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장 인사말
한국계량경제학회는 명실상부하게 한국경제학계를
이끌고 나갈 학자들의 학회로서 올해로 창립
23 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세계계량경제학회 The Econometric Society 의 한국
Counterpart 로서 젊은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경제학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미시, 거시, 계량의
3 개 분과로 이루어진 연구팀입니다. 이들 분과를
중심으로 같은 관심을 갖는 학자들의 연구발표
활동이 연중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연구
활동을 묶어 1 년에 두 번, 하계와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아시아와 타
지역의 계량경제학회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아시아 계량경제학회를 두 번 개최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1990 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
계량경제학보는 이제 인터넷 저널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로
탈바꿈하였고, 특히 영문논문들은 세계의 모든
학자들에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학회가 이만큼 성장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습니다. 2009 년 회장직을 이어 받게 된
저로서는 선임 회장님들과 많은 회원님들의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09 년 6 월 13 일

한국계량경제학회
한국계량경제학회는 1986 년에 창립된 전국 규모의
학회로서 경제학 교수들과 공⋅사립 연구기관, 기업체
및 정부의 경제학분야 관련자들을 정회원으로 하는
한국 경제학계의 대표적인 학술단체입니다.
본 학회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미시,
거시, 계량연구회로 구성된 분과별 연구회를 통하여
경제학 전반에 관련되는 연구발표회 및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지
“계량경제학보”를 연 4 회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매년
하계 및 동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JETEM)
JETEM is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Korean
Econometric Society. It is a peer-reviewed,
internet-based, open-access international
journal aiming to publish high-quality papers in
all areas of econo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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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하계

정기학술대회 및 총회
일시: 2009년 6월 13일 토요일
장소: 고려대학교 정경관 201, 202, 205호
후원: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주최: 한국계량경제학회

순서
09:00-09:30
09:30-11:30
11:45-12:35
12:35-14:00
14:00-16:00
16:15-17:05
17:10-18:10

Registration
Contributed Session I
Invited Session I
점심식사
Contributed Session II
Invited Session II
총회 (정경관 202호)

한국계량경제학회장 전병헌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사단법인 한국계량경제학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 가 227-1 우리타워 6 층
02) 365-1986, keconmts@gmail.com
http://www.es.re.kr/kes/
계량경제학보: http://www.jetem.or.kr/

미시분과 (정경관 202 호)

거시분과 (정경관 205 호)

계량분과 (정경관 201 호)

Contributed Session I (09:30-11:30)

Contributed Session I (09:30-11:30)

Contributed Session I (09:30-11:30)

Session Chair: 윤기호 (고려대)

Session Chair: 이우헌 (경희대)

Session Chair: 한희준 (National U of Singapore)

송 준* (U of Essex): “Efficient Consumer Altruism and Fair
Trade Products”, 토론: 주병기 (고려대)

김배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Identifying a Permanent
Markup Shock, and Its Implications for Macroeconomic
Dynamics”, 토론: 이한규 (KDI)

이윤석* (U of Michigan): “Likelihood Based Model Selection in
the Presence of Incidental Parameters”, 토론: 한치록 (고려대)

김진우* (연세대): “Weak Cartel and Optimal Collusion-Proof
Auctions”, 토론: 조명환 (조세연구원)
조명환* (조세연구원): “Efficient Structure of Organization with
Heterogeneous Workers”, 토론: 송 준 (U of Essex)

*

김광환 (동국대): “Is Investment-Specific Technological Change
Really Important for Business Cycles?” 토론: 김배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

인영환* (National U of Singapore): “Signaling Private Choices”,
토론: 김진우 (연세대)

박기영 (연세대), 김광환 (동국대): “Explaining the Equity
Premium Puzzle in Korea”, 토론: 박철범 (고려대)

