제연구원) 
명예편집위원회

- 편집위원장 : 최병선(서울대학교), 
- 편집위원 : 김종석(홍익대학교), 김태윤(한양대학교), 소병희(국민대학교), 이성우(한성대학교), 좌승희(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신융(숙명여자대학교)
편집위원회

- 공동편집위원장 : 최진욱(고려대학교), 이병기(한국경제연구원)
- 편집위원 : 김주찬(광운대학교),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박세화(충남대학교), 박형준(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 

설 윤(경북대학교), 송원근(한국경제연구원), 신석훈(한국경제연구원), 양준모(연세대학교), 양준석(가톨릭대학교), 
이경원(제주대학교), 이민창(조선대학교), 이순태(한국법제연구원), 한현옥(부산대학교), 황인학(한국경제연구원)

사무국장 : 김미애(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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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정보학회

금융정보연구는국내에서유일하게신용정보, 신용평가등금융정보와관련된연

구를수록하는전문학술지입니다. 아울러금융시장, 금융제도및정책등금융체

계전반에걸친광범위한주제의연구를게재하고있습니다. 금융정보연구는연 2

회, 2월과8월에발간됩니다.

발행인 : 전성인(홍익대학교)

편집인“박창균(중앙대학교)

편집위원회 : 김갑래(자본시장연구원), 배영수(서울시립대학교), 여은정(중앙대학교), 이순호(금융연구원), 

이준서(동국대학교), 윤선중(동국대학교), 윤정선(국민대학교), 정재만(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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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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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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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경제학회

발 행 인 : 김승욱(중앙대)

편집위원회 : 권명중(연세대), 김인숙(신한대), 송헌재(서울시립대), 신성휘(서울시립대), 이대식(부산대), 

이명헌(인천대), 이재희(가천대), 이홍구(건국대), 장석인(KIET), 조성봉 (숭실대), 황의서(서울시립대)

심사위원회 : 권명중(연세대), 김병연(서울대), 김승욱(중앙대), 김인숙(신한대), 김 진 (동덕여대), 

송헌재(서울시립대), 신성휘(서울시립대), 유경문(서경대), 이대식(부산대), 이명헌(인천대), 

이우성(STEPI), 이윤재(숭실대), 이재희(가천대), 이홍구(건국대), 장석인(KIET), 조성봉(숭실대), 

황의서(서울시립대) 

(주소) 140-909 서울용산구이촌로2가길5 한강르네상스빌A동402호
(전화) 010-5777-0111 
(홈페이지) http://oikonomosx.wix.com/oikonomos
(이메일) oikonomosx@gmail.com 

OIKONOMOS   (한국기독교경제학회지매년2회발간3월31일, 9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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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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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경제학회에서 1977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노동경제학 분야의 대표 학술지입

니다. 1년에 4회발간되며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

‘배무기학술상’이있습니다.

위원장 : 이정민(서강대학교)

위 원 : 김용성(한국개발연구원), 김우영(공주대학교), 김정호(아주대학교),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손기태(국민대학교), 안태현(서강대학교), 문외솔(서울여자대학교), 조동훈(한림대학교), 최창곤(전북대학교)

서울특별시동작구흑석로84, 303관 1211호(흑석동, 중앙대학교)
Tel. 0502) 911-9999  Fax. 0502) 911-9999
e-mail: kleapc@chol.com
http://www.klea.or.kr

1953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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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제학회

「농업경제연구」는1957년에창립된한국농업경제학회가발간하는학회지로, 농업

계에서가장오랜전통을가지고있는학회지입니다. 전통적인의미에서의농업과

관련된경제·정책·유통분야외에도, 식품, 환경, 자원 분야의논문도게재되고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 12월등4회발간됩니다. 

