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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문별

 

 <교육역량 영역>

 

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1.1 사업단의 교육 비전 및 목표

I. 사업단의 교육 비전

  본 사업단이 속한 서울대 경제학부는 지난 2년(2014-2015년)간 석사 84명(2014년 43명, 2015년 41명), 박사 16명

(2014년 6명, 2015년 10명)을 배출한 국내 최대의 경제학 교육 사업단이다. 그리고 교수의 질, 개설 강의의 다양성,

국제 네트워크 등의 교육 환경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에 머물지 않고 BK21플러스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서

울대 경제학부 대학원을 세계적 연구중심 경제대학원으로 격상시키고 아시아 최고 경제전문가 양성기관으로 발전키는

것을 본 사업단의 비전으로 제시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에서 교육받은 대학원생들의 역량을

사업 종료시점에 세계 20위권에 속하는 해외대학 졸업생들의 역량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제고함으로써 이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유수 대학과 국제기관에 진출하여 세계적 수준의 경제연구자 및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

아울러 본 사업단은 뛰어난 전문성을 갖춘 경제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민간 및 정부부문의 성과 향상을 선도하며

나아가서 한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 그리고 세계 공동체의 번영에 기여한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아래에서는 본 사업단의 교육성과를 간략히 평가하고, 교육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전략을 밝힌다.

II. 사업단의 교육성과 평가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박사과정생은 지난 2년 동안 71-85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 타 대학과 비

교해 볼 때 서울대 경제학부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학 교육기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서울대 경제학부 대학원

은 매년 10명에 가까운 박사학위자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국내외 유수대학에 교수로 취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 박사학위자 가운데 오철 박사가 상명대 조교수로, 홍제환 박사가 고려대 연구교수로 임용

되었다. 또한 2013-2015년 동안 전체 취업자들 중에서 86.5%가 경제학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 금융기

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였다.

  서울대 경제학부가 대학원생의 배출을 통해 한국 경제학계에 미치는 수적 기여도는 대학원 교육의 질적인 상승과 함

께 이루어진 성과여서 더욱 값진 것이다. 최근 2년간 사업단 참여대학원생의 1인당 논문게재 건수는 0.107건이었으며,

전체 대학원생의 1인당 논문게재 건수도 0.103으로 증가하였다.

  본 사업단 교수진의 연구역량도 지난 BK21플러스 사업 2년 기간 동안 크게 향상되었다. 구체적으로, 사업신청 이전

인 2010~2012년의 기간에 연평균 0.885건이었던 1인당 SSCI급 학술지 게재건수가 참여기간 동안 1.094건으로 증가하였

다. 또한 동 기간에 경제학 분야의 TOP 5 학술지(AER, Econometrica, JPE, QJE, RES)에 2건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본

사업단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양적 성장 뿐만 아니라 질적 우수성까지도 겸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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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이 결합된다면 국제적인 수준의 역량을 갖춘 학위수여자들을 국내 어느 대학 보다 많이 배

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2년간 BK21플러스 사업은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 구성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2차 BK21

사업 이전의 대학원 입학생의 학부출신 분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출신 비율이 50%에 이르렀고 특히 박사과정의 경

우에는 본 학부 출신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외국대학 출신 입학생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 2년간의 대학원

입학생 분포를 보면 석사와 박사 입학생 중 타대학 출신 대학원 신입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해외 유명대학을 졸업

한 학생들도 증가 추세에 있다.

III. 사업단의 교육 목표

  본 사업단은 BK21플러스 사업 참여 대학원생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진출하는 단계로 발전하

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완료시점인 2020년에 사업단이 배출하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들의 연구역량이 US News & World Report의

미국 경제학 대학원 순위 상위 15위권 이내 대학인 미국 코넬대(Cornell University)과 위스콘신대(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의 박사학위 취득예정자(Job market candidates)의 연구실적 평균치 1인당 0.37편(2012년 기준,

SSCI급 국제저명학술지 출간 혹은 출간예정)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으로 목표로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박사학위 예

정자들이 코넬대학과 위스콘신대학 박사학위 예정자들에 버금가는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임용시키는 것이 본 사업단의 목표이다.

  정량적인 목표치를 제시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업적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BK21플러스 사업 신청서의

기준에 따라 SSCI급 국제학술지 게재논문과 국내학술지 게재논문을 3대 1의 비율로 환산 적용한다. 이런 환산율을 적

용하면 위스콘신대와 코넬대 취업시장 후보자의 1인당 연구업적은 0.37(SSCI급 학술지) × 3(환산율)로서 1 가량이 된

다. 이는 매년 당해 연도 박사학위수여 예정인 참여 대학원생들의 1인당 평균 논문게재 실적이 사업완료 시점에 환산

편수로서 1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들이 2인 공저 학진등재지에 2건의 논문

을 게재하거나 SSCI급 국제학술지에 3인 공저 논문 1건을 게재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학원생 1인당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서도 현재의 2.36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취업의 질과 관련된 목표로서 본 사업단에서 배출한 박사가 국내외 유수 대학에 임용된 수를 2020년에는 연평

균 7명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박사 졸업생(졸업예정자 포함)들의 대학교원 및 전문연구직 취업률을 사업신청 이전 3년

간 평균 68.9%에서 사업완료 시점에는 90%로 높일 것이다. 또한 대학원 교육 과정과 관련된 유관 분야의 취업률을 지

난 3년의 평균인 84.8%에서 사업기간 동안에는 매년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IV.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실행 전략

  이상의 교육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위해서 본 사업단은 다음의 네 가지 실행 전략을 제시한다.

  1.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역량 지속 및 강화

  2. 우수한 학생의 선발과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

  3. 선진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학사관리

  4. 안정적인 재정 및 시설 지원 확대 

  본 사업단은 2013년 사업신청서에 소속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우수한 신진 교수요원 채용과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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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연구중심 대학 수준의 교수-대학원생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국내·외 우수 대학원생

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학 사업을 확대하고 장학생 선발과 운영을 합리화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커리큘

럼을 보다 체계화하고 학사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교육 과정의 충실화를 도모하였다. 이와 아울러 대학원생의 연구 인프

라를 확충하고 재정 지원의 확충을 과제로 삼았다.  

  아래에서는 BK21플러스 사업이 시행된 지난 2년 동안 본 사업단이 이상의 과제에 있어서 이룬 성과를 평가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1.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

  (1) 신임 교수 임용: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는 최근 2년간 국제적으로 업적을 높이 평가받고 있는 우수 신진

      교수 4명을 신규 채용하였다. 이재원 교수(2013.9. 임용)는 Princeton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 부임 전 미국 럿거스대학(Rutgers University)에서 교수로 재직하였다. 현재 통화 및 재정정책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로 해외 우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하고 있다.

      홍재화 교수(2014.3. 임용)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미국 로체스터대학

      (University of Rochester)의 부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비동질적 경제주체의 행위를 거시경제학적으로 분석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최승주 교수(2014.9. 임용)는 New York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서울대 임용 전 영국의 런던

      유니버시티칼리지(University College of London)의 부교수로 재직하였다. 최근 경제학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실험경제학과 행동경제학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다.

      서명환 교수(2014.9. 임용)는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영국 LSE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시계열 계량경제학 이론을 전공하였다. 

      본 사업단은 BK21플러스 참여기간동안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신진 교수요원을 4명 이상 채용하여 경제학 연

      구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2) 적정 교수-학생 비율 유지: 교수진의 교육 및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세계적인 연구중심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교수-대학원생 비율을 지향하고 유지하였다. 지나치게 높은 교수-대학원생 비율은 교육 성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낮은 비율은 교수와 대학원생의 상호 작용을 통한 연구 시너지 극대화를 어렵게 한다. 2015년 8월 현재

      교수 1인당 논문 지도 대학원생 수는 약 4명이다. 그러나 해외유수 대학의 교수-대학원생 비율의 적정수준인

      3명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내고 있는 신임 교수를 향후

      3년 동안 4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3) 해외석학과 우수 해외학자 초빙: 본 사업단은 해외 석학과 우수 해외학자를 일정 기간 초빙하여 세미나, 강의

      또는 연구 지도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매년 평균 50명이 넘는 해외 석학들이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를

      방문하여 국제학회, 세미나, 단기 강좌 등 뿐만 아니라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현재 대학원생은 의무적으로 본 사업단이 주최하는 해외석학 세미나에 학기당 6회 이상 참석해야 한

      다. 본 사업단은 향후 이러한 실적을 더욱 확충하고 체계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 학자뿐만 아니라 국내 타

      기관의 우수 교원 및 연구자들을 초빙하여 교육자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초청

      강사들의 강연과 세미나를 전공 교과목의 교육자원으로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과의 연관성을 높일 것이

      다. 그리고 해외 초빙 교수가 대학원생과 미팅을 가지거나 강의를 진행하고 연구를 지도할 때 추가적으로 인센

      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국내외 석학 및 우수 교원 초빙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힘쓸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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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속적 강의 평가와 결과의 환류: 현재 BK사업단 참여교수들의 모든 대학원 강의 과목을 대상으로 수강생들의

      강의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온라인(http://econbk21.snu.ac.kr)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사업단 멘토 제도를

      시행하여 강의 평가 결과가 교수들의 강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사

      업단은 강의 평가 결과를 사업단 참여 교수의 성과급 결정에 반영하며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 평가 결과가

      하위 10%에 속하는 참여교수는 구체적인 강의 개선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며 사업단장 혹은 사업단 멘토의 면담

      을 진행할 예정이다.        

  (5) 교수법의 의무적 이수: 본 사업단 소속 교수진의 강의능력을 향상시키고 대학원생들의 강의 이수 효율성 제고

      를 위해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http://ctl.snu.ac.kr)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수법 워크숍' 이수를 의무

      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본교에서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진에게 효과적인 강의전략을 소개하고 강의의 질

      적 개선을 도모하여 교육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재직중인 교수진뿐만 아니라 신임 교

      수들에게도 현행 제도를 의무화하여 나가도록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 개요>

      - 효과적인 강의전략

      - 교육상 수상자의 강의노하우

      - 소그룹을 활용한 교수전략

      - 강의 콘텐츠 제작과 활용을 위한 교수법

      - iPad를 활용한 교수법

      - 학습코칭기법

      - 강의를 위한 발성법

  2. 우수학생 선발을 위한 노력

  (1) 선진화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 서울대와 경제학부는 우수한 학생의 선발과 학생들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선

      진화되고 다양한 장학금제도를 마련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였다. 여기에 BK21플러스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교내·외 장학금제도와 더불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최근 2년간 소속 대학원에서

      는 한국연구재단 등의 연구비에서 지급되는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장학금으로서 교내장학금 수혜

      율 55.54%와 교외장학금 수혜율 59.59%에 이르는 장학금을 지원해 왔다. 구체적으로 서울대에서는 우수한 대학

      원생을 선발하여 연간 25,000-30,000천원의 서울대학교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SNU Young Star Program) 수혜

      를 받게 하였다. 본 경제학부에서는 매년 5명 이상의 대학원생들이 이 장학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았다(아래 참

      조). 그리고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을 통하여 월 1,000천원 가량의 장학금을 2명 이내의 우수대학원생에게 지원

      하고 있다.

      이러한 장학제도는 우수한 학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일조하였다. 향후 본

      사업단은 이러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선진화하여 사업단의 장학지원 제도가 우수학생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지원 사업을 BK21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경제학부 발전기금 및 교외의 장학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SNU Young Star Program) 수혜자>

      - 2013년 2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3명(전계형, 홍정의, 김성희), 수료생 3명(홍제환, 라미령, 홍정림)

      - 2014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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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재학생 3명(전계형, 홍정의, 김성희), 수료생 2명(라미령, 홍정림)

      - 2014년 2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2명(김성희, 이영재), 수료생 2명(라미령, 홍정림)

      - 2015년 1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2명(이영재, 도민영), 수료생 3명(라미령, 홍정림, 김명원)

  (2) 대학원생의 국제적 다양성 확보: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생의 국제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치

      장학프로그램, 글로벌 초우수인재 정착지원사업, SNU President Fellowship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글로

      벌 초우수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우수 외국인 학생이 정착하여 졸업에 이르기까지 패키지형 지원을 하고 있다.

      즉 등록금 전액 지원, 생활비 월 1,200천원과 함께 왕복항공료 실비 1회를 포함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본 사업단도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 선발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소속 학부에서는

      2013년 2학기에 3명, 2014년 1학기에 3명, 2014년 2학기에 1명, 2015년 1학기에 2명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해당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SNU President Fellowship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경제발전에 관심이 높은 개발

      도상국 우수 교원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소속 학부에서는 2013년 9월부터 에티오피아

      Adama Science & Technology University의 경제학과 교수 요원 1명을 박사과정 학생으로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한국경제발전에 관심이 높은 개발도상국 우수 교원

      들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SNU Global Scholarship) 수혜자>

      - 2013.2학기 : 3명(Fetene Bogale, Piao Shi, Gozde Gozlet)

      - 2014.1학기 : 3명(Fetene Bogale, Piao Shi, Gozde Gozlet)

      - 2014.2학기 : 1명(Fetene Bogale)

      - 2015.1학기 : 2명(Xin Shanji, Fetene Bogale)

  (3) 공정경쟁을 통한 선발: 최근 2년(2013년-2015년)간 본 경제학부 입학생 중 국내 타교 출신 비율이 각각 46.8%,

      55.2%, 34.5%, 43.9%를 차지하고 있어 출신학교 및 지역 등과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본 대학원으로 역유학을 오는 해외명문대 출신 학생의 지원이 증가 추

      세에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UC Berkeley, Columbia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Rochester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대학 출신 학생들이 최근 2년간 약 15%에 달하는 비율로 입학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의 세계적인 학문적 위상과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의 학문적 업적을 누적시켜 세계적 수준의 해외대학 출신 학생

      들의 비율을 2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3. 선진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위한 노력

   -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엄정성, 학위논문 영문 작성 비율 증가

  (1) 선진화된 교육과정과 체계적인 학사관리: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 대학원에서는 각 학년별로 교과과정이수

      의 표준형식을 설정하고 이를 권장하여 교과과정 이수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해외 유수대학들이 신입

      생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하여 대학원 연구의 방법론적 측면을 가르치고 공유하듯이 본 경제학부 대학원

      에서도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전공필수과목 담당 교수들과 학부장단이 대학원

      생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알려주고 교과과정이수의 표준형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BK21플러스 사업단도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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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초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참여 학생들 대상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왔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들이 효율적

      으로 학문 연구에 정진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학원 교육의 질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세계

      적인 경제대학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제도를 더욱 공고화하고 체계화하여 학습의 효율성

      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논문을 쓰도록 유도할 것이다.

      <최근 2년간 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내용 및 참석 현황>

      (a) 졸업요건 및 기타 학사행정 안내 / 학기별 이수과목 예시 소개 및 장려

          예) 석사과정 1학기 : 전공필수 과목(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경제통계학연구) 이수

              석사과정 2학기 : 고급거시경제학연구, 화폐금융론특수연구 이수

              석사과정 3학기 : 국제금융론연구, 계량경제학연구, 대학원논문연구 이수

              석사과정 4학기 : 대학원논문연구 이수

      (b) 대학원 신입생 참석 현황

        - 2013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총 35명 중 석사과정 18명, 박사과정 6명 참가

        - 2014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총 62명 중 석사과정 41명, 박사과정 10명 참가

        - 2014년 2학기 대학원 신입생 총 37명 중 석사과정 23명, 박사과정 9명 참가

        - 2015년 1학기 대학원 신입생 총 63명 중 석사과정 39명, 박사과정 11명 참가

  (2) 박사학위 수여 요건의 강화: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는 논문심사위원 전원이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박사학위 수여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석박사 과정

      에 엄정한 학사 관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 예로서 BK21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2010-2013년)의 석사

      과정과 박사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률이 각각 64.8%와 65.8%이었던 데 반해 BK21플러스 사업 시행 이후

      최근 2년간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률은 석사과정 평균 61.7%, 박사과정 평균 43.8%이었고 때로는 최저 29%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본 사업단은 SSCI급 국제학술지에 논문 게재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단독 저자로 SSCI급 학술지에 게재할 경우 3,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학술지의

      급에 따라 이 금액을 증액시켜 지급할 계획이다. 

  (3)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교육의 국제화를 가속화하기 위해 영문논문 작성을 권장한 결과,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

      학위 논문의 영문 작성 비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 당시 박사학위 논문과 석사학위 논문의 영문작

      성 비율이 각각 44.8%, 29.3%에 그쳤던 반면, 최근 2년간 평균이 각각 69.1%, 37.2%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수

      치는 BK21플러스 사업 신청 당시에 2020년의 목표로 설정했던 50%와 35%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이는 학생

      들의 연구 결과를 세계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은 당초의 목표치 보다 더 높아진

      목표치를 설정하여 2020년에는 박사학위 논문 70%와 석사학위 논문 50%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4) 취업 교육과 훈련: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직업훈련개발을 위한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운

      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학위 취득 후 경제학과 관련된 유관기관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 이를 지속시켜 나갈 계획이다.

