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제 2 분과회의 실증세션 (11일 11:00 – 12:30) ROOM 33301
사

회: 김영산 교수(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과)

발 표1: 김동훈(연세대)*, 김건형(대구대), 이지연(에너지경제연구원)
“Spatial Price Competition and Vertical Contracts in the Korean Retail Gasoline Market (우리나
라 휘발유시장에서의 공간 가격경쟁과 수직적 계약에 관한 연구)”
논 평1: 오선아(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발 표2: 조장희, 전현배*, 이윤수(서강대학교)
“Does the entry of large discount stores increase retail employment?”
논 평2: 박민수(성균관대학교)
발 표3: 김동운(동의대학교)
“한국재벌과 지주회사체제: GS그룹의 사례”
논 평3: 김영산(한양대학교)

제 2 분과회의 대학원세션(11일 11:00 – 12:30) ROOM 33302
사

회: 왕규호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1: 김일중, 신민수(한양대학교)
“국내 인터넷 상호접속제도 연구: 핵심이슈와 대안 발굴”
발 표2: Lili Xu*, 이상호(전남대학교)
“Strategic Policy Choices on Privatization with Tariffs and Environmental Taxes in an
International Mixed Duopoly”
발 표3: 이정윤(KAIST)
“Survival in the Music Industry: An Empirical Analysis of Fan Network Topology”
발 표4: 손녕선(서강대학교)
“Consumption of Health Foods: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Cereal Grain
Industry”
발 표5: 이승용(서강대학교)
“구제역에 관한 언론 매체 보도가 소비자의 육류소비에 미치는 영향 고찰”

오후
제 3 분과회의 법경제 및 재벌 세션 (11일 16:30 – 18:00)
사

회: 홍동표(김앤장 법률사무소)

발 표1: 김나영*, 김영산(한양대학교)
“Who seeks leniency? Empirical evidence from Korean cartel cases”
논 평1: 권남훈(건국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2: 유진수(숙명여자대학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 대한 연구”
논 평2: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법경제연구센터)
발 표3: 김철영(한동대학교)
“Centralized vs. Decentralized Institutions for Expert Testimony”
논 평2: 이상승(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제 3 분과회의 소비자 행동 세션 (11일 16:30 – 18:00)
사

회: 성낙일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발 표1: 주하연(서강대학교)
“Impacts of Local Labor Market Conditions on Frequency and Intensity of Alcohol
Consumption”
논 평1: 문정빈(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발 표2: 민희철(한성대학교)
“Cash-for-clunkers Program: Household-level Evidence from Korea”
논 평2: 양용현(KDI)
발 표3: 김현철(성균관대학교)
“Estimation of Store Choice Model with Endogenous Shopping Bundles”
논 평3: 김민기(KAIST)

제 3 분과회의 이론 세션(11일 16:30 – 18:00)
사

회: 배 형 교수(동국대학교)

발 표1: 조성익(한국개발연구원)
“기업의 최적결합할인 기간 선택과 최소결합할인 기간 규제의 영향”
논 평1: 조명환(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
발 표2: 정회상(한국경제연구원)
“On optimal couponing strategies”

논 평2: 박상원(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발 표3: 홍성훈(한국조세재정연구원)
“Strategic Treaty Shopping”
논 평3: 이삼호(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정기 총회 (11일 18:00 ~ 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