편집위원장: 김관수(서울대)

편집간사: 안병일(고려대)

편집위원: 강혜정(전남대), 김현석(경북대), 서상택(충북대), 송양훈(충북대), 안동환(서울대), 안병일(고려대), 

조재환(부산대), 김배성(제주대), 황의식(KREI), 김성훈(충남대)

학회사무국: 서울동대문구회기로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2-3299-4113 (fax) 02-3295-4056
http://www.kjae.or.kr
e-mail:kaeaadm@naver.com

농업경제연구

115본작업(본1-2)   1904.4.11 10:54 PM  페이지127   신영씨앤피  300DPI 90LPI



한국농식품정책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는 1973년 9월 최초 발간된「농업정책연구」를 시초로 하여

2001년부터 한국축산경영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회지입니다. 본 학회지는

1년에 4번(3월,6월,9월,12월) 정기발간되고있으며, 농업에관한이론, 정책, 식품

분야외에도축산경영및축산정책에관한연구논문이게재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김 호 (단국대)

편집간사 : 김태연(단국대)

편집위원 : 강혜정(전남대), 김배성(제주대), 김성훈(충남대), 서상택(충북대), 안동환(서울대), 여준호(경북대), 

이종인(강원대), 임송수(고려대), 최세현(부산대), 황재현(동국대)

서울동대문구회기로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2-3299-4113 (fax) 02-3295-4056
http://www.kaafp.or.kr
e-mail:kaafpadm@naver.com

농업경영·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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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편집위원회

위 원 장 : 정　웅(경찰대)

위 원 : 김희국(선문대), 박세훈(상지대), 박영준(단국대), 박종돈(인천대), 유주선(강남대), 이병문(숭실대),

이제홍(조선대), 정성훈(동국대)

편집차장 : 유승균(동국대) / 간사김세라(동국대)

무역보험연구심사위원단

무역보험관련국제경제, 국제경영, 법학일반, 무역계약, 무역결제,운송물류, 보험금융, 상사중재, 통상관세, 

전자무역등분야약150여명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110-729 서울시종로구서린동136번지한국무역보험공사9층한국무역보험학회
전화 (02) 399-6764 팩스 (02) 399-6598
E-Mail katci99@naver.com(사무국) / katci2014@naver.com(편집국)
홈페이지www.katci.or.kr

무역보험연구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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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통상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는독립적으로운영되던동남무역학회와국제무역학회가 2005년통합과정을통

하여하나의학회로거듭난무역, 통상, 국제경영, 국제상무등의통상관련분야를연구하는학회

입니다. 2011년한국연구재단에등재후보로등재된무역통상학회지를년 4회발행하고있으며, 매

년춘계및추계정례학술대회와해외학술대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현재, 학회회장은강릉원주대

학교 박형래 교수가 편집위원장은 부산대학교 김석수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무역통상학회지는

2014년 12월제14권 4호가발행되었으며, 2015년에는제15권 1호~4호가발행될예정입니다.

무역통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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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경제학회

한국문화경제학회는문화와경제의상호관련성에대한연구조사와발표및보급으로학술및사회발전에기여하고

회원간의유대를도모하기위하여1997년설립된문화체육관광부소관의사단법인이다. 학회활동을통해문화예술

의경제적가치를규명하는동시에경제와문화예술의관련성, 문화예술시장및문화예술단체들의재정상황, 문화예

술생산자(창조자) 및소비자(향유자) 심리및행동, 문화예술지원의경제학적논거와방법론, 예술기관경영및문

화예술정책등을연구하고그에대한대안을찾고자한다.

해마다경제학공동학술대회를포함한 3회이상의학술대회및세미나를개최하고있으며 <문화경제연구> 학술지를

정기적으로발간하고있다. <문화경제연구>에서는문화예술관련주제를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행정학, 심리학등

다양한학문으로여러시각을제시하고있다. 