    (a) 해외 유학 진로지도면담

      - 강사: Ryo Okui 교수, Kyoto University

      -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26-B호(경제학부 객원연구실)

    (b) 경제학부 선배들의 진로간담회

      - 주제: 각 분야 졸업생 선배들을 통한 진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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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팀장 김세헌,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부국장 정상돈, 기획재정부  금융시장팀장 박재형,

              행정안전부 기획협력과장 서주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영식

      - 일시: 2014년 5월 15일(목), 16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201호, 83동 305호

    (c) 국제통화기금(IMF) 인사국장 채용설명회

      - 주제: IMF 소개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 강사: Mark W. Plant, Director of Human Resources Department

      - 일시: 2014년 11월 10일(월)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d) 해외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 진로지도 특강

      - 강사: 김현철(Cornell University), 김성훈(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55호(경제학부 세미나실)

    (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진로지도 특강

      - 주제: 국제기구에의 취업과 활동

      - 강사: OECD 경제학자 Sanghoon Ahn, OECD 과학, 기술 및 혁신 이사회 Carlo Menon 박사

      -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국제세미나실)

    (f) 경제학부 선배들의 진로간담회

      - 주제: 각 분야 졸업생 선배들을 통한 진로 상담

      - 강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범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수진,

              KDI 연구위원 양용현, BK21플러스사업단 연구원 정지영,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 전태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팀장 김명철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5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g)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

      - 주제: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미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전망

      - 강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 일시: 2015년 5월 15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국제세미나실)

  4. 안정적인 재정 및 시설지원을 위한 노력

  (1) 대학원생 연구실 공간 확대: 본 사업단이 소속된 경제학부에서는 대학원생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 하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안에서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

      하여 시설지원에 끊임없는 투자를 해왔다. 대표적인 예로서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

      공하기 위하여 대학원생 전용 연구 공간으로 2개의 박사과정생 연구실과 7개의 전공분야별 연구실 등 총 9개의

      연구실을 확보하고 있다(아래 '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보 현황' 참조). 이를 더 확대시켜 향후 2년 동안 박사과

      정연구실과 전공분야별 연구실을 각각 1개씩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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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 연구 공간 확보 현황>

      (a) 2개의 박사과정생 연구실

        ① 박사과정생 연구실1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15호 (총 면적 44.70㎡)

         - 시설: 책상 10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② 박사과정생 연구실2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26호 (총 면적 44.48㎡)

         - 시설: 책상16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b) 전공분야별로 7개의 대학원생 연구실

        ① 정치경제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m동 107호 (총 면적 69.12㎡)

         - 시설: 책상 23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② 계량경제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m동 109호 (총 면적 67.11㎡)

         - 시설: 책상 24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③ 이론/응용경제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m동 113호 (총 면적 65.52㎡)

         - 시설: 책상 19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④ 금융경제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m동 114호 (총 면적 65.52㎡)

         - 시설: 책상 19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⑤ 국제경제연구실1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46호 (총 면적 43.29㎡)

         - 시설: 책상 16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⑥ 국제경제연구실2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47호 (총 면적 44.70㎡)

         - 시설: 책상 16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⑦ 자유경제연구실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49호 (총 면적 46.31㎡)

         - 시설: 책상 24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2) 중앙도서관과 사회과학대 도서관: 대학원생들은 서울대학교의 중앙도서관(신축된 관정관 포함) 뿐만 아니라 사

      회과학동에 위치한 사회과학대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다. 사회과학대 도서관은 주요 도서와 학술지뿐만 아니라

      전자 도서와 데이터베이스도 구비하고 있어 대학원생의 학습과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단이

      소속된 단과대학은 경제학부 대학원생들이 전산 실습과 실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첨단디지털 강의실을 마련

      하였으며 이를 운용하기 위해 전산장비와 관리 인력이 갖추어져 있다. 현재 본 사업단 소속 교수진들은 실험경

      제학 또는 실증경제학 분석과 연구를 위해 첨단디지털 강의실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3) 기타 연구 공간: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초빙교수, 방문교수, 기타 프로젝트별 연구실을 추가로 확

      보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질 높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였다(아래 '초빙교수, 방문교수, 시간강사,

      기타 프로젝트별 연구실 확보 현황' 참조). 6개의 초빙교수연구실과 BK연구교수실, 3개의 창의선도연구자용 연

      구실과 SSK 중형사업단 연구실 및 시간강사 연구실 등 연구중심 대학원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시설 확충에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본 사업단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대학원 위상에 맞추어 연구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최적

      의 연구환경을 갖추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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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빙교수·방문교수·시간강사·기타 프로젝트별 연구실 확보 현황>

      (a) 경제학부 초빙교수연구실1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11호 (총 면적 65.38㎡)

        - 시설: 책상 5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b) 경제학부 초빙교수연구실2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13호 (총 면적 41.39㎡)

        - 시설: 책상 2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c) 경제학부 초빙교수연구실3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14호 (총 면적 24.26㎡)

        - 시설: 책상 2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d) 경제학부 초빙교수연구실4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15호 (총 면적 23.90㎡)

        - 시설: 책상 2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e) 경제학부 초빙교수연구실5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16호 (총 면적 23.90㎡)

        - 시설: 책상 2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f) 경제학부 BK 연구교수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동 206-1호 (총 면적 22.74㎡)

        - 시설: 책상 4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g) 경제학부 창의선도연구자용 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101동 501호 (총 면적 20.12㎡)

        - 시설: 책상 2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h) 경제학부 SSK 중형사업단 연구실

        - 위치: 사회과학대학 16m동 207호 (총 면적 23.04㎡)

        - 시설: 책상 5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i) 경제학부 시간강사 연구실

        - 위치: 종합교육연구동 220동 520호 (총 면적 23.70㎡)

        - 시설: 책상 8개, 컴퓨터, 프린터, 책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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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2.1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

I. 교과목 체계 구축 내용

  1.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의 학위과정: 통합성과 유연성 확보

  본 사업단이 속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은 석사과정, 석ㆍ박사통합과정, 그리고 박사과정의 세 가지 학위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석ㆍ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 요건과 박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필요한 핵심교과과정 이수를 보다 빨리 이행하고 박사학위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

는 석사과정의 졸업요건인 석사논문 작성 후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세 과정이 공통의 교과과

정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대학원생들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과정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교과과정 체계에 있어서

최대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2. 교과목 체계의 다양성 확보: 다양한 전공분야별 교수진과 교과 제공

  본 대학원은 국내대학원 가운데에서도 다양한 전공분야별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어 타 대학과 차별화된 강좌를 개설

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기술 및 발전경제학', '경제추격론',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

론', '성장과 이행의 실증경제학연구' 등 일반적인 경제성장 및 발전과 관련된 강좌보다 세분화되고 차별화된 강의를

학기별로 개설하고 있다(아래 '강좌개설 현황' 참조).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 분야 선택의

폭을 넓히게 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우수한 논문 작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은 크게 기초적인 연

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공필수과목, 연구능력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세부 전공과목, 그리고 학생들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심도 높은 연구를 통해 논문을 완성하기 위한 논문연구 과목으로 구성된다. 석사(석ㆍ박사통합) 전공필수

과목으로 미시경제학연구, 거시경제학연구, 경제통계학연구를 설정하였고 박사(석ㆍ박사통합) 전공필수과목으로 고급

미시경제학연구, 고급거시경제학연구, 그리고 계량경제학연구를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3. 교과과정 이수의 체계성 확보: 필수과목 이수 후 전공 선택 

  대학원 석사과정(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은 먼저 석사 전공필수과목들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통하

여 경제학의 모든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학 기본 지식을 배우고 기초적 연구역량을 습득한다. 전공필수과목 이수

에 이어 석사과정생들은 전공을 선택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석사논문 심사

를 거쳐 졸업하게 된다. 석·박사통합과정과 박사과정 학생들은 석사과정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고 두 번째의 전공필

수과목군을 이수해야 한다. 이렇게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전공분야를 선택한 후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야 본격적인 졸업논문연구 단계에 접어든다. 석사와 석·박사통합과정의 공통 전공필수교과목은 매 학기마다 개설되어

1학기 입학생들과 2학기 입학생들이 모두 첫 학기에 교과과정을 이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교과과정이 구성되었다.

  4. 교과과정과 전공선택의 유기적 연계성 확보

  전술하였듯이 본 대학원의 장점 중 하나는 매우 포괄적인 전공분야들에 걸쳐서 다양한 전공교과목들을 제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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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공으로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재정학),

국제경제학, 계량경제학, 화폐금융론, 재무경제학, 경제성장론, 기술 및 발전경제학, 노동경제학, 기업조직 및 경제체

제론, 인구경제학, 한국경제사, 서양경제사, 이행기 경제와 경제체제론, 경제학설사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대학원에서는 경제학의 세부 전공분야별로 강좌 간의 단계적 심화과정을 고려하여 교과목을 개설함

으로써 체계적인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교과목내 관련 내용의 전개과정과 난

이도 및 학위과정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기초적인 지식 뿐 아니라 보다 고급 과정과 전문화된 세부 주제에 대한 심화연

구로 각 과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학생들이 심화된 이론과 지식을 자연스럽게 확장해가며 학

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미시경제이론 및 응용,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경제사, 화폐금융론, 산업

조직론, 공공경제학, 국제경제학, 경제발전, 추격형 성장, 체제이행 등의 분야에서 단계적 심화과정 체계를 구축한 바

아래에 그 예를 소개한다.

  (1) 미시경제학 전공

    - 미시경제학연구 -> 고급미시경제학연구 -> 미시경제학특수연구 -> 고급경제이론연구

  (2) 산업조직론전공

    - 미시경제학연구 -> 고급미시경제학연구 -> 고급산업조직론연구/미시경제학특수연구 -> 산업조직론특수연구

      /실증산업조직론특수연구

  (3) 공공경제학/재정학전공

    - 미시경제학연구 -> 고급미시경제학연구/공공경제학연구 -> 공공경제학특수연구/공공정책연구

  (4) 응용미시경제학전공

    - 미시경제학연구 -> 고급미시경제학연구 -> 응용미시경제학연구

  (5) 거시경제학전공

    - 거시경제학연구 -> 고급거시경제학연구/화폐금융론연구 -> 거시경제학특수연구/응용거시경제학연구

      /화폐금융론특수연구

  (6) 계량경제학전공

    - 경제통계학연구 -> 계량경제학연구 -> 고급계량경제학연구/계량경제학특수연구/시계열분석특수연구

  (7) 경제사전공

    - 서양 및 한국경제사연구 -> 비교경제사연구 -> 경제사분야별연구/국제경제사연구/인구와경제연구

  (8) 국제경제학전공

    - 미시경제학연구/거시경제학연구 -> 국제금융론연구/국제무역론연구/국제경제학연구 -> 국제금융론특수연구

      /국제무역론특수연구

  (9) 경제발전,추격형성장,체제이행

    - 기술및발전경제학/이행기경제와경제체제론연구 -> 기업구조와 성장론연구/기업조직및경제체제특수연구

      -> 성장과이행의실증경제학연구

  5. 최근 2년간 학기별 강좌개설현황

  (1) 2013학년도 2학기

  (a) 전공필수과목 : 미시경제학연구(김봉근 교수), 거시경제학연구(김영식 교수), 경제통계학연구(이석배 교수),

                     계량경제학연구(황윤재, 류근관 교수), Advanced Microeconomics(주병기 교수)

  (b) 전공선택과목 :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박지형 교수), Topics in Microeconomics(Jihong Lee 교수),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Oyvind Thomassen 교수), Studies in Applied

                     Financial Economics(Xifang Sun),  미시경제학특수연구(김선구 교수), 시계열특수연구(김재영

                     교수), 금융경제학특수연구(안동현 교수), 비교경제사연구(양동휴 교수), 거시경제학특수연구

                     (윤택 교수), 산업조직론연구(이상승 교수), 고급경제이론연구(이인호 교수), 인구와 경제연구

                     (이철희 교수), 공공경제학연구(전영섭 교수), 실증적산업조직론특수연구(조성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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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별 대학원논문연구 강좌

  (2) 2014학년도 1학기

  (a) 전공필수과목 : 미시경제학연구(김진우 교수), 거시경제학연구(윤택 교수), 경제통계학연구(김재영 교수)

  (b) 전공선택과목 : Studies in Technology and Developmental Economics(이근 교수), 응용계량경제학연구(류근관

                     교수), 국제경제론연구(박지형 교수),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연구(김병연 교수), 응용미시경

                     제학연구(김봉근 교수), 화폐금융론연구(김세직 교수), 화폐금융론특수연구(김영식 교수), 금융

                     경제학연구(안동현 교수), 거시경제학특수연구(홍재화 교수), 계량경제학특수연구(황윤재

                     교수), 산업조직론특수연구(이상승 교수), 응용금융경제학연구(이필상 교수), 고급한국경제사

                     연구(이영훈 교수), 경제성장론연구(이지순 교수), 공공경제학연구(이철인 교수), 공공경제학

                     특수연구(전영섭 교수), 산업조직론연구(조성진 교수), 수리금융경제학연구(최병선 교수),

                     고급경제이론연구(최연구 교수), 교수별 대학원논문연구 강좌

  (3) 2014학년도 2학기

  (a) 전공필수과목 : 미시경제학연구(최승주 교수), 거시경제학연구(김영식 교수), 경제통계학연구(서명환 교수),

                     고급미시경제학연구(김선구 교수), 고급거시경제학연구(윤택 교수), 계량경제학연구(류근관

                     교수)

  (b) 전공선택과목 : Studies in Corporate Organization and Growth(이근 교수), Advanced Studies in Industrial

                     Organization(Oyvind Thomassen 교수), Studies in International Trade(박지형 교수),

                     Studies in Labor Economics(이철인 교수), Advanced Economic Theory(주병기 교수), 화폐금융

                     론특수연구(김세직 교수), 국제금융론연구(김소영 교수), 동태적경제학연구(김재영 교수), 금융

                     경제학특수연구(안동현 교수), 경제사분야별연구(양동휴 교수), 응용거시경제학연구(이재원

                     교수), 경제성장론특수연구(이지순 교수), 인구와경제연구(이철희 교수), 공공경제학연구

                     (전영섭 교수), 산업조직론연구(조성진 교수), 수리금융경제학특수연구(최병선 교수), 교수별

                     대학원논문연구 강좌

  (4) 2015학년도 1학기

  (a) 전공필수과목 : Studies in Microeconomics(Jihong Lee 교수), 거시경제학연구(윤택 교수), 경제통계학연구

                     (김재영 교수)

  (b) 전공선택과목 : Studies in Economic Transition and Economic Systems(김병연 교수), Topics in

                     Microeconomics(Jihong Lee 교수), Analysis of Public Policies(이철인 교수), 응용계량경제학

                     연구(류근관 교수), 노동경제학연구(김대일 교수), 응용미시경제학연구(김봉근 교수), 화폐금융

                     론연구(김세직 교수), 국제금융론특수연구(김소영 교수), 화폐금융론특수연구(김영식 교수),

                     금융경제학연구(안동현 교수), 국제경제사연구(양동휴 교수), 경제학방법론연구(홍기현 교수),

                     거시경제학특수연구(홍재화 교수), 계량경제학특수연구(황윤재 교수), 고급계량경제학연구

                     (이석배 교수), 응용금융경제학연구(이필상 교수), 응용거시경제학연구(이재원 교수), 경제사

                     분야별연구(이철희 교수), 공공경제학특수연구(전영섭 교수), 수리금융경제학연구(최병선

                     교수), 행동경제학연구(최승주 교수), 교수별 대학원논문연구 강좌

  6. 교과과정 이수의 적시성 확보

  과거 본 대학원 교과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이수형식에 대한 지침과 이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사업단은 BK21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첫 2개 학기 이내에 전공필수과목의 수강을 완료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소속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신입생들에게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첫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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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학기 이내에 전공필수과목의 수강을 완료하도록 공지하고 있으며 학생담당 부학부장이 개인 면담 등을 통하여 지속

적으로 이를 독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2년간 대학원 신입생 총 197명 중 등록한 인원 183명(석사 141명, 박사 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석사과정의 경우 86.5%인 122명, 박사과정의 경우 61.9%인 26명의 학생들이 각 과정 2학기 이내에 전공필수과목

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교육 과정의 체계화 및 교과과정 이수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대

학원생들의 연구활동이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 강의평가와 그에 따른 환류 실적: 100% 강의평가와 환류를 통해 강의의 질 향상

  강의평가가 강의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여, 본 학부는 지난 2년간 BK21플러스

사업단 참여 교수가 개설하고 강의한 모든 대학원 강의에 대해 강의평가를 의무화하여 100% 실시하였다. 강의평가의

결과는 학부 홈페이지에 연결된 BK21플러스 사업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교수와 학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리고 개별 교수들에게 자신의 강의 평가를 출력하여 제공하고 있다. 강의평가에 있어 가능한 한 상이한 과목들 간에

일관성 있는 평가결과를 얻기 위해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평가 척도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강의평가 결과를 각 교수의 교육활동 평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여 BK21플러스의 사업비와 경제학부가 지급하

는 상여금을 차등 지급케 함으로써 강의를 책임지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차등 인센티브 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강의평가 결과, 하위 10%의 교수들에 대해서 학부장과 사업단장이 개별적인 멘토링을 통하여 개선을 독려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15년 1학기에는 사업단장이 지난 4학기 동안 하위 10%에 속한 횟수를 토대로 선정된 1명의 교수를 면담하

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차등 인센티브 체계 및 멘토링 제도를 공고화하여 강의의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도록 할 것이다.

  8. 논문 작성법 강의 개설: 글로벌 연구윤리 확보와 국제적 수준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

  본 사업단은 글로벌 연구윤리 교육의 일환으로 본교 산학협력단 R&D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강의를 참여 학

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서울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책임자, 연구

원,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E-Learning, 집합 강좌를 각각 매월 1회, 학기별 2회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단

은 참여대학원생들에게 매달 R&D교육 센터의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소개하고 수강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단 자체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참여기간 동안 연구윤리교육을 1회 이상 수료하는 것을 의무화 하여 지난학기 참여대

학원생 65명 중 51명 (78.46%)이 해당 강좌를 수료하였고, 미 수료한 대학원생 역시 2015년도 2학기 계속 참여 예정으

로, 참여 기간 내 전부 수료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업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들이 본교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제공하

는 대학원생을 위한 학위 논문 작성법 특강 (http://writing.snu.ac.kr/workshop/treatise.htm 참조)을 수강하도록 적

극 권장하고 있다. 이 강연은 학위 논문 작성의 일반 원칙과 윤리, 학문 분야별 연구 방법 및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에게 「대학원논문연구」과목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현

재 지도교수별로 이 과목을 통하여 논문 작성법과 연구윤리에 대한 강의를 하도록 하여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대학교에서는 2014년 연구윤리 규정을 개정하여 연구윤리 조사 대상을 학위 논문 작성자까지 확대하고 연구진실

성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사업무를 체계화하는 등 글로벌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연구윤리를 위한 교육을 위해 연구윤리 관련 교과서를 발간하고 연구윤리 교육 온라인 과정을 개설해 운

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본부에서는 단과대학별 연구 상황에 맞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본 사업단이 소속된 단

과대학을 방문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국제적인 수준의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저명한 국제학술지의 편집인으로 있는 본 학부 교수

의 논문 작성법 강의를 개설하여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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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작성법 강의>

   - 주제 : "논문작성 및 학술지 투고: 국제학술지 편집인의 시각에서"

   - 강사 : 주병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Editor)

   - 일시 : 2015년 8월 10일(월) 오후1시~3시

   - 장소 : 101동 512호 (사회과학대학 아시아연구소 경제학부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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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학사 단위 관리제도 및 학위 수여 제도의 선진화 계획

I. 현행 학사관리제도 및 수준의 우수성

  1. 체계적인 학사관리 과정

  본 사업단은 소속 대학원생들의 연구 활동 증진 및 효율적인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학사관리 프로그램

을 구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1)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 전공필수과목 이수, 전공선택과목 탐색을 통한 본인 연구 분야 선택 및 지도교수 선정 

  (2) 경제학 과목 특성상 수학과 또는 통계학과 강의 이수 희망자에 대해 학부장 승인 후 경제학부 교과학점으로

      인정

  (3) 본 학부에서 개최되는 BK/김태성 세미나,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등의 참석(의무)을 통해 최신 경제학 동향

      이해

  (4) 논문제출자격시험을 통해 논문 작성 전 필수과목과 전공 선택 과목의 이해 심화

  (5) 대학원논문연구라는 소그룹 혹은 1:1 수업을 통해 지도교수와 실질적인 논문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학위과정

      수료시까지 총 6학점 수강 가능. 모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도교수별 '대학원논문연구' 수강 의무화

  본 사업단은 이상의 학사관리 과정 중 (1), (2)의 이행을 확인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BK21플러스 장학금의 수

혜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리고 (4)와 (5)는 경제학부의 졸업 요건에서 필수적 요건이다. 본 사업단은 사업단

참여 학생이 이상의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 확인할 계획이다.  