Lu Han (U of Toronto), 홍승현* (U of Illinois, UrbanaChampaign): “Testing cost inefficiency under free entry in the real
estate brokerage industry”, 토론: 박상수 (U of North Carolina)
Yanqin Fan (Vanderbilt U), 박상수* (U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artial Identification of the Distribution of
Treatment Effects and Its Confidence Sets”, 토론: 홍승현 (U of
Illinois)

Session Chair: 이우진 (고려대)

김영일* (KDI): “Solving Asset Return Puzzles by Force of
Parameter Uncertainty: A Mixture-of-Distributions Approach”,
토론: 김영도 (금융연구원)

김정유* (경희대): “The Theory of Optimal Targeting”

Invited Session I (11:45-12:35)

Invited Session I (11:45-12:35)

Contributed Session II (14:00-16:00)

Session Chair: 김영식 (서울대)

Session Chair: 유병삼 (연세대)

Invited Session I (11:45-12:35)

Session Chair: 남재현 (고려대)
최강식* (부산대): “Cournot-Bertrand Competition in a Unionized
Mixed Duopoly”, 토론: 이우진 (고려대)
*

노정녀 (연세대): “Organizational Capabilities and Localized
Knowledge Spillovers: Complements or Substitutes?” 토론:
강창희 (중앙대)

서병선* (고려대): “Heteroscedasticity Consistent Inference on the
Cointegration Rank”, 토론: 김윤영 (한국은행)

도태영 (FRB Kansas City): “Yield Curve in an Estimated
Nonlinear Macro Model”

박준용* (성균관대, Texas A&M U): “Inference on Conditional
Mean Models in Continuous Time: Theory and Application”

Contributed Session II (14:00-16:00)

Contributed Session II (14:00-16:00)

*

Session Chair: 조장옥 (서강대)

Session Chair: 김인무 (성균관대)

강창희* (중앙대):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Spending on Student Academic Performance:
Evidence from the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2006”, 토론: 노정녀 (연세대)

장용성 (연세대, U of Rochester), 전현배 (서강대), 김정욱
(U of Alberta): “Firm's Response to Technology: Evidence from
Compustat 1971-2000”, 토론: 김진영 (고려대)

한희준* (National U of Singapore), Shen Zhang (National U of
Singapore): “Nonstationary Semiparametric ARCH Models”,
토론: 송원호 (중앙대)

김병기*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Market Structure,
Bargaining and Covered Interest Rate Parity”, 토론: 최형선
(보험연구원)

이 진* (이화여대): “Nonparametric Estimation in Long-horizon
Regressions with Nonstationary Covariates”, 토론: 한희준
(National U of Singapore)

이제민* (연세대): “기업 이윤율에 나타난 위기 후
구조조정의 성과: 재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 최강식 (부산대)

유병학* (숭실대): “Estimating U.S. Monetary Policy Rule Using
a Markov Regime Switching DSGE Model”, 토론: 김동헌
(고려대)

한치록* (고려대), Peter C. B. Phillips (Yale U), Dongyu Sul (U of
Auckland): “Uniform Asymptotic Normality in Stationary and
Unit Root Autoregression”, 토론: 이윤석 (U of Michigan)

Invited Session II (16:15-17:05)

이긍희 (한국방송통신대), 오완근* (한국외대): “ICT 수출
선행지수 작성과 활용”, 토론: 유병학 (숭실대)

김윤영* (한국은행): “VAR Model Estimation under Mixed
Frequency Data: An Estimable Equation Approach”, 토론: 이 진
(이화여대)

Session Chair: 왕규호 (서강대)
한승진* (MacMaster U): “Monotone Pure Strategy Equilibria in
First Price Menu Auctions”

*

Invited Session II (16:15-17:05)
Session Chair: 오성환 (서울대)
최호락* (U of Auckland): “Do Falling Iceberg Costs Account for
Recent US Export Growth?”

Invited Session II (16:15-17:05)
Session Chair: 정진욱 (연세대)
Kamhon Kan (Academia Sinica), 이명재* (고려대): “Lose
Weight for Money Only If Over-Weight: Marginal Integration for
Semi-Linear Panel Mode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