한국문화경제학회는특히신진학자발굴에역점을둔다. 학술대회마다<대학원생발표세션>을운영하고있으며, 최

근 학위를 받은 논문을 공유하는 신진학자 발표회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2015년 3월에는 프랑스의 문화예술 분야

학자및전문가들과함께하는<한불세미나>를기획하는등국제교류활동도활발히진행중이다.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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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는한국법경제학회가간행하는우리나라법경제학분야의대표학술

지입니다. 경제학과법학, 학계와실무, 국내와 해외의최고전문가들로이루어진

편집진들이법경제학관련주요주제들에대해엄선된논문들을수록하여법경제

학연구를주도하고있습니다. 4, 8, 12월연3회발행합니다.

편집위원장 : 송옥렬(서울대) 

편집위원 : Albert Choi(Univ. of Virginia), Robert Cooter(Univ. of California, BerKeley), 

Thomas Ulen(Univ. of Illinois), A. Mitchell Polinsky(Standford Univ.), 권순건(춘천지방법원), 

김성용(성균관대), 김태진(고려대), 민희철(한성대), 양채열(전남대), 이재우(부산대), 

주진열(부산대), 최웅영(수원지방법원)

전화: 02-880-1449  이메일: lawnecon@naver.com
홈페이지: www.klea.ne.kr

법경제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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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편집위원장 : 권순만(서울대)

편집위원 : 김범수(고려대), 강성욱(대구한의대), 박현재(전남대), 신자은(KDI 정책대학원), 안정훈(NECA), 

오주환(서울대), 이상일(울산대), 장선미(가천대), 정완교(한림대), 한은아(연세대), 홍석철(서강대)

주소: 서울시관악구관악로1 221동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411호
전화: 02-880-2772
홈페이지: http://www.healthecon.kr
E-mail: healthecon@hanmail.net

보건경제와정책연구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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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경제학회

『比較經濟硏究』는한국연구재단등재학술지로서주로각국의제도연구, 제도학파

이론, 다국간비교경제연구, 금융감독, 거시경제운영, 신자유주의등을주제로이

론분야및실증연구등다양한연구논문을모집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박제훈(인천대)

편집이사 : 이상윤(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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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성균관대)

인천시연수구아카데미로119 (송도동) 

인천대학교동북아국제통상학부박제훈교수

比較經濟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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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학회

편집위원장 : 송원근(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업경제학과)

이메일 : rses.editor@gmail.com

편집위원회간사 : 류재린(고려대학교대학원경제학과)

이메일 : rses.editor@gmail.com

편집위원 : 류동민(충남대), 양준호(인천대), 이강국(리츠메이칸대), 이병천(강원대), 장시복(목포대), 

황성하(서강대), 최정규(경북대)

사회경제평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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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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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경제학회

「산림경제연구」는산림경제학회에서발간하는대표학회지로1994년첫발간되었

다. 본 학회지는산림자원의이용과보전에관한경제, 경영, 정책 등의이론과실

제를연구하여산림과학및지속가능한임업발전의기여에목적을둔논문이게재

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민경택(KR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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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대문구회기로117-3 한국농촌경제연구원내
(Tel) 02-3299-4113 (fax) 02-3295-4056
http://www.kfes.or.kr
e-mail:kfesamd@naver.com

산림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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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제학회

『産業經濟硏究』(영문제목: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는 (사)한국
산업경제학회가 1988년학회의설립과함께창간한학술지입니다. 연 6회(짝수달말) 발간
되며편집위원회는경제학의모든주요분야를망라하여 19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産業
經濟硏究』(한국연구재단 등재지)는 산업경제와 경영관련 이론 및 정책 개발을 위한 학술연
구활동과국가경제발전을위한정보개발등산학협동과학문적교류의결정체입니다.