  2. 졸업자격 심사: 엄격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엄격한 논문제출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졸업자들의 학문적 자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K21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2010-2013년)의 석

사과정과 박사과정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률이 각각 64.8%와 65.8%이었던 데 반해 BK21 플러스 사업 시행 이후 최근

2년간 논문제출 자격시험 합격률은 석사과정 평균 61.7%, 박사과정 평균 43.8%이었고 때로는 최저 29%에 이르기도 했

다. 이와 같은 엄격한 학사관리 제도는 졸업생들의 학문적 우수성을 진작함과 아울러 본교 졸업생들의 우수한 취업 성

과로 연결된다. 본 사업단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엄격한 시행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3. 대학원 신입생 출신별 다양성

  최근 2년간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 석사과정의 경쟁률은 평균 1.7대 1로서 연간 약 70명이 입학하였고, 박사과정의

경우 평균 1.5대 1의 경쟁률로 연간 약 20명이 입학하였다. 이들의 출신 학부대학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대학교 경제

학부 졸업생이 평균 25%, 서울대학교 타 학과생 비율이 평균 16%, 국내 타대학 졸업생이 평균 45%, 그리고 해외 대학

졸업생이 평균 14%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출신학교와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우수한 인

재들을 확보한 결과로 판단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 대학 졸업생들의 출신 학부의 다양화와 함께 해외 유수대학 출신들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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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UC Berkeley, Columbia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Rochester 등 세계적 수

준의 해외대학 출신 학생들이 최근 2년간 약 14%에 달하는 비율로 입학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본 사업단이 속한 경

제학부의 세계적인 위상과 우수성을 보여주는 예이다.

  4. 세부전공별 소규모 워크숍 활성화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에서는 공식적인 수업 이외에 다양한 전공분야의 교수가 직접 주관하는 소규모 워크숍이 매

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시경제학, 경제사, 경제추격론, 응용계량경제학, 실험경제학 등 전공별 소

규모 워크숍을 통해 학생들의 연구 실적 발표 기회가 많아지고, 교수를 비롯한 워크숍 구성원 간 피드백을 통해 논문

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워크숍 과정에서 교수와 대학원생들 간의 실질적인 연구가 상당 부분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 2년간 본 경제학부에서 개최된 소규모 워크숍의 내용으로는 경제사 워크숍(총 35회),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

총 18회), 실험경제학 워크숍(총 16회)가 있다. 이 워크숍은 BK21플러스 사업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대

학원생들의 논문 발표로 이루어지는 BK21플러스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가 총 18회 개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본 사업

단 참여 교수들이 주관한 세미나를 통해 교수와 학생들과의 학문 교류 및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아래에는 최

근 개최된 대표적인 소규모 워크숍 현황이다.

  <소규모 및 비공식 워크숍 현황>

  (1) 경제사 워크숍(총 35회)의 예

     (a) 주제: 식민지기 기업의 배당정책

       - 발표자 및 소속기관: 홍제환,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3.10.18.

     (b) 주제: Declining Birth Weight Puzzle

       - 발표자 및 소속기관: 홍석철,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일시: 2013.11.08.

     (c) 주제: 16세기 영국 가격혁명의 재조명

       - 발표자 및 소속기관: 양동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일시: 2014.09.05.

  (2) 응용계량경제학 워크숍(총 19회)의 예

     (a) 주제: 소득별 차별출산력 분석

       - 발표자 및 소속기관: 박준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4.12.09.

     (b) 주제: 사교육 소비에 Peer Pressure가 존재하는가?

       - 발표자 및 소속기관: 박소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5.03.09.

     (c) 주제: Information Accessibility and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 발표자 및 소속기관: 전계형,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5.05.04.

  (3) 실험경제학 워크숍(총 16회)의 예

     (a) 주제: 온라인 실험사회과학의 최근 동향

       - 발표자 및 소속기관: 최승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일시: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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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주제: The effects of reputational and social knowledge on cooperation: An experiment using

               UbiquityLab

       - 발표자 및 소속기관: Edoardo Gallo, University of Cambridge 교수

       - 일시: 2014.11.06.

     (c) 주제: Starting Small toward Voluntary Formation of Efficient Large Groups in Public Goods Provision

       - 발표자 및 소속기관: 김서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5.05.29

  (4) BK21플러스 브라운백 런치 세미나 (총 18회)의 예

     (a) 주제: Financial Crisis and Flight to Liquidity

       - 발표자 및 소속기관: 정지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후연구원

       - 일시: 2014.01.22.

     (b) 주제: Firm size wage differentials across Korean industries

       - 발표자 및 소속기관: 박준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4.05.27.

     (c) 주제: Stock Return Autocorrelation under Stages of Business Cycle: An Empirical Evidence

       - 발표자 및 소속기관: 차준열,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대학원생

       - 일시: 2014.12.19.

  (5) Microeconomics Reading Group

     (a) 지도교수 : 최승주, 김진우 교수

     (b) 미시경제학이론 분야의 최근 논문을 읽은 후 순환식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c) 활동사항 : 2주에 1회 정기적 모임, 최근 Rational Inattention, Bayesian Persuasion 등 연구

  (6) 신용평가 시장 및 양면시장, 벤처캐피탈 금융 세미나

     (a) 지도교수 : 이인호 교수

     (b) 신용평가 시장 및 벤처캐피탈 금융관련 논문을 읽은 후 순환식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짐.

     (c) 활동사항 : 한 달에 1~2회 정기적 모임, Two-sided Market, Credit Ratings Game 등 논의

  (7) 경제추격론 세미나

     (a) 지도교수 : 이근 교수

     (b) 경제추격 및 기술 발전과 관련된 논문 발표 및 토론

     (c) 활동사항 : 주기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세션별 발표자 및 토론자 선정

       ① 2013년 12월 26일 세미나

        - Session 1: 사회_윤민호 교수(경북대)

          이석준 (석사과정): "Technological Cycle, Entry, Threat, Distance to Frontier, Innovation and

                              Leapfrogging" (Discussant: 이선영, 서울대학교 대학원)

          임지선 (박사과정): "The Changes of Innovational Effects on Employment: Dynamic Approaches 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after 2000" (Discussant: Prof.Kabore, Georgetown

                              Univ.)

          박준기 (박사과정): "Catch-up among Nations: A Country Panel Analysis with the Each Country's GDP

                              Share of World GDP (Discussant: Dr.Sulachani, 서울대학교 SSK Postdoc)

        - Session 2: 사회_박태영 교수(한양대)

          Dr.Francois Kabo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rain Drain and Development in Africa"

                              (Discussant: 최성진 교수, 한양대)

          신선희 (석사과정): "Growth, Inequality in China-The Role of Big Business and SMEs"

                         (Discussant: 노성호 교수, 세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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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14년 6월 12일 세미나

        - Session 1: 사회_우경봉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준영 (석사과정): "The Impact of Big Business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 Empirical

                              Analysis" (Discussant: Dr. Sanika Sulochani Ramanayake)

          한준희 (박사과정): "The Impact of Big Business on Economic Growth and Inequality - Simulation

                              Model” (Discussant: 이석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 Session 2: 사회_은종학 교수(국민대학교)

          Abdi Yuya: "Examining firm level learning and performance in the Ethiopian Manufacturing sectors"

                     (Discussant: 임부루,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현태 (박사과정): "Changing Roles of Private, foreign and state-owned enterprises in Chinese

                              Economic Growth" (Discussant: 노성호 교수, 세종대)

       ③ 2014년 12월 23일 세미나

        - Session 1: 사회_윤민호 교수(경북대)

          이선영 (박사과정): "Heterogeneous Expectation Leading to Bubbles and Crashes in Asset Market:

                              Tipping point, Herding Behavior and Group Effect in an Agent-based Model"

                             (Discussant: 이석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강래윤 (박사과정): "Diverse Form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Long-term Evolution of Firm

                              Performance in Korea" (Discussant: 윤민호 교수, 경북대)

        - Session 2: 사회_홍석철 교수(서강대)

          임부루 (박사과정): "Comparing Knowledge Bases and their Effect to Performance between Korean and

                              the U.S. Firms" (Discussant: 홍석철 교수, 서강대)

          Mahyar (박사과정): "Multi-level, Mix Effect Study of Innovation System and Investment Climate on

                              Firm Performance in Developing Countries" (Discussant: 박태영 교수, 한양대)

  (8) 미시경제학 세미나

     (a) 지도교수 : 김선구 교수

     (b) 미시경제 분야 중 계약경제학과 관련된 세미나로 교수연구실에서 약 8~10명의 학생들 참여

     (c) 활동사항 : 매주 1회 금요일을 원칙으로 모임

       ① Ambiguity aversion, Inequality aversion, Loss aversion 등의 utility function의 다양한 변화에 대한

          agency problem의 새로운 결과들에 대한 논문

       ② Financial market에서 발생하는 전통적인 moral hazard 상황에 대한 논문

       ③ Agent의 risk choice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incentive contract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문

       ④ Agency problem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영역인 dual agency problem과 risk aversion과 incentive

          cost와의 관계에 대한 기초가 되는 논문

II. 학위과정 및 학위취득 과정과 요건

  1. 석사과정

  (1) 입학전형

    - 지원자격 : 학사학위 취득자 및 예정자

    - 지원기간 : 4월(후기), 10월(전기)

    - 전형기간 : 4월~5월(후기), 10월~11월(전기)

    - 모집인원 : 정원 70명 이내 (전기: 50명, 후기: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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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 영어(TEPS 701점 이상, TOEFL/IBT 94점 이상), 전공필답고사 후 면접

    - 제출서류 : 본 학부양식의 성적자료 2부, 성적증명서 2부, 2인의 추천서

                (본교 경제학부 학사과정 졸업(예정)자가 석사과정으로 지원할 경우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교 타 학과 학사과정 출신 또는 타교 학사과

                 정 출신 지원자가 석사과정에 지원할 경우 지도교수 추천서 2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2) 학위취득요건

    - 4학기 이상 등록

    - 전공필수과목 이수, 24학점 이상의 학점 이수, 전 과목 평점평균 3.0 이상

    - 세미나 출석요건 충족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심사 통과. 단, 기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학기에 연구생 등록

  (3) 수료 및 재학연한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수료하지 아니하고 정규

      학기(4개학기)를 초과하여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기말에 ‘수료 유예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재학연한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4개 학기 연속 휴학이 가능

      하지만, 1년마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4) 소요학점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이다. D-(0.7)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과 S등급을 받은 대학원논문연구

      또는 세미나 과목에 한하여 이수 교과학점으로 계산된다.

    -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경제학부의 석사과정 교과목은 6학점까지 석사과정 학점에 포함 가능.(단, 인정

      신청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이 학사과정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한다.)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은 최초 등록학기 초에 즉시 해야 한다.

  (5) 교과목 이수방법

    - 매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이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다.

      미시경제학연구,거시경제학연구,경제통계학연구

    - 대학원논문연구 과목은 매 학기당 1강좌만 수강가능하며, 수료 시까지 세미나과목 포함하여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타 학과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이나 학사과정 교과목을 교과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에는 수강 신청에 앞서

      학부를 경유하여 학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6) 세미나 출석요건

    -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석사과정 2학기 또는 3학기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BK21/김태성 기념 세미나,

      경제사세미나, 또는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 요건은 2004학년도 석사과정 신입생

      부터 적용된다.

    - 세미나 참석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학기 초에 세미나 담당 조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세미나 참석 시 담당 조교에게 참석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출석요건은 BK21/김태성 기념 세미나, 경제사세미나, 또는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일수를 합산하여 한 학기

      에 6회 이상, 또는 두 학기에 걸쳐 10회 이상의 출석이다. 두 학기를 초과하여 세미나출석 요건을 충족시키고

      자 할 경우 12회 이상 출석이 요구된다.

  (7) 논문제출자격시험

    - 석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가 응시할 수 있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은 3월과 9월 중순경에 있다. 매학기 초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응시 원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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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 응시과목은 크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된다.

    - 영어시험은 본교 (학부, 대학원)에 입학 및 재학시 TEPS·TOEFL 시험을 치렀거나 별도의 TEPS·TOEFL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합격인정 된다. 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 서류 제출전

      (1학기는 4월 초, 2학기 10월 초)까지 TEPS·TOEFL에 응시하여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

      해야 한다.

    - 종합시험은 미시경제학연구와 거시경제학연구로 구성된 기초공통과목시험과 전공필드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전공과목시험으로 나뉜다.

    - 종합시험 전공필드 :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산업조직론,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화폐금융론, 정치경제학,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경제학설사, 기업

                          조직 및 성장론, 한국경제사,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 종합시험은 각 과목 60점(100점 만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합격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기초공통과목의 경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으로 인정받고

      자 할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8) 지도교수 선정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희망학기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함. 2006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본부규정)

    -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에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 이후에 소속 대학

      장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강의연구지원추천교수와 논문지도교수는 일치해야 한다.

  (9) 학위논문제출 절차

    - 위 학위취득요건의 4가지 사항을 학위논문 제출학기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학위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학위논문제출시한은 수료 후 8학기 이내로 한다. 단,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8학기 째가 되는 6월 또는 12월에 소정양식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서 2년간 제출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

  (10)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 절차

    -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되며, 논문지도교수가 심사위원 2인을

      포함한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 논문심사 결과에 따라 논문 제출의 승인, 불허 또는 재심을 결정한다. 재심의 경우 일정에 따라 논문을 다시

      논문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 논문 제출을 승인받은 학생은 심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보완하여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교수에게 최종고를 제출한다.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인준지'를 작성, 심사위원에게 최종인준(날인)을 받아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보존용 논문에 별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중앙도서관에 제출 한다. 보존용 논문을 제출해야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존용 논문의 제목 및 내용은 최종심사

      통과논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2. 박사과정

  (1) 입학전형

    - 지원자격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지원기간 : 4월(후기), 10월(전기)

    - 전형기간 : 4월~5월(후기), 10월~11월(전기)

    - 모집인원 : 정원 20명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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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방법 : 영어(TEPS 701점 이상, TOEFL/IBT 94점 이상), 서류 및 면접

    - 제출서류 : 본 학부양식의 성적자료 2부, 성적증명서 2부, 2인의 추천서(박사과정 지원자의 경우 본교 경제

                 학부 출신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도교수 추천서 2부를 제출해야 함).

  (2) 학위취득요건

    - 4학기 이상 등록

    - 전공필수과목 이수, 석사과정 교과학점 통산 6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이수,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과목 평점

      평균 3.0 이상

    - 대학원논문연구 교과목 6학점 이상 필수 이수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심사 통과. 단, 기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학기에 연구생 등록

  (3) 수료 및 재학연한

    - 4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기준을 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수료하지 아니하고 정규

      학기(4개학기)를 초과하여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기말에 '수료유예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6개 학기 연속휴학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되지않는다.

  (4) 소요학점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과 통산하여 60학점이다. D-(0.7)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과 S등급을 받은 대학원논문연구 또는 세미나 과목에 한하여 이수 교과학점으로 계산된다.

    -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타교 혹은 본교의 석사 및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24학점이내에서 박사과정

      교과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서울대 경제학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이 2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성적이

      B0 이상인 교과목의 학점에 한하여 추가로 12학점까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통산 인정될 수 있다.

      통산학점인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학기 초에 즉시 학점인정신청을 해야 한다.

  (5) 교과목 이수방법

    - 매 학기당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이다.

    - 전공필수과목은 아래와 같다.

      고급미시경제학연구,고급거시경제학연구,계량경제학연구

    - 대학원논문연구 과목과 세미나 과목은 매 학기당 각각 1강좌씩 수강가능하며 수료 시까지 대학원논문연구는

      9학점, 세미나 과목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2004년 이후(2005년 입학생부터 적용)에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논문연구를 필수적으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 타 학과의 교과목을 경제학부의 교과학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담당 부학부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전승인 없이 수강한 타과 교과목은 졸업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청기간은 매학기 초 경제학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학부사무실에서 신청한다.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은 총 18학점(학기당 6학점까지 가능)이다. 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다시 수강 신청하여 이수한

      경우 중복 수강이 되어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논문제출자격시험

    - 본교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이상 취득한 학생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논문제출자격시험은 3월과 9월 중순경에 있다. 매학기 초 공지되는 일정에 따라 응시 원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한다.

    - 응시과목은 크게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구분된다.

    - 영어시험은 본교(학부, 대학원)에 입학 및 재학 시 TEPS·TOEFL 시험을 치렀거나 별도의 TEPS·TOEFL 성적표를

      제출하는 학생에 한하여 합격인정 된다. 기 합격처리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 서류 제출

      전(1학기는 4월 초, 2학기는 10월 초)까지 TEPS·TOEFL에 응시하여 소속 대학(원)에서 정한 기준점수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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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해야 한다.

