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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기학술대회 프로그램

초청의 말씀
개 회 식 14:00 ~ 14:20

사회과학대학 307호

사 회 : 조택희(충북대)
개회사 : 이연호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장
환영사 :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
축 사 :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정초시 충북연구원장

Plenary Session 14:20 ~ 15:50
최근 미중의 무역마찰과 일본의 한국수출 규제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해외 경제여건이 녹
록치 않은 가운데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침체되고 경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

사회과학대학 307호

지역산업 혁신전략과 미래 유망산업
좌장 : 염명배(충남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와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 또한 위기

○ 발제1. 박경(목원대) : 신산업 창출의 지역산업 혁신전략 - 클러스터를 넘어 플랫폼 전략으로(북유럽 사례의 시사점)

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발제2. 김윤수·김선배(산업연구원) : 연관다양성 증대를 통한 지역산업구조 혁신전략 - 충북 지역산업 Atlas 분석사례 ○ 발제3. 설영훈(충북연구원) : 충북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 유망산업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혁신이 절실히 요구

- 토론: 박종찬(고려대), 우천식(KDI), 방만기(충남연구원)

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는 한국 경제의 난관을 극복하는 방안을 지역

2019년 정기총회 15:50 ~ 16:20

산업의 혁신전략을 통해 모색해 보고자 산업연구원, 충북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산업 혁신

Parallel Sessions 16:30 ~ 18:00

전략과 미래 유망산업’을 기획주제로 2019년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회과학대학 307호

Session A : 지역경제

사회과학대학 307호

좌장 : 배영목(충북대)

이번 학술대회가 지역산업 혁신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충청 지역권 학자들 간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염명배(충남대)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新)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본소득(사회임금) 제도 구상
- 토론: 조복현(한밭대)
○ 문승태(통계청) : 소득접근방식 지역소득(GRDP)통계 개발 및 시험작성 결과 소개
- 토론: 전계형(한남대)
○ 김우영(공주대) : What Drives the Labor Share of Income in South Korea? A Regional Analysis
- 토론: 김금수(호서대)

Session B : 거시금융

2019년 12월
한국경제학회 충청지회장 이연호

사회과학대학 301호

좌장 : 오근엽(충남대)
○ Jae-Beom Cho · Hong-Ghi Min(KAIST) and Judith McDonald(Lehigh University) : Volatility and Dynamic Currency Hedging
- 토론: 김관호(충북대)
○ 정용훈(고려대) : Export and Technology Spillover: Theory and Evidence
- 토론: 구영완(충북대)
○ 박의환(한남대) : 신용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변화와 원인 분석
- 토론: 남상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ssion C : 응용미시

사회과학대학 302호

좌장 : 김홍기(한남대)
○ 배세영(건양대) : 대전 충청지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경영효율성
- 토론: 정연정(충북연구원)
○ 금재호(한국기술교육대): 생애 주된 직장의 이직과 삶의 만족도
- 토론: 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 임병인(충북대)·설귀환(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부모 가구와 비동거 자녀 가구 간의 소득이전 동기 분석
: 이타적 동기 혹은 교환적 동기?
- 토론: 황남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만찬 18:00 ~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