회 장 : 권광현(창원대)
편집위원장 : 박성훈(조선대)                              편집이사 : 김형국(창원대)
편 집 위 원 : [경제일반및지역경제분과] 김윤두(건국대), 다니엘김(제주대), 배용균(부산대),이용우(영남대),이근재(부산대)

[국제경제분과] 김희호(경북대), 박세운(창원대)
[기술경제분과] 이영수(한국항공대), 김병운(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ETRI)
[계량분석분과] 오만숙(이화여대), 이동희(경기대), 한정희(강원대)
[기업경영분과] GUANMING HE(UNIVERSITY OF WARWICK), 김재희(전북대), 서지용(상명대), 이덕로(서원대), 

이상노(전북대), 황윤용(조선대)

경남창원시의창구창원대학로20 창원대학교경영대학회계학과
Tel.055-213-3350 Fax. 055-213-3359
Hompage:www.kiea.ne.kr
email:kiea2015@ch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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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조직학회

산업조직연구는한국산업조직학회의가장주된학술지로서, 독과점시장, 공정경쟁, 기
술혁신등산업경제의다양한주제에서, 이론, 실증, 정책적연구논문을출간하고있습
니다. 1년에 4회출간하며, 산업조직론, 미시경제학, 응용경제학등의분야에서활발하
게연구하는학자들로편집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편 집 위 원 장 : 정인석(한국외대)
공동편집위원장 : 이광훈(중앙대)
편집위원: 권남훈(건국대), 김성환(아주대), 김철영(한동대), 김현종(한국경제연), 김현호(전남대), 남재현(고려대), 

문성배(국민대), 민희철(한국외대), 박민수(성균관대), 박상원(한국외대), 방세훈(KDI), 백지선(KDI국제정책대학원), 
송은지(KDI), 신자은(KDI국제정책대학원), 신종원(산업연), 오준병(인하대), 윤기호(고려대), 이기은(KAIST), 
이성복(자본시장연), 이순호(한국금융연), 이홍재(아주대), 전주용(한국은행), 전현배(서강대), 조성익(KDI), 
조성진(서울대), 주하연(서강대), 최윤정(경희대), 최종우(Monash Univ.), 한순구(연세대)

주소 : (130-79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문로107 한국외국어대학교상경대학
경제학부정인석교수
전화번호 : 02-2173-3097 / E-mail :icheong@hufs.ac.kr

산업조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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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투고안내>

세무학연구에게재신청하고자하시는분은게재신청서와한글프로그램으로작성된논문파일을학회홈

페이지(www.koreataxaion.org)에서 직접 제출하시고, 투고료는 없고, 게재료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경

우에한해논문게재확정후에 20만원을입금하시면됩니다. 세무학연구에대하여문의할사항이있으시면

아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편집인(편집위원장)：최원욱교수(연세대)
논문제출처：http://www.koreataxation.org (한국세무학회홈페이지)
E－mail：taxresearch@naver.com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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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과학회

경제, 경영, 유통 등 융복합학문 최고 권위 학술지『유통과학연구』SCOPUS
2010년신청, 2015년재심후, 세계적인학술지로발돋움2015년 SSCI 신청예정
학술지로국. 영문혼용매월발행(20편내외).
논문투고요령은www.kodisajournals.org 참고 / 편집위원회e-mail: kodisajournals@daum.net

Korea Distribution Science Association (KODISA)
President: Jung-Wan Lee (Boston University, USA), Myoung-Kil Youn (Eulji University, Korea)
Editorial Board: Senior Editor-in-Chief: Jung-Wan Lee (Boston University, USA). 
Editor-in-Chief: Dong-Ho Kim (SUNY Empire State College, USA),
Hee-Joong Hwa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Korea). 
Executive Secretary: Kuk-Yeon Lee 010-5294-6487, Assistant Secretary: Se-Jin Kim, Seung-Mi Kim
Editorial Office: (사)한국유통과학회Hanshin Officetel Suite 1030. 2463-4, 
Shinheung-dong Sujeong-gu, Seongnam-city, Gyeonggi-do, KOREA (461-720)
Tel: +82-31-740-7292 Fax: +82-31-740-7361 e-mail: kodisajournals@daum.net

Homepage: www.kodisajournals.org

유통과학연구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JDS) / (KCI등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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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응용경제학회

『응용경제』는한국응용경제학회(Korean Association of Applied Economics, KAAE)

의국·영문혼용학회지로서경제학및관련분야의다양한문제들을현실과이론의균형적

인시각을가지고연구한논문들을수록하여널리소개한다. 학술논문외에도현실경제에서

중요한이슈가되고파급효과가큰정책논문을소개한다. 『응용경제』는매년 6월, 9월, 12월

에발간된다.