    - 종합시험은 고급미시경제학연구와 고급거시경제학연구로 구성된 기초공통과목시험과 전공필드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는 전공과목시험으로 나뉜다.

    - 종합시험 전공필드 : 산업조직론, 공공경제학, 계량경제학, 국제무역론, 국제금융론, 경제성장론, 화폐금융론,

                          정치경제학, 노동경제학, 기술 및 발전경제학, 금융경제학, 경제학설사, 기업조직 및

                          성장론, 한국경제사, 서양경제사, 인구경제학, 이행기경제와 경제체제론

    - 종합시험은 각 과목 70점(100점만점) 이상의 성적을 얻어야 합격하며, 불합격한 과목은 다시 응시할 수 있다.

      기초공통과목의 경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은 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적으로 인정

      받고자 할 경우에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7) 지도교수 선정

    -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논문제출 예정자 등록 희망학기 이전에 논문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한다.

      (입학 후 2개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함. 2006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되는 본부규정)

    - 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선정 후 1개 학기 이내에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 학기 이후에 소속

      대학장의 승인 하에 변경할 수 있다.

    - 강의연구지원추천교수와 논문지도교수는 일치해야 한다.

  (8) 학위논문제출 절차

    - 위의 학위취득요건의 3가지 사항을 학위논문 제출학기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학위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학위논문제출 시한은 수료 후 12학기 이내로 한다. 단,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12학기 째가 되는 6월 또는 12월에 소정양식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서 2년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논문연구결과 발표(PROPOSAL 발표)

    -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기에 앞서 학위논문의 연구결과를 논문지도교수가 주재하는 발표회에서 2개 학기에 걸쳐

      2회 이상 발표해야 한다. 단, 지도교수의 판단에 따라 1개 학기에 2회 발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논문지도교수의 주재 하에 발표회의 일정이나 형식, 심사위원의 참석인원을 결정한다.

    - 발표회의 시기는 박사 논문심사 등록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실시 가능하다.

    - 발표회의 형식은 공개발표 또는 심사위원만 참석하는 형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10)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논문심사위원회는 교외의 전문가 2인(교내교수 1인 포함 가능) 이상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된다. 논문심사

      위원회의 심사위원장은 위원들 중 선정되며, 지도교수와 교외 전문가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 심사위원의 자격

      (a)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

      (b)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외의 전문가로서 타교교원 : 조교수 이상

      (c) 연구기관 연구원 :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연구 분야에 근무한 자

      (d) 기타 : 위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추천사유서 양식 첨부해야 함)

  (11) 논문심사 진행

    -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심사위원장의 책임 하에 예비심사를 2회 이상 실시하고,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한다. 최종심사는 1학기의 경우 6월 하순, 2학기의 경우 12월 하순까지

      종료되어야 한다.

  (12) 논문심사연장 및 철회

    - 논문심사결과, 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논문심사를 한 학기동안 연장할 수

      있다(심사위원 5명의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는 소정의 연장신청서를 제출). 다음 학기에 논문을 보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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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하려는 자는 논문심사 철회원을 제출할 수 있다.

    -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심사 횟수는 총 5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논문심사 등록 이전 : 논문지도교수가 주재하는 발표회 2회

      논문심사 등록 후 : 예비심사 2회 이상, 최종심사 1회

  (13) 학위논문 PDF원문 파일 및 보존용 논문제출

    -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한 학생은 '인준지'를 작성, 심사위원으로부터 최종인준(날인)을 받아야 하며 보존용

      논문 제출 시 '원문제공서비스에 대한 동의서'와 함께 합철하여 제본하여야 한다. 보존용 논문을 제출해야만

      논문심사가 종결되는 것으로 미제출시 학위수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논문심사에 합격한 학생은 정해진

      기간(7월말, 1월말)내에 반드시 중앙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존용 논문의 제목 및 내용은 최종심사

      통과논문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3.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전형

    - 지원자격 : 석사와 동일

    - 지원기간 : 석사와 동일

    - 전형기간 : 석사와 동일

    - 모집인원 : 연간 2명 이내 (단, 학부사정에 따라 모집인원 변경 가능)

    - 전형방법 : 석사와 동일

    - 제출서류 : 석사와 동일

  (2) 학위취득요건

    - 8학기 이상 등록

    - 전공필수과목 이수, 교과학점 통산 60학점 이상의 교과학점이수, 전 과목 평점평균 3.0 이상

    - 세미나 출석요건 충족

    - 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 학위논문심사 통과. 단, 기 수료자의 경우 논문심사학기에 연구생 등록

  (3) 수료 및 재학연한

    -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이수기준학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료가 되며,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수료하지 않고

      정규학기(4개학기)를 초과하여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 학기말에 '수료유예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통산하여 6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6개 학기 연속휴학이 가능하지만, 1년마다 휴학원을 제출해야 한다). 병역복무기간은 휴학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

  (4) 소요학점

    -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학점과 통산하여 60학점이다. D-(0.7)이상의 성적을 얻은

      교과목과 S등급을 받은 대학원논문연구 또는 세미나 과목에 한하여 이수 교과학점으로 계산된다.

    - 본교의 학사과정에서 수강한 경제학부의 대학원 교과목은 6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 교과학점으로 인정된다.

      (단, 인정신청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이 학사과정 졸업 이수학점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 한다.) 교과학점

      통산인정 신청은 최초 등록학기 초에 즉시 해야 한다.

  (5) 교과목 이수방법

    - 박사과정과 동일

  (6) 세미나 출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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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학기에 BK21/김태성 기념 세미나, 경제사세미나, 또는 금융경제

      연구원 세미나에 참석해야 졸업할 수 있다. 이 요건은 2013학년도 석·박사통합과정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 세미나 참석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학기 초에 세미나 담당 조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세미나 참석 시 담당 조교에게 참석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 출석요건은 BK21/김태성 기념 세미나, 경제사세미나, 또는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 참석일수를 합산하여 한

      학기에 6회 이상, 또는 두 학기에 걸쳐 10회 이상의 출석이다. 두 학기를 초과하여 세미나출석 요건을 충족

      시키고자 할 경우 12회 이상 출석이 요구된다.

  (7) 논문제출자격시험

    - 본교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에서 5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36학점 이상 취득한 자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 기타 규정은 박사과정과 동일

  (8) 지도교수 선정

    - 석사과정과 동일

  (9) 학위논문제출 절차

    - 위의 학위취득요건의 4가지 사항을 학위논문 제출학기까지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 학위논문제출자격이

      주어진다.

    - 학위논문제출시한은 수료 후 12학기 이내로 한다. 단, 병역복무기간은 제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제출을 하지 못한 경우 12학기째가 되는 6월 또는 12월에 소정양식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 신청한 자에 한해서 2년간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 논문연구결과 발표(PROPOSAL 발표)

    - 박사과정과 동일

  (11) 논문심사위원회 구성

    - 박사과정과 동일

  (12) 논문심사 진행

    - 박사과정과 동일

  (13) 논문심사연장 및 철회

    - 박사과정과 동일

  (14) 학위논문 PDF원문 파일 및 보존용 논문제출

    - 박사과정과 동일

  (15) 중도포기 및 중도탈락자 조치

    - 석·박사통합과정에서 중도포기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본인이 포기하고자 하는 학기의 학적변동기간 내에

      포기원을 학부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도포기 또는 중도탈락자에게는 석사학위수여요건 충족 시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석사과정 참조)

III. 학위 연계과정 제도 및 이수과정

  본 학부는 우수 대학원생을 조기 발굴하고 이들의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연계과정(석·박사통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하여 세 개의 학위과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세 학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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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본 취지를 살리면서 학부의 교육역량이 분산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교과과정 이수요건들 간에 일관성과 형평

성을 유지하고 동일한 교과과정체계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석·박사통합과정의 전공필수교과목과 학점이수요건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전공필수교과과정을 합친 것과 동일하

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합과정의 취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석사학위 논문 심사절차 없이 곧바로 박사학위 논문 심사절

차를 밟도록 하여 대학원생들이 학위과정 초반에 집중적으로 논문연구에 필요한 기초교과목을 이수한 후 바로 박사학

위논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의 경우 석사학위 수여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할

때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였다.

IV. 학사운영 내규의 제도화 및 기타제도 현황, 학생안내 매뉴얼 구비,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위한

    제도 구축

  1. 학사운영 내규의 제도화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은 참여 대학원생 교육ㆍ연구 규정을 제정하여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참여 대학원생들

이 성실히 교육ㆍ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2006년에 제정되어 2010년 8차 개정

을 거듭하여 최근 2년간 BK21플러스 사업에서도 개선·발전시켜 왔다. 본 사업단의 BK21플러스 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규정을 향상된 목표를 반영하여 개정해 나갈 것이다.

  2. 학사안내 매뉴얼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는 학생들을 위한 학사 안내 매뉴얼을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고, 그 내용은

학부의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개되고 있다(<http://econ.snu.ac.kr/>).

  3. 학위취득기간 단축제도

  (1) 본교는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 방지를 막는 기본적인 장치로 학칙 제53조(재학연한) 규정을 활용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석사과정 재학연한은 4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8년, 박사과정은 6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단,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 등은 재학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소속 대학원은 논문제출자격시험, 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시한규정, 논문심사절차로 이루어진 엄격한 학위과정

      이수 및 학위수여체계를 통하여 학위취득 소요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있다. 우선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엄격히

      시행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학위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이 조기에 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 있다. 이러한 논문제출자격시험제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BK21플러스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자격

      시험 통과기한과 횟수 제한을 도입하여 석사과정생에게는 2회의 기회를, 박사 혹은 석·박사통합과정 학생들에 

      게는 3회의 기회만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학위논문 제출시한은 석사과정은 수료 후 4년 이내, 박사와 

      석·박사통합과정은 수료 후 6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V. 학부 행정조직의 체계화를 통한 학사관리 효율성 제고

  본 대학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학부장, 교무담당 부학부장, 그리고 학생담당 부학부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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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학부장단과 이를 지원하는 학부 행정조직을 갖추고 있다. 특히 학생담당 부학부장은 대학원생들의 학사관리를 총

괄하고 있다.

  또한 학부장단을 체계적으로 보조하도록, 세 개의 실(조교실, 학부사무실, 그리고 교수지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

교실에는 교무, 입시, 기타 업무별로 본 학부 대학원생 출신의 담당 조교를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학사행정에

대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부사무실에는 행정업무 총괄, 교무ㆍ서무일반 담당, 졸업과 대학원 담당, 교무

업무 담당, 장학업무 담당, 휴복학과 등록 담당 직원을 각각 두어 업무의 체계적 분할과 행정서비스의 전문화를 기하

였다. 교수지원실은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와 관련된 업무보조를 하고 학부장단과 교수, 교수 상호, 그리고 교수와 학

부사무실 및 조교실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본 대학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대학

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학사관리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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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력양성 계획 및 지원 방안

 

3.1 대학원생 인력 확보/배출 및 지원 계획

 

 ①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최근 2년)

<표 2>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단위: 명)

T _ 1 _ 1 :

대학원생 확보 및 배출 실적

T _ 2 _ 1 :

실적
T _ 2 _ 3 :

석사
T _ 2 _ 4 :

박사
T _ 2 _ 5 :

계

T _ 3 _ 1 :

확보

T _ 3 _ 2 :

2013년
D _ 3 _ 3 :

65.5
D _ 3 _ 4 :

35.5
D _ 3 _ 5 :

101

T _ 4 _ 2 :

2014년
D _ 4 _ 3 :

149
D _ 4 _ 4 :

78
D _ 4 _ 5 :

227

T _ 5 _ 2 :

2015년
D _ 5 _ 3 :

85
D _ 5 _ 4 :

42.5
D _ 5 _ 5 :

127.5

T _ 6 _ 2 :

계
D _ 6 _ 3 :

299.5
D _ 6 _ 4 :

156
D _ 6 _ 5 :

455.5

T _ 7 _ 1 :

배출

T _ 7 _ 2 :

2014년
D _ 7 _ 3 :

43
D _ 7 _ 4 :

6
D _ 7 _ 5 :

49

T _ 8 _ 2 :

2015년
D _ 8 _ 3 :

41
D _ 8 _ 4 :

10
D _ 8 _ 5 :

51

T _ 9 _ 2 :

계
D _ 9 _ 3 :

84
D _ 9 _ 4 :

16
D _ 9 _ 5 :

100

 

 ②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가. 대학원생 배출 계획

<표 3> 향후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배출 계획 (단위: 명)

T _ 1 _ 1 :

연도
T _ 1 _ 2 :

대학원생 배출 계획

T _ 2 _ 2 :

석사
T _ 2 _ 3 :

박사
T _ 2 _ 4 :

계

T _ 3 _ 1 :

4차년도
D _ 3 _ 2 :

50
D _ 3 _ 3 :

10
D _ 3 _ 4 :

60

T _ 4 _ 1 :

5차년도
D _ 4 _ 2 :

51
D _ 4 _ 3 :

10
D _ 4 _ 4 :

61

T _ 5 _ 1 :

6차년도
D _ 5 _ 2 :

51
D _ 5 _ 3 :

12
D _ 5 _ 4 :

63

T _ 6 _ 1 :

7차년도
D _ 6 _ 2 :

52
D _ 6 _ 3 :

12
D _ 6 _ 4 :

64

T _ 7 _ 1 :

8차년도
D _ 7 _ 2 :

53
D _ 7 _ 3 :

15
D _ 7 _ 4 :

68

T _ 8 _ 1 :

계
D _ 8 _ 2 :

257
D _ 8 _ 3 :

59
D _ 8 _ 4 :

X

 

 ※ 상기 목표 설정에 관한 실현가능성 및 부가설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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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학원생들 중 진학보다는 취업생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졸업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진학 또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도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통하여 각 학위과정 내에 졸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

함으로써 대학원생 배출 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BK21플러스 사업의 4-5차년도에는 그 이전의 석사와 박사 숫자를 유지하면서도 이들의 역량 제고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6차 연도에는 박사 졸업생의 수를 2명 증가시키는 동시에 졸업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다. 그리고 7

차 연도에는 석사 졸업생 수도 1명 증가시키며 8차 연도에는 이전에 비해 박사 졸업생의 수를 3명 더 증가시키고 석사

졸업생의 수도 1명 증가시킬 계획이다.

  이와 같이 BK21플러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에는 이 사업이 시작되기 전 대비 대학원생 졸업자의 수를 17명, 즉

33% 증가시킬 계획이다. 그 중에서도 박사 졸업생의 수를 5명 증가시킴으로써 학문후속세대의 배출에 더욱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대학원생 배출 계획은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의 연구와 교육의 질이 향상되면서 더욱 많은 수의

학생들이 서울대 경제학부의 석박사과정에 지원하게 되고 그 결과 학문적 역량이 더욱 높은 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그 실현성이 높다. 즉 역량이 높은 대학원생의 선발은 중도포기자를 줄여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대학원생의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나. 사업단의 우수 대학원생 확보 및 지원 계획

  1.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통한 우수학생 확보

   - BK21플러스 장학지원과 연계한 교내·외 장학제도로 우수학생 선발 가능

  우수학생 확보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대학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수 대학원생을 선발하는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의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진화된 장학제도이다. BK21플러스 사업의 재정적 지원은

이러한 선진화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리로 보다 충분한 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교내ㆍ외

장학금의 추가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 대학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의 연구비로 지급된 대학원생 인건비 등을 제외하

고도 순수한 교내장학금 수혜율 55.54%와 교외장학금 수혜율 59.59%를 기록하는 등 다수 대학원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장학지원을 BK21플러스 장학지원과 연계하여 장학지원제도가 최대한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우수한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향후에도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장학지원 사업을 BK21플러스 사업과 함께 활용하고 본 경제학부 발전기금 및 교외 장학

제도 등도 포괄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래에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장학금 종류에 대해 소개

한다.

  (1)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SNU Young Star Program)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SNU Young Star Program)을 통하여 가장 우수한 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선발

하여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우수한 박사 인력을 자체 양성하고 있다. 2012년 2학

기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이 장학제도를 통해 매년 4~5명의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들이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위한 재

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해외의 명문 연구중심대학들이 채택하는 Graduate Fellowship과 Dissertation Fellowship 두

가지 형태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 사업단이 후보자를 추천할 계획이며 매년 2명 가량의 본 사업단 참여대학원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받게 될 것이다.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SNU Young Star Program) 수혜자>

   - 2013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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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재학생 3명(전계형, 홍정의, 김성희), 수료생 3명(홍제환, 라미령, 홍정림)

   - 2014년 1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3명(전계형, 홍정의, 김성희), 수료생 2명(라미령, 홍정림)

   - 2014년 2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2명(김성희, 이영재), 수료생 2명(라미령, 홍정림)

   - 2015년 1학기

     박사과정 재학생 2명(이영재, 도민영), 수료생 3명(라미령, 홍정림, 김명원)

  (2)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치 장학프로그램

  우수 외국인 대학원생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 제도는 15가지가 있다. 이 장학금들은

짧게는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 및 항공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학금 제도를 통하여

해외의 우수한 인재 및 재외동포를 유치하여 교육함으로써 대학의 연구능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해외

각 지역에 한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풍부한 장학금은 유학생의 유학만족도를

높이며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장학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의 다른 경쟁대학들에 버금가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하여 우수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하였

다.

  (3) 서울대학교 글로벌 초우수인재 정착지원사업

  서울대학교의 글로벌 초우수인재 정착지원사업은 사업단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장학지

원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는 이 사업을 통하여 초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금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생활비를 매칭하는 단과대학을 우대하여 선정하도록 하였고 생활비 규

모는 단과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방침이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장학 지원을 정하고 있다.

