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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말씀
존경하는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 경제학자 여러분, 그리고 충청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계 경제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의 첫날에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과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한국경제학회는 지역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정관 개정을 통해 전국에 3개의 지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영남지회, 2017년 11월 호남지회가 창립한 데 이어, 2017년 12월 1일
드디어 충칭지회가 출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창립총회에 이어 『분권화 시대의 충청권 경제현안과
지역경제 협력협력』을 주제로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기획세션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충북연구원 등 충청지역을 대표하는 3대 지역연구원 연구책임자의 주제발표에 이어
충청지역 전문가 교수님들의 패널토론이 있으며, 학술세션에서는 충청권 교수 및 연구원들의 학술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충청(忠淸)권은 수많은 대학과 국책·지역·기업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우리나라의 핵심 Brain이자 Think
Tank의 역할을 하는 그야말로 ‘한국 중심(中心)’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 ‘지식기반지역’이라고
지부합니다. 이에 본 학술대회는 대한민국을 선도해나갈 충청지역의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우리 지역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교류활성화를 내외에 천명 하고,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제·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매우 중요한 학술 및 정책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충청지역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충청권 4개 지역이 협력하는 이번 학술대회에
우리 지역 경제학자 및 경제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학술대회를 공동개최하고 재정지원까지 해주신 대전세종연구원, 충남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대학교 국가정책대학원과 본 지회를 후원해주신 본회 (사)한국경제학회, 행사 주관을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와 국가정책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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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시대의 충청권 경제현안과 지역경제 협력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창립총회
•13:00~13:50

경상대학 E6동 우림홀

< 축사 : 한국경제학회장 구정모>

학술대회
•14:00~18:00

경상대학 E6동 우림홀, N410, N411, N412

<종합세션> 14:00~16:00
충청지역경제 현안과 경제협력: 사회– 박경(목원대)

(경상대학 E6동 우림홀)
< 축사 : 국가정책대학원장, 대전세종연구원장, 충남연구원장, 충북연구원장 >
·김기희(대전세종연구원) : 대전경제의 현안과 충청권 경제협력-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백운성(충남연구원) : 충남경제의 당면 현안과 지역경제 협력방안
·설영훈(충북연구원) : 충북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충청권 경제협력
- 토론 : 류덕위(한밭대), 박종찬(고려대), 배영목(충북대)

<분과세션> 16:10~18:00
공공정책 (국가정책대학원 세션): 사회 – 허수열(충남대)

(경상대학 E6동 N412)

·염명배(충남대) : 고향세 제도 법제화 동향과 쟁점
- 토론 : 국중호(일본 요코하마시립대)
·정세은(충남대)·박종선(전남대) :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계층별 효과 분석
- 토론 : 최한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백지원(충남대) : OTT 사업자의 수직통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효과분석
- 토론 : 김득원(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산업과 금융: 사회 - 민완기(한남대)
(경상대학 E6동 N411)
·이연호(충북대)·배영목(충북대) :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토론 : 정용훈(인하대)
·구자현(KDI) : 모험자본의 보육 육성의 역할과 과제
- 토론 : 허찬국(충남대)
·홍성효(공주대)·김부경(한국은행) :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토론 : 조필규(한밭대)
공공지출, 교육, 인적자본: 사회 - 김성태(청주대)
(경상대학 E6동 N410)
·배세영(건양대) : A Literature Study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Using DEA Approach
- 토론 : 김희창(건양대)
·전계형(한남대) : 출산, 인적자본, 생애소비 분석을 위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
- 토론
·남기곤(한밭대)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 토론 :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오시는 길

경상대학(E6)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E6동
연락처 : 설립추진위원회 총무 조복현(한밭대) H. 010-5789-1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