편집위원장 : 홍기석(이화여자대학교)

부편집위원장 : 허 정 (서강대학교)/ 김진영(건국대학교)/ 송호신(이화여자대학교)/ 전병힐(한국외국어대학교)/ 강창희(중앙대학교)

편 집 위 원 : 권일웅(서울대학교)/ 김시원(전남대학교)/ 김정욱(서울대학교)/ 나원준(경북대학교)/ 박민정(미국UC  Berkeley)/ 

박상준(일본와세다대학교)/ 박호정(고려대학교)/ 이석배(서울대학교)/ 이수형(미국University of  Maryland)/ 

이항용(한양대학교)/ 최병호(부산대학교)/ 한영욱(한림대학교)/ 한치록(고려대학교)/ 허현승(연세대학교)

120-750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이화여대길52 이화여자대학교경
제학과
Tel: 02-3277-3909 Fax: 02-3277-4010
Email: kisok.hong@gmail.com

응용경제 (Korea Review of Applied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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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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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itor-in-Chief: Suduk Kim, Ajou University - Korea Resource Economics Association (KREA) / Hong Kyun Kim, Hongik University - Korea Environmental Economics Association (KEEA) 
Co-Managing Editor: Ji Yon Lee,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 Kang Hee Chan, Inchon National University
Board of Editors:
Sang Mok Kang, Pusan National University / Suk Kyu Kang, Jeju National University / Kwon Oh S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Dong Gu Kim,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 
Suyi Kim, Hongik University / Joon Soo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Jin Soo Kim, Hanyang University / Hyun Cheol Kim, Jeju Development Institute / 
Hyung Gun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In Gang Na, Inchon National University / Hae Sun Park, Konkuk University / Ho Jung Park, Korea University / 
Jeong Hwan Ba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i Eun Shim, Pusan National University / So Eun Ah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 Doo Hwan Won, Pusan National University / 
Won Cheol Yun, Hanyang University / Sang Min Le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Soo Cheol Lee, Meijo University / Yang Seung Lee, Construction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 
Yong Sung Cho, Korea University / Hong Jong Cho, Dankook University / Kyung Soo Cha, Chonbuk National University / Young Jun Choi, Kyunghee University / 
Choe Jong Du, The Cyber University of Korea / In Kee Hong, Daegu University / Uk Hw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Shunsuke Managi, Tohoku University / 
Songnian Chen, HongKo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onny Kim,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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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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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에서발간하는등재학술지『재정정책논집』에게재할논문을다음과같이모집합니다. 

○제출기한: 연중투고가능. 『재정정책논집』은 1년에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

며, 심사가완료되는가장가까운호에순서대로게재. 

○제출방법: 편집이사에게E-mail로전송(esl96@hanmail.net)

연구자여러분의적극적인투고를기다립니다.

재정정책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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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영문명 : Korean Journal of Public Finance)는공공경제학분야의대표적인
계간학술지입니다. 1987년부터 발간된재정논집과 1996년부터 발간된공공경제가통합되
어 2008년부터발간되고있습니다. 공공경제학의분야의확대에따라분야를전통적재정학
분야인조세, 재정, 복지분야뿐만아니라환경, 교육, 공기업, 공공선택등다양한분야의연
구논문들이게재되고있습니다. 매년게재된논문중최우수논문을선정하여수여하는재정
학연구논문상이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전영준(한양대) 

편집위원 : 김광호(한양대), 김상헌(서울대), 김상호(광주과학기술원), 김승래(한림대), 김영철(상명대), 김일태(전남대), 

김진영(건국대), 김현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상환(경남대), 류덕현(중앙대) ,민희철(한국외국어대), 