  (a) 초우수 외국인 학문후속세대 지원

  기초학문 분야의 초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하는 완전 장

학금(Full Scholarship)을 지원하여 점진적으로 본교 외국인 재학생 비율을 증대시켰다. 총 지원액 2,500천원

(등록금 : 2학기 × 4,000천원 = 8,000천원  생활비 : 12개월 × 1,200천원 = 14,400천원  항공료 2,600천원)

  (b) 초우수 외국인 핵심인재 지원 제도

  초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학문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되, 등록금은 국고에서 지원하며 단과대학은

생활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액 8,000천원

(등록금 : 2학기 × 4,000천원 = 8,000천원)

  (c) 학부와 사업단은 우수 외국인 유학생을 선발하고 소속 단과대학을 통하여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에

지원하여 위의 두 가지 장학금을 수혜하고 있다. 글로벌 초우수인재 장학지원 사업은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이 정착에

서 졸업에 이르기까지 패키지형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지원규모에 있어서는 단과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기 때문

에 본 사업단이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사업단이 글로벌 초우수인재 장학지원 사업에 우수 외국인 유학생

을 추천하도록 학부와 협의하였고 이를 통하여 매년 1~2명의 우수 유학생을 지원할 수 있었다.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 (SNU Global Scholarship)>

   - 2013.2학기 : 3명(Fetene Bogale, Piao Shi, Gozde Goz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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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1학기 : 3명(Fetene Bogale, Piao Shi, Gozde Gozlet)

   - 2014.2학기 : 1명(Fetene Bogale)

   - 2015.1학기 : 2명(Xin Shanji, Fetene Bogale)

  (4) 경제학부 발전기금 장학금

  경제학부의 발전기금을 통하여 월 1,000천원 이내의 장학금을 매년 사업단이 추천하는 한국학생 2명과 동남아시아권

외국인 학생 1명 (동남아시아권 학생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발전기금 활용)에게 지원하고 있다. 장학금 지원 대

상과 지원규모 및 기간에 대해서는 사업단의 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고 매 학기 학부에 보고하고 있다.

  2. 대학의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대학원생 유치 홍보활동

   - 해외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외 우수 학생 입학 증가

  우수학생 선발과 대학원생의 출신 대학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다른 대학과 해외 대학 졸업자들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사업단 소속 단과대학에서는 해외 유수대학의 Global Network에 선별적으로 가입하여

학점 교류 및 공동학위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2009년 미국 L.A.에 최초 해외 사무소를 개설

한 이래, 중국 Beijing, 일본 Tokyo, 미국 Washington, 러시아 Moscow 등 글로벌 인프라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SNU President Fellowship을 시행하여 개발도상국 주요 거점대학의 박사학위 미소지자 교수요원을 본

교 박사과정에 초빙하여 개발도상국의 교육 및 연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UC Berkeley,

Columbia University, London School of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College Lond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niversity of Rochester 등 세계적 수준의 해외대학 출신 학생들

이 최근 2년간 약 15%에 달하는 비율로 입학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대학교의 해외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대학원생

유치 홍보활동에 본 사업단 참여교수진을 참가시킴으로써 우수 외국인 학생유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한 결과이다.

  <최근 2년간 해외대학 학부 출신 지원자 및 합격자 현황>

  (1) 2013년 2학기

    - 석사 11명 지원, 5명 합격 (London School of Economics, Cornell University, Simon Fraser University,

      Peking University,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2) 2014년 1학기

    - 석사 17명 지원, 3명 합격 (Waseda University, Washington University in St.Louis, UC San Diego)

  (3) 2014년 2학기

    - 석사 15명 지원, 4명 합격 (UC Berkeley,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of Tokyo, Columbia

      University)

  (4) 2015년 1학기

    - 석사 14명 지원, 6명 합격 (University College Lond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tony Brook (2명),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명), Carnegie Mellon University)

  (5) 참고 (불합격자 출신 유수대학 명단)

    - UC Berkeley, New York University,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Michigan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Roches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UC San Diego,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The Ohio State University,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Brown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UCLA, University of Illinois - Urbana Champaign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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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학원생의 취업 현황 및 진로 개발 계획

 

 ①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

<표 4> 사업단 소속 학과(부) 대학원생 취업률 실적 (단위: 명, %)

T _ 1 _ 1 :

구분

T _ 1 _ 3 :

졸업 및 취업현황

T _ 1 _ 9 :

취업률

(%)(D/C)×

100
T _ 2 _ 3 :

졸업자(G)

T _ 2 _ 4 :

비취업자(B)

T _ 2 _ 7 :

취업대상자

(C=G-B)
T _ 2 _ 8 :

취업자(D)
T _ 3 _ 4 :

진학자
T _ 3 _ 6 :

입대자
T _ 4 _ 4 :

국내
T _ 4 _ 5 :

국외

T _ 5 _ 1 :

2014년 8

월 졸업자

T _ 5 _ 2 :

석사
D _ 5 _ 3 :

21
D _ 5 _ 4 :

5
D _ 5 _ 5 :

8
D _ 5 _ 6 :

0
D _ 5 _ 7 :

8
D _ 5 _ 8 :

7
T _ 5 _ 9 :

석사/박사

합산

T _ 6 _ 2 :

박사
D _ 6 _ 3 :

3
D _ 6 _ 4 :

X
D _ 6 _ 5 :

X
D _ 6 _ 6 :

0
D _ 6 _ 7 :

3
D _ 6 _ 8 :

3
D _ 6 _ 9 :

90.91

T _ 7 _ 1 :

2015년 2

월 졸업자

T _ 7 _ 2 :

석사
D _ 7 _ 3 :

14
D _ 7 _ 4 :

2
D _ 7 _ 5 :

4
D _ 7 _ 6 :

0
D _ 7 _ 7 :

8
D _ 7 _ 8 :

5
T _ 7 _ 9 :

석사/박사

합산

T _ 8 _ 2 :

박사
D _ 8 _ 3 :

4
D _ 8 _ 4 :

X
D _ 8 _ 5 :

X
D _ 8 _ 6 :

0
D _ 8 _ 7 :

4
D _ 8 _ 8 :

4
D _ 8 _ 9 :

75

T _ 9 _ 1 :

계
D _ 9 _ 3 :

42
D _ 9 _ 4 :

7
D _ 9 _ 5 :

12
D _ 9 _ 6 :

0
D _ 9 _ 7 :

23
D _ 9 _ 8 :

19
D _ 9 _ 9 :

82.61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우수성

  1. 개관

  본 사업단이 소속 대학원은 지난 2년(2014-2015년)간 석사 84명(2014년 43명, 2015년 41명), 박사 16명(2014년 6명,

2015년 10명)을 배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2월에 석사 22명, 박사 3명을 배출하였고, 2014년 8월에 석사 21명,

박사 3명을 배출하였으며, 2015년 2월에 석사 14명, 박사 4명을, 2015년 8월에 석사 27명, 박사 6명을 배출하는 등 국

내 대학원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대학원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취업 상태와 관련하여, 52.4%는 국내 또는

국외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대학 및 일반 연구기관(7.4%),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13.4%), 기타 금융관련 연

구기관(17.9%), 정부기관 및 기타(8.9%)에 취업하였고 이들은 전반적으로 대학원 재학 중 연구 분야와 매우 높은 연관

성을 가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진학자를 제외한 전체 취업자들 중에서 77.3%가 경제학 전공분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학, 금융기관, 연구기관,

정부기관 등에 취업하였다. 최근 2년간의 박사과정 졸업생 16명 중 9명이 국내 연구기관에 임용되었고, 그 중 국내대

학 조교수로 임용된 졸업생 1명이 포함된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본 사업단 소속 박사과정 학생 중 1명(박실 학생)이 박사과정 수료 후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

·태평양국(Asia and the Pacific Department)에 취업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으며 현지에서 국제금융 및 금융정책 관

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그간 국내에서 학위를 수료한 박사과정생들이 진출하기 힘들었던 국제기구에

취업하여 능력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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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생의 연구역량을 제고할 목적으로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이 우수한 학위논문을 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체계

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세미나 및 집중강좌도 이 일환으로 개설되고 있다.

  2. 세미나 및 집중강좌

  (1) 제1단계 :「대학원논문연구」과목을 통해 지도교수와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심화 학습한다.

    - 경제학부 내규상 이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석사과정은 6학점까지 수강할 수 있다.

    - 박사과정은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제2단계 :「BK21/김태성기념세미나」를 통해 외국 석학 및 전문가의 최신 이론과 학계의 연구동향을 흡수하고

      이해한다.

  (3) 제3단계 :「BK Brown Bag Lunch Seminar」와 각 분야별 워크숍(예:「경제사워크숍」)의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학위논문의 초고를 발표하여 검토를 받는다.

  (4) 제4단계 : 국제학회에서의 발표를 장려하고 학회에서 받은 코멘트 등을 반영하여 수정함으로써 논문의 완성도

      를 높이고 질(quality)을 제고한다.

  3. 박사학위 졸업생 취업 위원회

  본 사업단의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단 운영위원진들을 그 위원으로 하는 박사학위 졸업생 취업 위원회

(Job Placement Committee)를 구성하여 졸업생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인력수요자들에게 알리고 인력수요기관의 정

보를 집계하여 학위후보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박사학위 졸업생 취업 위원회는 박사학위자들과 학위취

득예정자들의 취업지도과 진로개발을 계획하고 조율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특히 해외의 대학이나 유관 기관에 우수 졸

업생을 홍보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앞으로 이를 더욱 정착시켜 정기적으로 해당 대학원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한다.

  <박사학위 졸업생 취업 위원회 현황>

  (1) 구성

    - 위원장 : BK21플러스 사업단장 김병연 교수

    - 위원 : 김소영, 이철희, 주병기, 김진우, 최승주 교수

  (2) 활동

    - 매 학기별 취업 위원회 소집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들에게 국내 연구기관 및 해외 유관 기관 취업 노하우 상담

  4. 취업 및 진로 간담회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본 사업단 주관 하에 취업 및 진로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를 위해 학

계, 연구기관, 연구관련 기업, 정부 연관 기관의 종사자와 채용담당자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상담하도록 한다. 특히 다

양한 분야에서 재직 중인 본 경제학부 졸업생들을 초청하여 대학원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 및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

다. 또한 해외대학 교수들의 본 학부 방문 시 유학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면담 시간을 주선하고 있다. 아래

에 최근 본 사업단이 개최한 취업 및 진로간담회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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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유학 진로지도면담

    - 강사: Ryo Okui 교수, Kyoto University

    - 일시: 2014년 4월 17일(목)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26-B호(경제학부 객원연구실)

  (2) 경제학부 선배들의 진로간담회

    - 주제: 각 분야 졸업생 선배들을 통한 진로 상담

    - 강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팀장 김세헌, KAIST 산업및시스템공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부국장 정상돈, 기획재정부  금융시장팀장 박재형,

            행정안전부 기획협력과장 서주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김영식

    - 일시: 2014년 5월 15일(목), 16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201호, 83동 305호

  (3) 국제통화기금(IMF) 인사국장 채용설명회

    - 주제: IMF 소개 및 국제금융기구에서 일하고 싶은 인재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

    - 강사: Mark W. Plant, Director of Human Resources Department

    - 일시: 2014년 11월 10일(월)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4) 해외 경제학 대학원 박사과정 진로지도 특강

    - 강사: 김현철(Cornell University), 김성훈(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 일시: 2015년 2월 23일(월)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655호(경제학부 세미나실)

  (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 초청 진로지도 특강

    - 주제: 국제기구에의 취업과 활동

    - 강사: OECD 경제학자 Sanghoon Ahn, OECD 과학, 기술 및 혁신 이사회 Carlo Menon 박사

    - 일시: 2015년 3월 31일(화)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국제세미나실)

  (6) 경제학부 선배들의 진로간담회

    - 주제: 각 분야 졸업생 선배들을 통한 진로 상담

    - 강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범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수진,

            KDI 연구위원 양용현, BK21플러스 사업단 연구원 정지영,

            한국은행 국고증권실 실장 전태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팀장 김명철

    - 일시: 2015년 5월 14일(목), 15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101동 220호

  (7)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특강

    - 주제: 한국 금융 산업의 현황과 미래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전망

    - 강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찬우

    - 일시: 2015년 5월 15일(금)

    -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동 349호(국제세미나실)

  5. 경력개발센터

  서울대학교는 경력개발센터(SNU Career Development Center, http://career.snu.ac.kr/)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



44 / 263

는 취업 및 진로 상담에 있어 효과적인 서비스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진로상담부, 진로정보부, 취업지원부, 글로벌

취업지원부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력개발, 취업지원, 기업연계와 관련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단의 대학원생들에게 경력개발센터의 이용과 상담을 권장할 계획이다.



45 / 263

 

4 대학원생 연구역량

 

4.1 대학원생 연구 실적의 우수성 (최근 2년)

 

 ① 대학원생 1인당 환산 논문 편수

<표 5> 대학원생 논문 및 저서 환산 편수 실적

T _ 1 _ 1 :

항목
T _ 1 _ 3 :

최근 2년간 실적
T _ 1 _ 6 :

전체기간 실적
T _ 2 _ 3 :

2013년
T _ 2 _ 4 :

2014년
T _ 2 _ 5 :

2015년

T _ 3 _ 1 :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 환산편

수
D _ 3 _ 3 :

1.25
D _ 3 _ 4 :

3.75
D _ 3 _ 5 :

7.1333
D _ 3 _ 6 :

12.1333

T _ 4 _ 1 :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 _ 4 _ 3 :

-
D _ 4 _ 4 :

2.1
D _ 4 _ 5 :

1.5
D _ 4 _ 6 :

3.6

T _ 5 _ 1 :

기타국제 학술지 논문 환산편수
D _ 5 _ 3 :

-
D _ 5 _ 4 :

0.5
D _ 5 _ 5 :

1
D _ 5 _ 6 :

1.5

T _ 6 _ 1 :

학술 저서 환산

편수

T _ 6 _ 2 :

국어
D _ 6 _ 3 :

-
D _ 6 _ 4 :

0.3356
D _ 6 _ 5 :

-
D _ 6 _ 6 :

0.3356

T _ 7 _ 2 :

외국어
D _ 7 _ 3 :

-
D _ 7 _ 4 :

-
D _ 7 _ 5 :

0.2142
D _ 7 _ 6 :

0.2142

T _ 8 _ 1 :

총 연구실적 환산편수
D _ 8 _ 3 :

1.25
D _ 8 _ 4 :

6.6856
D _ 8 _ 5 :

9.8475
D _ 8 _ 6 :

17.7831

T _ 9 _ 1 :

1인당 연구실적 환산편수
D _ 9 _ 3 :

X
D _ 9 _ 4 :

X
D _ 9 _ 5 :

X
D _ 9 _ 6 :

0.1139

T _ 1 0 _ 1 :

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 _ 1 0 _ 3 :

X
D _ 1 0 _ 4 :

X
D _ 1 0 _ 5 :

X
D _ 1 0 _ 6 :

156

 

 ②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 편수

 

<표 6> 대학원생 1인당 학술대회 발표 논문 환산편수

T _ 1 _ 1 :

구분

T _ 1 _ 2 :

최근 2년간의 실적
T _ 1 _ 1 1 :

전체기간 실적
T _ 2 _ 2 :

2013년
T _ 2 _ 5 :

2014년
T _ 2 _ 8 :

2015년

T _ 3 _ 2 :

국제
T _ 3 _ 3 :

국내
T _ 3 _ 4 :

계
T _ 3 _ 5 :

국제
T _ 3 _ 6 :

국내
T _ 3 _ 7 :

계
T _ 3 _ 8 :

국제
T _ 3 _ 9 :

국내
T _ 3 _ 1 0 :

계
T _ 3 _ 1 1 :

국제
T _ 3 _ 1 2 :

국내
T _ 3 _ 1 3 :

계

T _ 4 _ 1 :

총 건

수
D _ 4 _ 2 :

2
D _ 4 _ 3 :

1
D _ 4 _ 4 :

3
D _ 4 _ 5 :

5
D _ 4 _ 6 :

0
D _ 4 _ 7 :

5
D _ 4 _ 8 :

7
D _ 4 _ 9 :

2
D _ 4 _ 1 0 :

9
D _ 4 _ 1 1 :

14
D _ 4 _ 1 2 :

3
D _ 4 _ 1 3 :

17

T _ 5 _ 1 :

총 환

산편수
D _ 5 _ 2 :

1.5
D _ 5 _ 3 :

0.8
D _ 5 _ 4 :

2.3
D _ 5 _ 5 :

5
D _ 5 _ 6 :

-
D _ 5 _ 7 :

5
D _ 5 _ 8 :

11.3
D _ 5 _ 9 :

1.2
D _ 5 _ 1 0 :

12.5
D _ 5 _ 1 1 :

17.8
D _ 5 _ 1 2 :

2
D _ 5 _ 1 3 :

19.8

T _ 6 _ 1 :

1인당

환산편

수
D _ 6 _ 2 :

X
D _ 6 _ 4 :

X
D _ 6 _ 5 :

X
D _ 6 _ 7 :

X
D _ 6 _ 8 :

X
D _ 6 _ 1 0 :

X
D _ 6 _ 1 1 :

X
D _ 6 _ 1 2 :

X
D _ 6 _ 1 3 :

0.1269

T _ 7 _ 1 :

소속 학과 대학원생 수
D _ 7 _ 1 1 :

X
D _ 7 _ 1 2 :

X
D _ 7 _ 1 3 :

15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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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학원생 연구활동 촉진 및 지원 계획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계획 포함)

 

 가. 대학원생 학술 및 연구활동 지원 계획

I. 대학원생 학술활동 지원 노력

  지난 BK21플러스 사업기간 동안 본 사업단은 대학원생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하에 본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아래와 같이 총 44명의 석·박사 학생에게 총 28,000천원의

포상금 및 경비를 지원하였다.

  1. 논문게재에 따른 포상금 지급

  참여대학원생이 해당 참여기간 내에 논문게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대학원생 지원비(장학

금)에 포함하여 차등지급한다(단, 수정요청서, 게재예정증명(확인)서 제출 시 해당 월의 장학금 지급일에 추가하여 지

급가능).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에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즉 2인 공저 70%,

3인 공저 50%, 4인 공저 40%, 5인 이상 25%를 지급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SSCI급) : 3,000천원 / 기타국제학술지 : 1,500천원

  (2) 국내등재학술지 : 1,500천원 / 국내등재후보학술지 : 1,200천원

  본 사업단은 최근 2년간 총 14명의 학생에게 14,300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기지훈(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1,500천원

     포상논문: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and Catch-up by Latecomers in  Steel industry"

               (국제저명학술지, Research Policy(2인 공저))

  2) 박진혁(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1,500천원

     포상논문: "Do Latecomer Firms rely on 'Recent' and 'Scientific' Knowledge more than Incumbent Firms Do?

                Convergence or Divergence in Knowledge Sourcing"

               (국제저명학술지,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2인공저))

  3) 조성훈(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750천원

     포상논문: "Recovery from the Great Depression in the U.S., Britain, Germany and Japan: A Comparative

                Input-Output Analysi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2인공저))

  4) 나수미(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750천원

     포상논문: "A Study of Downward Nominal Wage"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2인 공저))

  5) 홍지은(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750천원

     포상논문: "Effects of Education Policies and Institutions on Student Performance"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eoul Journal of Economics(단독))

  6) 김정(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1,500천원

     포상논문: "Housing Cycles and Consumption in Emerging-Market Economie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Korea and the World Economy(단독))

  7) 도민영(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1,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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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논문: "6·8운동의 경제적 영향: 프랑스 5월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제사학(단독))

  8) 안소영(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750천원

     포상논문: "Preferential and MFN tariffs: Complements or Substitute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Journal of Market Economy(2인공저))

  9) 현정식(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250천원

     포상논문: "한국에서 재정적 물가이론의 타당성"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량경제학보(4인 공저))

 10) 유근식(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1,500천원

     포상논문: "우리나라의 연령-범죄분포 변화에 대한 코호트 분석"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범죄학(단독))

 11) 김성희(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1,500천원

     포상논문: "Trust and Labor Market Participation"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비교경제연구(단독))

 12) 송상윤(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300천원

     포상논문: "주택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경제분석(주저자2인, 기타1인))

 13) 신선희(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750천원

     포상논문: "Firm Size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2인공저))

 14) 홍정의(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250천원

     포상논문: "한국에서 재정적 물가이론의 타당성"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계량경제학보(4인 공저))

  2.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에 따른 포상금 및 경비 지급

  (1) 포상금 지급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200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500천원을 지급한다. 단, 국제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포상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사업단은 최근 2년간 국내 및 국외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대학원생 총 28명에게 1,370

천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다.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이선영(2013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25th Annual EAEPE conference 2013 

  2) 홍지은(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Pacific Rim 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3) 박준기(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Pacific Rim 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4) 김서영(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Pacific Rim 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5) 김서영(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Pacific Rim 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6) 박준태(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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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명: Pacific Rim 3 Conference on Financial and Economic Links and Institutions for Prosperity

  7) 권구현(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Econometric Study Group

  8) 이석준(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만원

     학술대회명: The 1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Josep A. Schumpeter Society

  9) 강지혜(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4th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East Asian Economic Assoication

 10) 이종호(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

 11) 이준영(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26th Annual EAEPE Conference 2014

 12) 박진혁(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

 13) 김효석(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Asia Pacific Innovation Conference 2014

 14) 정성엽(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International Researach conference on  Business, Economics and Social Sciences IRC-2015

 15) 김태훈(2014년도 2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International Researach conference on  Business, Economics and Social Sciences IRC-2015

 16) 홍지은(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17) 고지현(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18) 이종민(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19) 신선희(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20) 한준희(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2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21) 송민우(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WEAI 90th Annual Conference

 22) 정혜원(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Conference on Economic Design 2015

 23) 조성훈(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WEAI 90th Annual Conference

 24) 박혜진(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The 1st World Congress of Comparative Economics

 25) 이소연(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Finance and Economics conference 2015 in Germany 

 26) 권혁준(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5

 27) 장희인(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5

 28) 허윤지(2015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500천원

     학술대회명: East Asian Game Theory Conference 2015

  (2)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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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한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학생에 대하여 이에 수반되는 항공료, 등록비, 체재비 등을 지원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총 46,997천원이 지출되었다.

  3. 영어논문 에디팅, 논문게재료 비용 지원

  본 사업단에 참여중인 대학원생의 논문의 영문 작성을 장려하기 위해 영어논문의 에디팅 비용과 논문 게재료를 지원

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총 4명의 학생에게 약 847천원이 지출되었다.

  4. 해외연수

  장단기 해외연수 및 학술회의 참가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은 소정의 지원서 및 연수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다. 본 사업단의 운영위원회는 지도교수의 의견과 지원자의 교육ㆍ연구 활동에 대한 평가결과에 기

초하여 참가자를 선발한다. 선발된 참가자는 계획서에 제시된 일정에 따라 충실하게 연수를 받아야 하며, 연수를 마친

후 2주 이내에 지도교수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연수 지원을 받은 자는 연수 후 2년 이내에 0.5편 이상

의 논문을 SSCI급 국제학술지에 게재하거나 또는 게재 확정을 받아야 한다.

  본 사업단은 이와 같은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학술 및 연구 활동 지원에 대한 결과

를 대학원장학위원회에서 평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지난 2년간 학진등재지 출판실적이 연평균 4.5편이고 국제저명학술지의 실적은 없었으나, 현재 13명의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단독 혹은 지도교수와의 공동으로 총 12편의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투고하여 5편이 부분 수정후 게재 허

가를 받았으며 7편이 현재 심사 중에 있다. 다음은 게재된 논문 중 대표적인 것과 부분 수정 후 게재를 받은 논문 혹

은 투고 논문의 예시이다.

  장민수 학생은 황윤재, 이석배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Nonparametric Tests of Conditional Treatment

Effects with an Application to Single-sex Schooling on Academic Achievements")을 국제저명학술지인 Social

Choice and Welfare에 게재하였다.

  정진용 학생이 김선구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Information Space Conditions for the First-order Approach

in Agency Problems")은 경제이론 분야의 최고수준 국제학술지로 알려진 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게재 확정되었

다.

  기지훈 학생은 이근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Successive Changes in Industrial Leadership and Catch-Up by

Latecomers in Steel Industry: The US-Japan-Korea")이 국제저명학술지인 Research Policy(JCR 2014 IF 3.117)에 부

분 수정 후 출판허가를 받았다.

  권구현 학생은 이석배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The Identification Power of Smoothness Assumptions in

Models with Counterfactual Outcomes")을 국제저명학술지인 Quantitative Economics(JCR 2014 IF 1.633)에 부분 수정

요구후 재투고 준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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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영 학생은 김병연, 최승주, 이석배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The Development of Preferences for

Institu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을 국제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JCR

2014 IF 1.170)에 투고하였다.

  이외에도 현재 8편의 논문들이 국제기타학술지와 학진등재지에 심사 중(이 중 네 편이 게재 확정되었음)에 있다. 대

표적으로 이선영 학생이 이근 교수와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Heterogeneous Expectations leading to Bubbles and

Crashes in Asset Markets  Tipping Point, Herding Behavior and Group Effect in an Agent-based Model")이 Journal

of Open Innovation: Technology, Market, and Complexity에 게재 확정되었다.

  본 사업단은 연구의 질적인 수월성 이외에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에 대한 출판을 장려하고 있으며, 참여대학원생들 간

의 공동연구 등을 장려해 출판 부수의 연별 증가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들의 학술대회 발표의 연도별 증가

추이는 유지하며, 학술대회의 권위, 전통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논문 발표가 국제저명학술지 출판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대학원생들의 학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대학원생의 연구 내용을 대

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2015년 8월부터 사업단 홈페이지에 논문 출판전의 Working Paper를 업로드할 수 있는 공간

을 마련해놓고 연구 내용의 대외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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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1.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

  사업단은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2.8명의 신진연구인력을 확보하였다. 이들은 1인당 논문 환산편수 1.6편의 학술연구

실적을 올렸다. 특히 2015년에 연구실적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며 전반적인 연구 실적도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학진

등재지(환산편수 3편) 출판 이외에 외국어저서(환산편수 0.1편) 출판과 국제저명학술지(환산편수 1.5편) 출판 등 연구

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이 중 논문게재에 대한 포상금(6,000천원) 이외에 학술대회참가경비지원(5,398천원)과

논문게재료 지원(1,603천원)이 이뤄져, 지난 2년간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연구활동지원은 연평균 6,501천원에 달했다.

  신진연구인력 지원을 위한 실천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본 사업단은 4명의 신진연구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공간(16A동 201호, 총 면적 27.98㎡)을 확보

      하고 있으며, BK 연구교수실(16동 206-1호, 총 면적 22.74㎡)을 두어 연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2) 신진연구인력의 논문 실적 포상금으로 총 6,000천원이 지급되었다.

  (3) 신진연구인력의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국제학술대회(총2회, World Finance Conference in Venice, 16th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in Amsterdam)에 대해서 총 5,390천원이 지원되었고, 국내학술활동의 발표

      및 토론(총3회, 한국계량경제학회 2015 하계정기학술대회, 한국산업조직학회 2015 하계학술대회, 한국EU학회

      2015 하계학술대회)이 이루어졌다.

  (4) 현재 재직 중인 5명의 신진연구인력 중 정지영 박사(안동현 교수와 연구- 'How Does a Market Perish? -

      Lessons from the Japanese Floaters Market', 'Is investors' Pessimistic View Necessarily Detrimental to

      an Issuing Firm?')와 이병욱 박사(이지순 교수와 연구- 'Optimal Resource Allocation through Government

      Involvement',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 Lessons from South Korean Saemaul Movement in

      1970s')가 BK 참여교수들과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고 있다.

  2.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계획

  본 사업단은 향후 우수신진연구인력 확보와 이들의 연구실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였

다.

  (1) 우수신진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발전기금 활용 계획

      학부 발전기금을 이용하여 선발된 우수신진연구인력에게 월 1,500천원 이내의 월급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우수신진연구인력이 연구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연구공간 효율화

      사업단은 4명의 신진연구인력이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연구공간(연구실 2개)을 확보하고 있다. 향후 필요

      하다면 연구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3) 외국인 신진연구자의 BK 국제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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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BK21플러스 사업 신진연구인력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서울대학교 BK 국제관(총391세대)에 입주하여

      비교적 저렴한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학부와 협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논문게재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진연구인력이 해당 참여기간 내에 논문게재를 할 경우,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

      으로 유지하여 우수 논문 작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제저명학술지(SSCI급):3,000천원,      기타국제학술지:1,500천원

      국내등재학술지:1,500천원,           국내등재후보학술지:1,200천원

      단, 공저 및 공동 논문의 경우 인문사회분야 연구업적별 평가기준에 따라 지급함. 2인 공저 70%, 3인 공저

      50%, 4인 공저 40%, 5인 이상 25%를 지급한다. 향후 국제저명학술지의 등급에 따라 5대학술지와 상위 30위

      학술지 게재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5) 학술활동 지원(국제학회 참여시 지원)

      사업단 소속 신진연구인력이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가하는 경우 등록비와 교통비(서울, 경기

      지역 제외 실비기준)를 200천원을지급한다. 국외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500천원을 지급한다.

      단, 국제학술대회 참가에 따른 포상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사업단 참여교수와의 공동 연구

      BK21플러스 사업의 신진연구인력 채용 시 중점 사항 중 하나를 참여교수와의 공동 연구 가능 여부에 둘 것

      이다. 이를 통해 신진연구인력의 연구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이들의 학계와 연구기관에의 취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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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의 국제화 전략

 

5.1 교육 프로그램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1. 국제 교류 프로그램 계획

  본 사업단은 2013-2015년 동안 참여 대학원생들의 국제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 참석 등을 지원하여, 41건의 국제학

술대회 발표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박진혁 대학원생이 "Do Latecomer Firms rely on 'Recent' and 'Scientific'

Knowledge more than Incumbent Firms Do? Convergence or Divergence in Knowledge Sourcing"이라는 주제로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SSCI) 국제학술지에 1건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향후 기존에 실시한 단기 연수 프로그램, 국제 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국제 교류 프로그램을 더욱 활

성화시킬 계획이다. 그 동안의 대학원생들의 실적이 단기연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해외 장기연수 지원을 더욱 확대

할 계획이다. 매년 2명의 학생(6개월 기준)을 선발하여 해외 장기 연수를 지원하며 각 학생에게 2,000천원의 항공료와

월 1,500천원의 체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해외 단기 연수로 국제 컨퍼런스, 국제 세미나 참석, 발표에 대

한 지원을 하기 위해 20명 이상의 학생을 선발하여 항공료, 체제비, 등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2. 국제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는 대학원생들을 국제적인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왔

다. 그 결과 지난 2013-2105년 BK21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이 1건의 SSCI급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약 90건의 해

외 석학 초청 세미나를 개최(김태성 기념 세미나, 특별강연, 국제학술대외 지원, 금융경제연구원 세미나)하여 대학원

생들의 국제화 능력을 향상시켰다.

  향후에도 대학원생들을 국제적인 수준의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지금의 프로그램에서 더욱 강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업기간 중에 국제저명학술지(SSCI급)의 등급에 따라 포상금을 300만원 이상으로 증액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제학술지에 투고할 논문에 대해 영문 교정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해외기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고자 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협약을 맺어 대학원생 인턴과 박사후과정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기관에서의 인턴

경험과 박사후과정의 경험을 통해 본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이 국제적인 인재가 되는 중요한 발판으로 작용할 것이다. 

  기존의 해외 석학 초빙 세미나, 강좌, 국제학술대회 개최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매년 50인 이상

의 해외 유수대학 및 주요기관에서 활동 중인 석학을 초청하여 첨단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경제학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우수 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3개

이상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이 국제학회에 대학원생의 참여 세션을 조직하여 대학원생들의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발표하고 검토 받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3. 프로그램 구성의 국제화

  최근 2년간 석박사 학위논문의 영문 작성 비율 평균은 박사가 69.1%, 석사 37.2% 로서, 지난 2010년-2012년(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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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석사:29.3%)에 비해 각각 27.1%, 54.2%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이러한 실적을 유지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석

박사 학위논문의 영문 작성 비율을 각각 70%와 5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한편 대학원 강의의 외국어 강좌 개설 비율은 2013-2015년 동안 약 20.0%를 기록하였는데, 외국인 교수 확충, 외국

어 강좌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해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즉 매년 1%p씩 외국어 강의 비중을 증가

시켜, 영어강의 비율을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25% 정도 수준으로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영어강의, 논문 작성

과 함께 학생들의 영어발표 기회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본 경제학부에서 실시하는 브라운백 세미나에 대한 학생

들의 참여를 높이고 영어발표 의무화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통해 국제화에 대한 지원을 지

속할 계획이다.

  4.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 계획

  교육 인프라의 국제화를 위해 먼저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공간 인프라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본 사업단 소속 경제

학부 대학원생을 위해 2개의 박사과정생 연구실(총 면적: 89.18㎡), 7개의 대학원생 연구실(총 면적: 401.57㎡)을 운

영하고 있다. 그리고 초빙교수·방문교수·기타 프로젝트별 연구실(총 면적: 268.43㎡)도 확보하여 국제적 수준의 연

구중심 대학원으로서 기능하는데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다만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 대학원이 국내 최대 규

모인 만큼 대학원생 1인당 공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 대학원생 1인당 연구공간의 크기를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까지 박사과정생과 전공별 대학원생 연구실을 각각 1개씩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연구와 토론을 위한 소규모의 세미나실도 확대할 계획이다. 50명 수용 규모의 첨단 디지털 강의

실/실험실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통계 수업, 경제학 의사결정 실험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대학원생도

필요할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

  영어 강의, 국제학회 참가, 해외석학 세미나, Summer/Winter 프로그램을 활용한 강의와 연구의 국제화를 위해 영어

강의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내외국인 교수들의 영어강의를 활성화하여 국제화를 도모할 계획이며, 지난 사

업기간에서도 활발히 추진하였던 대학원생들의 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통한 국제적인 인력양성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다. 또한 해외 저명 석학들을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향상과 함께 국제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한 외국인 전임/비전임 교수를 점차적으로 증원하여 국제화 수준을 향상할 것이며, 우수한 외국인 대학

원생 및 해외대학 학부를 졸업한 한국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내대학 출신 대학원생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

대화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초우수 인재 정착지원 사업(SNU Global Scholarship)과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SNU Young Star Program) 사업의 수혜자들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본 사업단 소속 단과대학 및 본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프로그램에도 적극 참여하여 그 수혜를 본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들에게 돌아가고자 노력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국제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우수인재를 조기 발굴하기 위하여 해외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및 우수 학생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유치된 인재에 대해서는 등록금, 생활비 및 기숙사 등을 포괄한 패키지형 지원체

계를 구축하고, 우수 외국인 학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본교 차원에서 기숙사 증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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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 (최근 2년)

 

 가. 외국인 교수·학생 비율

<표 7> 교육의 인프라 국제화 현황(학과 전체 기준)

T _ 1 _ 1 :

항목
T _ 1 _ 2 :

구     분
T _ 1 _ 3 :

최근 2년간 실적
T _ 1 _ 6 :

전체기간 실적
T _ 2 _ 3 :

2013년
T _ 2 _ 4 :

2014년
T _ 2 _ 5 :

2015년

T _ 3 _ 1 :

외국인 전임교수

T _ 3 _ 2 :

사업단 학과(부)

전임교수 수
D _ 3 _ 3 :

36
D _ 3 _ 4 :

75
D _ 3 _ 5 :

36
D _ 3 _ 6 :

147

T _ 4 _ 2 :

외국인 전임교수

수
D _ 4 _ 3 :

4
D _ 4 _ 4 :

7
D _ 4 _ 5 :

3
D _ 4 _ 6 :

14

T _ 5 _ 2 :

비율 (%)
D _ 5 _ 3 :

11.11%
D _ 5 _ 4 :

9.33%
D _ 5 _ 5 :

8.33%
D _ 5 _ 6 :

9.52%

T _ 6 _ 1 :

외국인 대학원생

T _ 6 _ 2 :

사업단 학과(부)

대학원생 수
D _ 6 _ 3 :

101
D _ 6 _ 4 :

227
D _ 6 _ 5 :

127.5
D _ 6 _ 6 :

455.5

T _ 7 _ 2 :

외국인대학원생

수
D _ 7 _ 3 :

10.5
D _ 7 _ 4 :

16
D _ 7 _ 5 :

6.5
D _ 7 _ 6 :

33

T _ 8 _ 2 :

비율 (%)
D _ 8 _ 3 :

10.4%
D _ 8 _ 4 :

7.05%
D _ 8 _ 5 :

5.1%
D _ 8 _ 6 :

7.24%

 

 나.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및 교과담당계획 (학과전체기준)

  1. 외국인 교수 연구실적

  지난 2년 동안 3인의 외국인 교수에 의한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실적은 총 8건이며, 이중 국제학술지는 5건

(SSCI급 2건, 기타국제학술지 3건), 국내학술지(학진등재지)는 3건이다.