박상원(한국외국어대), 손광락(영남대), 송헌재(서울시립대), 오형나(경희대), 옥동석(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희숙(한국개발연구원), 이우진(고려대), 이철인(서울대), 임병인(충북대), 최병호(부산대)

한국재정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Finance
(100-021) 서울시중구명동길49 양원빌딩4층
Tel : 02-777-0128      Fax : 02-777-0129 
Homepage : http://www.kapf.or.kr    E-mail : kapf2007@naver.com

재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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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도·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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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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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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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ONOMICS)는한국지역경제학회가발간하고있는지역경제분야의권위있는학술지입

니다. 2003년 6월에 창간된 연속간행물로서 ISSN(1738-1002)를 부여받았으며, 연 3회(4

월30일, 8월31일, 12월31일) 발간되고있습니다.

편집위원장 : 강동희(군산대)

편집위원 : 고영구(극동대), 박인성(충남발전연구원), 변재웅(계명대), 송해안(전주대), 안기돈(충남대), 

유상희(동의대), 이성우(서울대), 정욱영(관동대), 홍성훈(전북대)

편집간사 : 금정훈(한국지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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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half a century of economic policy under the banner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 vast majority of

scholar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accepted the importance of this economic idea as their countries'

economic order. This is particularly due to the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the institutional order (Ordnungs)

concept and resulting rapid economic and social successes in Germany. The Korea Ordo Economics Association

welcomes all scholars with varied academic backgrounds in its concerted efforts to bring ordo economics to the

Korean economy. Contact: bremenkims@naver.com, professor Sang-cheol Kim, secretary general, Haesei

University, Korea (http://www.ordo.or.kr).

Ordo Economics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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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는하이에크, 미제스, 밀튼프리드만등자유주의자들의사상및시장경제에관한연구

와학술활동을통해한국의자유정신고양과시장경제창달을위해 1999년설립되었다. 학회는이를위해경제

학은물론철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모든학제를종합하여이론적기초를제공하고교육사업을실시하고

있다. 학회는월례발표회를매월개최하고있으며회원들의현안분석을에세이형태로격주발행하고있다. 회

원들의심도깊은연구활동은학회가개최하고있는초정포럼, 정책 심포지움, 그리고 경제학공동학술대회를

통해발표되고있다. 학회는또한전국의모든대학생들을대상으로여름방학과겨울방학에자유와시장경제관

련아카데미를개설하고있다. 그회수는현재25회에이르고있다. 학회는그동안연구활동을단행본형태로발

행해오다, 2009년부터종합학술지인『자유와시장』을연 1회발간하고있다. 『자유와시장』은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 등전분야의이슈들을자유주의와시장경제시각에서분석하고평가하며대안을제시한다. 학회가그

동안해왔던모든연구활동의결과물은학회홈페이지(www.hayek.or.kr)에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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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지」논문투고

한국연구재단등재지인「한국항만경제학회지」2015년도투고및발간일정
- 논문투고기한 : 2015년 2월 15일
- 논문발간예정일(편집규정5조) :2015년 3월 31일

논문투고관련주의사항
① 논문투고기한내학회계좌에논문심사료를송금한후, 투고하시길부탁드립니다.
② 논문투고시‘투고논문’과함께‘논문심사신청서(붙임1)’및‘논문게재에대한저자동의서(붙임2)’를 작성하시
어편집위원회(portpark@daum.net)로보내주십시오.

③ 논문투고자전원은평생회원또는정회원이어야합니다. (본학회편집규정제6조, 투고규정제1조)
④ 신규회원께서는평생회비또는정회원연회비를본학회계좌로납부하시고논문투고자확인을받으시길바랍니
다. (논문심사료6만원, 게재료추후안내)

⑤ 공식적인투고일은논문심사료입금일을기준으로합니다.
⑥ 한국연구재단의등재지평가기준에있어학회논문인용여부가중요하니, 본 학회에서발표되었던논문을참고
문헌으로포함하여주시길바랍니다.