  Oyvind Thomassen 교수는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SSCI) 저널에 "Asymmetric Price Increase In

Critical Loss Analysis: A Reply To Langenfeld And Li" 논문을 2014년에 게재하였다. 또한 Seoul Journal of

Economics에도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Jihong Lee 교수는 "Complexity and Markov Behavior in Bargaining with Investments(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Firm Behavior under Consumer Loss Aversion(Seoul Journal of Economics)", "Complexity and

Repeated Implementation(Journal of Economic Theory)" 등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Economic Journal에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Evidence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의 논문게재 확정을

받았다.

  Elias Sanidas 교수는 Journal of Competition Law & Economics(SSCI) 저널에 "Four Harmonic Cycles Explain and

Predict Commodity Currencies' Wide Long Term Fluctuations" 주제로 논문을 게재하였고, Journal of Economics and

Business 저널에 "How SMEs or Larger Firms and Industries' Productivity Respond to Technology: A Panel Data

Study"와 "The Greek Non-Paradigm of Economic and Business Development, and Comparisons with South Korea",

Journal Of Emerging Economies And Islamic Research에는 "Emerging Economies of East and South East Asia: Some

Salient Points about Technology’s Role in Economic Development"등의 기타국제저널에 3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2015년 8월 31일 정년퇴임하였다. 그리고 Yves Gueron 교수가 2015년 9월 1일자로 신임 외국인 교수로 부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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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본 사업단 소속 외국인 교수들의 연구실적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외국인 교수 교과담당계획

  본 사업단은 경제학 기초분야를 전공하는 외국인 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있어 향후 외국인 교수들을 통한 전공 기초과

목의 강의를 확대할 예정이다. Jihong Lee 교수, Oyvind Thomassen 교수 등이 최근 2년간 본 사업단 소속 경제학부에

서 강의와 연구를 담당하여 왔으며, 2015년 9월부로 Yves Gueron 교수가 새롭게 본 사업단에 참여하여 학부 및 대학원

강의와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은 참여 외국인 교수들이 맡게 될 교과목 개요이다.

  Jihong Lee 교수는 "게임이론 및 응용"(학부)과 "미시경제학연구"(대학원)를 강의하고 있으며, 2015년 2학기에는 "

시장설계 이론 및 응용" 강의와 "대학원 논문 연구"를 지도할 예정이다.

  Oyvind Thomassen 교수는 그동안 "경제원론"(학부), "경제통계학"(학부), "고급산업조직론연구"(대학원) 등의 과목

을 강의하였으며, 2015년 2학기에는 "경제통계학"(학부), "고급산업조직론연구"(대학원)의 강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2015년 2학기에 부임할 예정인 Yves Gueron 교수는 2015년 2학기에 "미시경제이론"(학부) 강의와 함께 대학원 논문

연구를 함께 지도할 예정이다.

  Jihong Lee 교수는 현재 석사과정 3명, Oyvind Thomassen 교수는 현재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3명의 논문을 지도하

고 있으며 이들은 지난 2년(2013.9-2015.8) 동안 각각 1명의 석사학위자를 배출하였다.

 

 <연구역량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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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단의 연구 비전 및 달성 전략

 

6.1 향후 4년간 사업단이 수행할 연구의 비전 및 추진 방법의 우수성

  본 사업단은 향후 4년간 사업단이 수행할 연구비전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연구 업적의 질적 향상과 국제

적 위상 강화를 통하여 세계 15위권의 경제학 연구 집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한국 사회, 경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척시켜 이를 세계화시키는 작업을 포함하여 양방향 국제화를 도모함으로써 아시아권 최고의 글로벌 연구 허

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Ⅰ장에서는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Ⅱ장은 연구 추진 전략 및 그 방법의 우수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룬다.   

Ⅰ 연구 역량 향상을 위한 비전

  1.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 역량 평가

   (1) 정량적 역량 평가 

      서울대 경제학부의 BK21플러스 사업단이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사업을 진행한 결과 사업단 참여 교수

      의 연구역량이 정량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a) 1인당 연평균 SSCI급 국제학술지 게재건수 34% 증가 

         BK플러스21 사업의 평가기간인 2013년 9월-2015년 8월까지 1인당 연평균 SSCI 등재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는 

         1.185건이다. 이는 2013년 사업신청 당시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 (2010년 1월 - 2012년 12월, 0.885건)에 비

         해 34%나 증가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이는 사업 신청 당시 2013년 9월-2015년 8월의 기간 동안 달성하겠

         다고 제시했던 목표 (1.035건)를 14.5%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BK21플러스 사업이 

         서울대 경제학부 소속 BK21플러스 사업단 참여 교수의 연구 역량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시사한다. 

     (b) 정량적 역량 국제비교: 코넬대 > 위스콘신대 > 본 사업단 > 동경대 > 싱가포르국립대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을 정량적인 측면에서 국제 유수대학과 비교하기 위해, 미국 대학원 경제학 랭킹 13위

         인 위스콘신대와 18위인 코넬대, 그리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인 싱가포르 국립대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이하 NUS)와 동경대를 비교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실적을 기

         초로, 1인당 연평균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비교하였다. (학교 간 동등한 비교를 위해 기타국제학술지의 게

         재건수를 포함하였으며 학부 전체 교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코넬대(1.13) > 위스콘신대(0.98) > 본 사업단(0.94) > 동경대(0.88) > NUS(0.84)

         위와 같이 논문 게재건수는 코넬대가 1.13건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순서인 위스콘신대와 본 사업단은 

         수치적으로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본 사업단의 논문 게재건수가 세계 10-20위권 대학과 견주어볼 때 평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량적인 측면에서, 세계 15위권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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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인당 연평균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1.15-1.2건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연구비전을 정립할 필

         요가 있다.

     (c) 연구역량 향상을 통한 한국경제학계의 위상 제고

         ① 세계 학계에서의 평가는 연구업적의 수보다는 질에 의해서 크게 좌우 

            : 본 사업단이 속한 한국경제학계의 현황을 볼 때 2000년대 이후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연구업적의 양

              적팽창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각 대학의 경제학과는 신임교수 선발 및 기존교

              수 평가과정에서 연구업적요건을 강화하였고, 이는 국내/국제 학술지 게재 논문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양적 팽창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국제 학술지 게재

              건수의 증가만으로는 연구의 수월성에 따라 영향력이 결정되는 세계경제학계를 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

              다. 실제로 세계 학계에서의 평가나 명문대학의 순위는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보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의 질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다. 이는 (1)의 (b), 국제비교에서 본 바와 같이, 코넬대가 위스콘신대

              에 비해 양적으로 연구업적이 더 많은 데 비해 대학원 랭킹이 더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2)의 (c)에 

              서 후술하겠지만,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질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위스콘신대가 코넬대보다 순위

              가 높다.) 즉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썼느냐보다는 새로운 분석 틀과 아이디어를 통해 학문에 새로운 지평

              을 연 연구 결과를 도출했느냐의 여부가 학계의 평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② 세계 15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업적의 질적 향상이 필수

            : 본 사업단이 연구역량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부분은 세계 유수 경제학과들과의

              경쟁이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의 수월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본 사업단이 이러한 요구에 부응

              할 수 있을 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뿐 아니라 한국경제학계의 위상 역시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국내 다른 대학의 경제학과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사업단이 속한 서울대 경제학부가 세계 15위권 수준의 경제학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측면에

              서의 연구 업적 제고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2) 정성적 역량 평가

       국제학술지 게재건수가 양적지표라고 한다면, 질적지표는 국제학술지의 수준에 의해 설정될 수 있다. 경제학 5

       대 학술지(Econometrica, American Economic Review,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는 경제학계 최고 학술지로 전 세계적으로 공히 인정받고 있으며, 연

       구의 수월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상위 30위 국제학술지로 분류되는 26개

       의 국제학술지는, 5대 학술지에 포함되지 않으나 국제적으로 명성이 높은 일반 분야와 경제학 각 분야에서의 

       최고수준 학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경제학 5대 학술지 및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는 

       연구 역량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용하다. 

       (5대 학술지를 제외한 상위30위 국제학술지의 목록은 "부록 A" 참조)

     (a) 연평균 경제학 5대 학술지 게재건수 1.5건, Revise and Resubmit(R&R) 3건, 투고 2건 

         본 사업단의 경제학 5대 학술지 게재건수는 최근 2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5건에 달한다. 이는 2013년 사업

         신청 당시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2015년 8월 현재 5대 학술지에 R&R 상태인 논

         문이 3건, 투고된 논문이 2건으로 (해당 연구목록은 이후 나오는 "(3)의 (a)" 참조), 향후의 사업기간 동

         안에도 꾸준히 5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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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연평균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 132% 증가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연평균 상위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 (5대 학술지 제외)는 평가기간 동안 8.5건으

         로, 2013년 사업신청 당시 평가 대상 기간의 실적(3.67건)에 비해 132%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업 신청 당시

         2013년 9월-2015년 8월의 기간 동안 달성하겠다고 제시했던 목표 (4.42건)를 92.3% 상회하는 수준이기도 하

         다. 또한 2015년 상반기 중에는 게재되지 않았으나, 2015년 8월 현재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5대학술지 제

         외)에 게재가 확정 (forthcoming)된 논문이 2건, R&R을 받은 논문이 7건, 투고가 완료된 논문이 1건으로 (해

         당 연구목록은 이후 나오는 "(3)의 (b)" 참조), 향후의 연구 성과도 기대할만하다. 연구 성과의 이와 같은

         비약적인 증가는 BK21플러스 사업이 본 사업단 참여 교수의 연구 역량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시

         사한다.  

     (c) 정성적 역량 국제 비교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을 질적인 측면에서 국제 유수대학과 비교하기 위해, 정량적 역량의 국제 비교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 대학원 경제학 랭킹 13위인 위스콘신대와 18위인 코넬대, 그리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대학

         인 싱가포르 국립대 (NUS)와 동경대를 비교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의 실적을

         기초로, 1인당 2년 동안의 게재건수를 비교하였다. (학교 간 동등한 비교를 위해 기타국제학술지의 게재건수

         를 포함하였으며 학부 전체 교수의 숫자를 이용하여 평균을 계산하였다.) 

         ① 5대학술지: 위스콘신대(0.56) > NUS(0.20) > 코넬대(0.16) > 본 사업단(0.08) > 동경대(0.02)

            경제학 5대 학술지의 2년 동안의 1인당 게재건수는 위스콘신대가 0.56건으로 가장 높고, NUS와 코넬대가

            그 다음 순서인데, 위스콘신대와의 격차가 2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사업

            단의 경우 동경대보다는 5대학술지 게재건수가 많으나, 이 면에서 아직 세계 20위 수준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② 상위30위국제학술지: 코넬대(0.77) > 본 사업단(0.47) > NUS(0.47) > 위스콘신대(0.44) > 동경대(0.13) 

            5대학술지를 제외한 상위30위 국제학술지의 2년 동안의 1인당 게재건수는 코넬대가 0.77건으로 가장 높

            고, 그 다음 순서인 본 사업단과 NUS, 위스콘신대는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상위30위 국제 

            학술지 게재건수로 평가할 때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은 세계 10-20위권 대학과 견주어보더라도 평균 이상

            의 수준임을 확인시켜준다.

 

         ③ 질적 역량 제고의 필요성 

            본 사업단의 SSCI급 논문 게재건수 및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는 세계 10-20위권 대학과 견주어

            볼 때 평균 이상의 수준이지만, 5대 학술지의 게재건수를 보면 아직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으

            로 평가된다. 이는 서울대 경제학부가 세계 15위권의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히 연구업적의 질을

            제고해야 함을 시사한다.  

 

     (d) 연구역량의 국내비교 

         한국 경제학계의 위상 제고와 국내대학 경제학 교수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업적의

         질적 향상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연구업적을 국내적으로 평가할 때 본 사업단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이

         는 본 사업단을 비롯한 국내 유수대학인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와의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이 비

         교를 위해 2013.09-2015.08의 기간에 걸친 5개 학교의 실적을 이용하였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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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www.kri.go.kr)에서 조사하여 얻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기술에 이용된 모든 자료

         는 2015년 9월 5-7일에 확인하였다. 연평균 1인당 게재건수를 비교할 때에는 각 학교의 경제학과 전체 교수 

         숫자를 이용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상위30위 국제학술지의 연평균 1인당 게재건수는 본 사업단 (0.236) > 연세대 (0.136) > 고려대 (0.097) > 

         서강대 (0.059) > 성균관대 (0.043) 의 순으로 본 사업단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2013.09-2015.08의 기간 동안, 사업단 차원에서의 경제학 5대 학술지 게재건수는 다음과 같다. 

         (내림차순으로 표기)

         - 본 사업단 (3건): 김진우 (전임, 2013, Econometrica)

                            이석배 (전임, 2014, Econometrica)

                            최승주 (전임, 2014, American Economic Review)

         - 연세대 (3건):    문형식 (USC-연세대 겸임, 2014, American Economic Review)

                            문형식 (USC-연세대 겸임, 2015, Econometrica)

                            김용진 (전임, 2015, America Economic Review)

         - 성균관대 (1건):  박인욱 (Bristol대-성균관대 겸임, 2014, Review of Economic Studies)

         - 고려대 (0건)

         - 서강대 (0건)

         경제학 5대 학술지와 관련된 비교에서는 게재건수 및 해당교수의 소속을 병기하였다. 이는 국내대학에만 전

         임으로 재직 중인 교수들에 의한 연구역량의 향상이 BK21플러스 사업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때

         문이다. 그리고 해외대학 겸직 교수의 경우 국내 체류 기간이 국내대학 전임 교수에 비해 짧으므로 국내 대

         학교수들 및 학생들과의 의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제학 5대 학술지 및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와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업적을 평가한다면,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국내대학 전임교수가 게재한 총 4건의 5대학술지 게재 중 3건을 게재함으로써 다른 

         4개의 사업단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3) 연구 역량 향상에 대한 전망

       본 사업단의 연구 역량에 관한 앞으로의 전망은 매우 밝다. 2015년 8월 현재 5대 학술지에 R&R 상태인 논문이

       3건, 투고가 완료된 논문이 2건으로, 수준 높은 5건의 연구들이 완결성을 갖춘 형태로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게재확정(forthcoming)된 논문이 2건, R&R 상태인 논문이 7건, 투고

       가 완료된 논문이 1건 있다. 이는 본 사업단이 사업기간 동안에 연속성 있게 연구업적의 질적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시사한다.

     (a) 5대학술지: R&R(3건), 투고(2건)

         ① 이재원(참여), Carlos Carvalho, "Sectoral Price Facts in a Sticky-Price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R&R)

         ② 조성진(참여), John Rust, "Precommitments for Financial Self-control: Evidence From the 2003

            Korean Credit Cri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R&R)

         ③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Daniele Condorelli, "Weak Cartels and Optimal Auc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R&R)

         ④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Fuhito Kojima, "Stable Matching in Large Economies", Econometrica

            (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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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서명환(참여), Taisuke Otsu, "Nonparametric and Partially Identified Cube Root Asymptotics for 

            Maximum Score and Related Methods", Review of Economic Studies (Submitted)

 

     (b) 상위30위 국제학술지: 게재확정(2건), R&R(7건), 투고(1건)

         ① 이석배(참여), Jihong Lee(참여) and 권순우, "International Trends in Technological Progress: 

            Evidence From Patent Citations, 1980-2011", Economic Journal (Forthcoming)

         ② 이재원(참여), Saroj Bhattarai and Woong Yong Park, "Policy Regimes, Policy Shifts, and U.S. 

            Business Cycl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Forthcoming)

         ③ 김진우(참여), 최연구, 최승주(신임), "An Experimental Study of Sponsored-Search Auction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R&R) 

         ④ 서명환(참여) and Yongchul Shin (York University), "Dynamic Panel with Possibly Endogenous 

            Threshold Effect", Journal of Econometrics (R&R)   

         ⑤ 이재원(참여), Carlos Carvalho and Niels Dam, "Real Rigidities and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Price Stickiness: Evidence from Micro and Macro Data Combine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R&R) 

         ⑥ 주병기(참여), Juan D. Moreno-Ternero (Universidad Pablo de Olavide and CORE,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Fair allocation of disputed propert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R) 

         ⑦ 황윤재(참여), Heejoon Han, Oliver Linton and Tatsushi Oka, "The Cross-Quantilogram: Measuring 

            Quantile Dependence and Testing Directional Predictability between Time Series", Journal of 

            Econometrics (R&R) 

         ⑧ 황윤재(참여), Oliver Linton and Yu-Min Yen, "A Nonparametric Test of a Strong Leverag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etrics (R&R) 

         ⑨ 최승주(참여), Andrea Galeotti, and Sanjeev Goyal, "Trading in Networks: Theory and Experi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R&R)

         ⑩ 김병연(참여), 최승주(참여), 이석배(참여), 이정민 and 김서영(BK참여대학원생), "The Development of

            Preferences for Institu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Submitted)  

   

   (4) 국제적 활동 역량 평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연구역량 향상은 연구업적뿐 아니라, 국내 및 국제학계에 미치는 영향의 측면에서도 나

       타난다. 그러므로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는 데에 있어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학술활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증대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2013년 사업신청 당시에는 총 8인의 교수가 세계 20위권 내의 대학 수

       준의 국제적 학술활동을 하고 있었던 반면, 지난 2년 간의 BK21플러스 사업기간 동안 3인이 증가하여 11인이 

       되는 등 (37.5% 증가), 국제적 학술활동이 정성적으로도 제고되었다.

     (a) 19개의 SSCI급 학술지의 (부)편집장, 편집위원 역임, 국제학술단체에서 위원회 활동

         2015년 8월 현재 총 11인의 교수가 19개의 SSCI급 학술지의 편집장 혹은 부편집장, 편집위원을 역임하고 있

         고, 7인의 교수가 유수 국제학술단체에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 학술활동을 하는 교수의 수를 2013

         년 5월 기준 8명의 수준에서 매년 10%씩 증가시키는 것이 사업신청 당시의 목표 (2015년에 10인)이었지만, 

         본 사업단에서는 현재 11인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목표를 10% 초과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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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두 명의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 및 5대학술지 편집위원 보유

         2010년에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로 선정된 이후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황윤재 교수에 이어, 이석

         배 교수가 2014년에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로 선정되었다. 2명의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를 국

         내대학 전임교수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내대학으로는 본 사업단이 유일하다. 또한 사업신청 당시에는 5

         대학술지의 편집위원이 없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참여기간 동안에 최승주 교수가 Review of Economic 

         Studies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역시 괄목할만하다. 