⑦ 투고자가학회지편집양식에따라논문을작성하여야합니다. 국·영문초록, 각주표기, 그림, 표, 자료및단위
표기방법등도반드시확인하여주시기바랍니다.

⑧ 투고관련문의는사무국대표메일(kportea21@daum.net)로문의바랍니다.
⑨ 논문투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위원회 대표메일(portpark@daum.net) 또는 편집차장 (강효원 박사,010-
4851-4771)에게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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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환경경제및자원경제분야학회지로우리
나라및세계의환경및자원문제에관한경제이론과정책을연구하고실증분석을통
한정책방안을제시하고있습니다. 본 학회지는 1992년에처음발간된이후로현재까
지지속적으로연4회발간되고있습니다. 

발 행 인 : 민동기(건국대), 전영섭(서울대)
발 행 처 :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공동편집위원장 : 김홍균(서강대), 김수덕(아주대)
공동편집간사 : 강희찬(인천대), 이지연(에너지경제연구원)
편집위원 : 강상목(부산대), 강석규(제주대), 권오상(서울대), 김동구(삼성경제연구원), 김수이(홍익대),  김준순(강원대), 

김진수(한양대), 김현철(제주발전연구원), 김형건(강원대), 나인강(인천대), 박해선(건국대), 박호정(고려대), 
배정환(전남대), 심기은(부산대), 안소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두환(부산대), 윤원철(한양대), 
이상민(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수철(Meijo Univ.), 이양승(한국건설산업연구원), 조용성(고려대), 
조홍종(단국대), 차경수(전북대), 최영준(경희대), 최종두(고려사이버대), 홍인기(대구대), 황 욱(경북대), 
Shunsuke Managi(Tohoku Univ.), Songnian Chen(HKIST), Sonny Kim(PNNL)

자원·환경경제연구(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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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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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tor : Wooseok OK(Univ. of 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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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itorial Board
Yeongseop RHEE(Seoul National Univ.) / Heung-Chong KIM(KIEP) / Kyung-Sun PARK(Youngsan Univ.) / 

Chong-Hwa LEE(Kongju National Univ.) / Deok Ryong YOON(KIEP) / Changkyu CHOI(Myongji Univ.) / 
Intaek HAN(Jeju Peace Institute) / J a i - Joon HUR(Korea Labor Institute) / Sunghoon HONG(Honam Univ.) / 
T a i - Young HONG(National Defence Univ.) / Bernadette Andreoso(Univ. of Limerick, Ireland) / 
Frank Delmartino(Univ. of Leuven, Belgium) / Giovanni Balcet(Univ. of Torino, Italy) / 
Ludger Kuehnhardt(Univ. of Bonn, Germany), Robert Boyer(CEPREMAP)

■ Homepage of EUSA-Korea
http://www.keusa.or.kr

EU學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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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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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경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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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Korean-Chinese Social Science Studies)는 중국과 한국의

사회과학분야에관련된제반연구들을수록하고있으며, 특히한국과중국의학술교

류의 장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중사회과학연구는 경제와 경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역사, 문화, 지역, 도시, 법, 제도 등 다양한분야의학술교류를촉진하고

있으며, 국내의중국연구분야에서가장인용도가높은학술지중의하나이다. 

편집위원장 : 구기보(숭실대)

편집국장 : 이상만(충북대)

편집위원 : 김민수(인천대), 서영휘(중국청도대학), 서창배(부경대), 성시실(한림대), 양평섭(KIEP), 

전병곤(통일연구원), 최의현(영남대), 劉瑞(중국인민대), 張東明(중국요녕대)

한중사회과학학회
Homepage: www.kcsss.or.kr
e-mail: kcsss2003@gmail.com

한중사회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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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

2015 경제학공동학술대회조직위원회사무국

한국경제학회사무국

서울시종로구새문안로5가길28  광화문플래티넘5층510호 110-052

T. 02)3210-2522, 02)3210-2523     F. 02)3210-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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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Korea s Allied Economic Associations Annual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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