     (c) 대표적인 국제적 학술활동의 내용

 

         ① Econometric Society (Fellow): 황윤재 교수

         ② Econometric Society (Fellow): 이석배 교수

         ③ Econometric Theory (Co-editor): 황윤재 교수

         ④ Research Policy (Editor): 이근 교수

         ⑤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Editor): 주병기 교수

         ⑥ International Schumpeter Society (차기 President 선정): 이근 교수

         ⑦ Review of Economic Studies (Editorial Board Member): 최승주 교수

         ⑧ 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Executive Board Member): 김병연  교수 

         ⑨ The Society for Social Choice and Welfare (Council): 전영섭 교수

         ⑩ Journal of Econometrics (Associate editor): 이석배 교수

         ⑪ Econometric Theory (Associate editor) :이석배 교수 

         ⑫ Review of Economic Design (Associate editor): 김진우 교수

         ⑬ Journal of Macroeconomics (Associate editor): 김소영 교수

         ⑭ Review of Economic Design (Associate editor): Jihong Lee 교수

  

     (d) 국제수상내역 2건

         이근 교수는 국제적으로도 그 업적을 높이 평가받아 선진국 출신이 아닌 학자로는 최초로 슘페터상 (2014년)

         을 수상하였고, 이영훈 교수는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에 게재된 논문 중 최고의 논문을 투고

         한 저자에게 수여되는 Sir Timothy Coghlan Prize (2014년)를 수상하였다.

   (5) 연구 역량에 대한 평가 종합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은 국내 최고 수준이며, 정량적으로는 아시아 최고수준이다. 반면 세계 유수대학과 비교

       할 때에는 정량적 수준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측면에서도 연구역량을 강화해야만 연구업적의 우수성 및 학계에

       서의 영향력 측면에서 세계 15위권 대학 수준이 될 수 있다.     

  2.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 

     위에서 살펴본 본 사업단의 연구 역량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시사점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은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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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비전을 제시한다.  

     - 국제학계를 선도하는 세계 15위권 경제학 연구 그룹으로 도약

       BK21플러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에 본 사업단이 속한 서울대 경제학부는 세계대학 경제학 순위 15권으로 도

       약한다. 즉 논문의 수와 질, 그리고 국제적인 연구자의 수와 영향력 면에서 미국의 위스콘신대 및 코넬대와 유

       사한 수준의 경제학 연구 그룹으로 성장한다. 또한 최근 2년간 5대 학술지 게재건수를 비약적으로 증가시킴으

       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인 싱가포르 국립대 (49명 기준, 연 5건)에 필적하는 연구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양적으

       로나 질적으로나 아시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특히 본 사업단은 27명의 교수가 참여하는 대

       규모 사업단으로서 경제학 기초와 응용분야에 걸쳐 다수의 교수들이 참여, 포괄적인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 연구부문 내에서 뿐만 아니라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경제학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함과 동시에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 관련 연구로 양방향 국제화에 기여

       세계 15위권의 경제학 연구 그룹으로의 도약은 경제학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서의 본 사업단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경제의 경제발전 경험과 이 지역의 경제적 이슈들을 대상으로 

       한 수준 높은 연구들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진정한 양방향 국제화에 기여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와 경제

       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엄밀하고 유의미한 경제학적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정책의 수립 

       및 실행과정, 더 나아가 국가경제의 발전과 도약에 기여할 것이다.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연구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1) 사업단 연구업적의 질적 향상과 국제적 위상 강화

       지난 2년의 BK21플러스 사업 참여기간 동안, 2013년 사업신청 당시 설정한 세부목표의 대부분을 초과달성하였

       다. 이를 반영하여 향후 4년 동안 추진할 연구계획의 목표를 2013년 설정하였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a) 경제학 5대 학술지 게재건수를 2013-2015년 연평균 1.5건에서 2020년에는 3.5건으로 증가시킨다. 

         : 2013년 사업 신청 당시의 목표(3.07건)에 비해 14% 상향조정 

     (b) 우수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2013-2015년 연평균 8.5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로 증가시킨다. 

         : 2013년 사업 신청 당시의 목표(7.17건)에 비해 88.3% 상향조정

     (c) 1인당 SSCI급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2013-2015년 연평균 1.185건에서 2020년에는 1.685건으로 증가시킨다. 

         : 2013년 사업 신청 당시의 목표(1.585건)에 비해 6.3% 상향조정

     (d) 국제유수학술단체의 펠로우, 국제학회의 운영위원,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 및 국제학술대회의 조직위원의 수

         를 2015년 8월 기준 11명의 수준에서 매년 1명씩 증가시켜 2020년에는 16명으로 증가시킨다. 

         : 2013년 사업 신청 당시의 목표 유지

   (2) 양방향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연구허브 구축 및 연구 분야 다변화 

       경제학의 연구대상 및 분야는 다변화되어 각 지역의 경제현상에 대한 연구가 점점 더 활성화되고, 행동/실험 

       경제학 등의 새로운 연구 분야들이 급속도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도 급증하는 추세이

       다. 본 사업단은 이러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의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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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기초 분야 연구역량 강화

         경제학의 기초분야인 미시, 거시, 계량경제학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는 연구 분야 다변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

         을 함과 동시에 본 사업단의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여 글로벌 연구허브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① 향후 3-4년에 걸쳐 기초분야의 교수를 4명 더 영입하여 기초분야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들 기초분야 교수들은 그룹 내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를 낼 뿐 아니라, 관련 응용

            분야 교수들과도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내게 될 것이다. 

         ② 해외 연구진들과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한국연구재단 선정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이자 국제학술지의 편

            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전영섭, 황윤재 교수가 기초분야 연구 그룹의 멘토를 맡아 그들의 연구 경험과 경

            력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b)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역량 강화를 통한 양방향 국제화와 공동체 기여

         본 사업단에는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 매우 우수한 업적을 보유한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

         근 교수는 한국의 발전 경험을 기초로 추격형 성장 모형을 연구하여 국제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김병연 교수는 체제이행과 북한경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이 당면한 정치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많은 시사

         점들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영훈 교수는 정량적이며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동원하여 한국 경제사를 연구함으

         로써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이철희 교수는 한국 전쟁과 광주항쟁의 역사적 소재를 이용한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소영 교수는 동아시아 거시경제와 관련된 다수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였다. 

         ① 이 분야의 연구진들은 매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1.5건씩 증가시켜, 현재 연 9.5건의 수준에 있는 게재

            건수를 본 사업단의 종료 시점인 2020년에는 연 17건으로 증가시킨다. (2013년 사업 신청 당시의 목표치

            에 비해 6.3% 상향 조정된 수준임) 

            : 향후 사업 기간 동안 이들의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이들과 기초/응용분야 교수들과의 공동연구를 

              진작함으로써, 한국 경제 관련 연구 주제를 국제적 수준의 연구 방법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의 세계

              적 보편성을 심화시켜 그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양방향 국제화를 추구한다.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은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 관련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본 사업단은 경제학의 연구결과가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공동체에 기여하는 경제

            학"을 지향한다. 

            : 본 사업단이 목표하는 양방향 국제화는 첨단의 분석 방법과 연구를 통하여 엄밀성과 보편성을 가진 연

              구결과를 도출하는 것 뿐 아니라, 연구의 현실적용 가능성을 높임으로서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실제적인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한국연구재단 선정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이자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근, 김병연, 이철

            희 교수가 응용분야 연구 그룹의 멘토를 맡아 그들의 연구 경험과 경력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 분야의 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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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분야에 한정된 연구 결과만으로는 세계 15위권의 연구 그룹이 되어 세계 경제학계를 선도할 수 없다. 경

       제학의 다양한 분야가 조화될 뿐만 아니라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필요가 있다. 본 사업

       단의 참여교수의 연구 분야를 확장함으로써 이를 성취하려는 노력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왔으며, 이는 이후의

       사업 기간 동안에도 지속될 것이다.

     (a) 실험/행동경제학 분야: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매년 1건 이상 게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지난 2년 동안 실험/행동 경제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보인 신임교수(최승주 교수)를 영입하고, 

           사회과학 실험실을 만드는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연구지원의 결과, 2015년 8월 현재, 상

           위 30위 국제학술지에 R&R 상태인 논문이 2건, 투고가 완료된 논문이 1건 있고, 그 외 SSCI급 국제학술지

           에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2건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가 9건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현황은 

           이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들 중 4건이 사업단 내 교수들과의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점은, 연구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본 사업단의 연구비전에 부합

           한다. 이후의 사업기간에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연구내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부록 

           C" 에 기술된 신임교수의 연구내역 중 최승주 교수의 연구 참조)

     (b) 학문 분야 간 융복합 연구를 장려하여 연구 분야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위의 (a)에서 제시한 계

         획이 경제학 분야 내에서의 연구 부문 간의 시너지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여기에서는 경제학 이외의

         분야와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현재 진행 중인 융복합 연구과

         제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의 사업기간에도 이러한 연구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할 계획이다. 

         (융복합 연구과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참조)  

         ①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Brain Fusion 연구과제를 통하여, 서울대학교 내의 다양한 분야(통계학과, 약

            학과, 수리과학부,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학과, 보건정책학과 등)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② 사회과학 융복합 연구에 사업단 참여교수들이 참여하여, 사회과학대학 내의 다양한 분야(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등)의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③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인 김병연 교수와 본교 및 타대학의 경제학 이외 전공의 교수들이 "통일시대를 향

            한 한반도 해륙복합국가 건설의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

            병기 교수와 타대학의 경제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은 “분배적 정의와 사회통합”이라는 연구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Ⅱ 연구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1.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1)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 

       연구 업적의 질적 향상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의 게재 실적을 통해 측정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사업단은 

       연구 성과의 질로 평가할 때 국내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더욱 제고하고, 연구업적의 양

       적지표까지도 충족시키면서 전반적인 연구역량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향후 4년 동안의 연 단위 세부목표는 다

       음과 같다.

     (a) 경제학 5대 학술지 게재건수를 2013-2015년 연평균 1.5건에서 매년 0.4건씩 증가시켜 BK21플러스 사업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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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되는 2020년에는 3.5건을 달성한다. 

     (b) 상위30위 국제학술지 게재건수를 매년 1건씩 증가시켜 2013-2015년 연평균 8.5건에서 2020년에는 13.5건으

         로 증가시킨다. 

     (c) 1인당 SSCI급 국제 학술지 게재건수를 매년 0.1건씩 증가시켜 2013-2015년 연평균 1.185건에서 2020년에는 

         1.685건으로 증가시킨다. 

   (2) 신임교수 참여와 연구역량 강화

       지난 9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영역은 교수채용이며, 각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연구업적을 보여 온 교수들을 영입하여 왔다. 이들의 연구 활동 현황 및 향후 신임교수 채용 계획은 다

       음과 같다. 

     (a) 최근 2년간 사업단 내에 영입한 신임교수는 4명으로, 이 중 3명은 기초분야인 미시, 거시, 계량경제학 분야

         의 전공자들로서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다른 1명은 본 사업단에서 지난 2년 간 추

         진해온 연구 분야의 다변화와 관련하여 채용한 실험/행동경제학 분야의 전공자로서 이 분야의 연구역량 강화

         에 기여하고 있다. 

         ① 최근 2년 간의 연구실적

            - 거시: 이재원 교수 (2013년 9월 임용, 5대학술지 및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 2건, 그 외 SSCI급 국 

                    제학술지 게재 2건)

            - 미시: Yves Gueron 교수 (2015년 9월 임용,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 1건)

            - 계량: 서명환 교수 (2014년 9월 임용,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 1건, 그 외 S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2건)

            - 실험/행동 경제학: 최승주 교수 (2014년 9월 임용, 5대학술지 게재 1건, 상위30위국제학술지 게재 1건,

                                그 외 SSCI급 국제학술지 게재 1건) 

         ② 2015년 8월 현재 연구 활동 현황: 총 24건, 이 중 6건은 기존 참여교수들과의 공동연구로 진행 

            (자세한 연구내역은 "부록 C" 참조)

            -  5대학술지: R&R 1건, 투고 1건

            -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게재확정 1건, R&R 4건, 투고 1건 

            -  진행 중인 연구: 16건

     (b) 신임교수 채용 계획: 향후 4년간 4명의 전임교수 채용 예정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는 향후 4년에 걸쳐 4명 이상의 전임교수를 채용할 예정이며, 본 사업단은 이들

         을 지속적으로 영입할 것이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신임교수들은 자신의 연구를 진행할 뿐만 아니라 기존 교

         수들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본 학부는 신임교수의 승진 기준을 

         경제학 5대 학술지 및 우수 국제학술지 게재 여부를 중심으로 강화하는 한편 다음과 같은 학부 차원 및 대

         학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① 신임교수에 대한 학부 차원의 연구 지원

            - 신임교수 임용 이후 최초 3년 간 강의부담 경감

            - 학부/단과대학 차원의 연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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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근무 3년 후 1년 해외 안식년

         ② 신임교수에 대한 대학 차원의 연구 지원

            : 대학차원에서는 '유망신진연구자 지원'을 통해 '임용된 지 1년 경과 3년 미만인 전임 교원'을 지원

              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발전가능성이 있는 신진연구자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안정

              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적 연구 경쟁력을 갖춘 우수학자로의 성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3) 연구 수월성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a) 학부 및 대학차원에서의 포상금 제도

         유수 국제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대해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되, 5대학술지 (편당 1,500만원), 우수국제학술

         지 (편당 600만원) 등에 대해 차등적으로 포상금이 지급된다. 

     (b) BK21플러스 사업의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참여교수의 논문 및 학술저서의 환산편수 (40%), 지도 BK참여대학원생의 실적 (40%) 및 사업단의 운영과 관

         련된 기타실적 (20%)을 기준으로 하여, 5등급으로 분류한 후 그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다. 

     (c) 실적에 따른 BK 참여대학원생 차등배정

  

         참여교수와 지도 BK참여대학원생의 논문 공저도 활발하므로, 지도 BK참여대학원생의 실적을 주요기준으로 하

         여 이에 따라 석/박사 장학생을 차등적으로 배정한다. 

     (d) 세계적 업적을 보유한 소수의 교수를 선발하여 지원

   

         서울대 창의선도연구자 지원사업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내고 있는 교수를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노벨상이나 이에 준하는 국제 학술상 수상자 배출을 목적으로 추진), 글로벌창의융합연구자,

         차세대우수학자 연구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다. 2013.09-2015.08의 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단의 교수 3명 (창

         의선도연구자: 황윤재, 글로벌창의융합연구자: 주병기, 차세대우수학자: 최승주)이 연구지원을 받은 바 있

         다. 

   (4) 대학 차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역량 강화

       서울대학교가 가진 큰 장점 중 하나는 서울대학교의 연구 기관의 다양성과 전문성, 우수한 인프라가 제공하는 

       탁월한 연구 기회이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그 연구 분야에 따라 경제학부 소속의 경제 연구소뿐만 아니

       라 서울대 본부 직할 연구소인 금융경제연구원, 통일평화연구원,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의 부설연구소인 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연구소들은 다양한 주제의 국제학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교

       내 연구비 지원 학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교내 타 연구 기관과의 학술 교류 및 

       연계 활동을 진작하여 연구역량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본 사업의 연차 평가에 이

       들 기관과 연계한 연구 활동 업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은 본 사업단의 참여 교수들

       이 연구 분야에 따라 참여하고 있는 연구 기관들 및 최근 진행된 연구과제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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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참여 연구 기관

         ① 경제연구소: 이근 (소장), 김병연, 이철희, 김재영, 전영섭, 주병기, 조성진, 김소영

         ② 금융경제연구원: 김영식, 류근관, 윤택, 김재영, 김소영, 이인호, 이재원

         ③ 아시아연구소: 이근, 박지형, 김재영, 김소영, 이철인, 김병연

         ④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부원장) 

     (b) 최근 진행 중인 연구과제

         ① 시설용량 제약하의 공항활주로 비용배분문제 (경제연구소)

            : 전영섭 교수

         ② 상호의존적인 가치 하에서의 할당문제에 대한 연구 (경제연구소)

            : 김진우 교수

         ③ 인구구조 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소)

            : 이철희 교수

         ④ 국내 신용카드 산업: 정책적 고찰 (금융경제연구원)

            : 이인호 교수

         ⑤ 개별사전정보와 자산가격결정이론: 베이지안 접근법에 의한 자산구성 분석 (금융경제연구원)

            : 김재영 교수

         ⑥ 혁신, 창조활동의 아시아로의 이동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방향 (아시아연구소)

            : 박지형 교수, 이석배 교수, Jihong Lee 교수

         ⑦ 동아시아의 경제통합 (아시아연구소)

            : 김재영 교수, 김병연 교수, 김소영 교수, 이철인 교수

         ⑧ 개성공단 (통일평화연구원)

            : 김병연 교수

   (5) 해외석학 및 우수 해외학자 초빙

     (a) 매년 일정기간에 걸쳐 해외학자를 초빙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전략이 지

         난 2년의 참여기간 동안 연구역량을 제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향후 사업기간 동안에도 이를 착실

         히 수행하여 참여교수의 연구역량을 제고하도록 한다. 

         ① 해외석학을 초빙하여 공동연구 진행

            : 지난 2년의 참여기간 동안, 최연구 교수(Columbia University) 및 John Rust 교수(Georgetown 

              University)와의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총 8건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 중 

              50%가 5대 학술지에, 25%가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게재/R&R/투고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D-

              1" 참조)

         ② 우수 해외학자를 초빙하여 공동연구 진행 (자세한 내용은 "부록 D-2" 참조)

            : 지난 2년의 참여기간 동안, 총 69회에 걸쳐 해외학자를 본교에 초빙하였고, 그 중 19인과 진행 중인 공

              동연구가 21건 이상이다. 그리고 그 중 2건이 5대 학술지에 투고가 완료되었고, 5건이 상위30위 국제학

              술지에 R&R 상태이다. 

     (b) 서울대학교는 대학차원에서 BK국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초빙되는 해

         외 교수 및 연구원들의 유치와 후생복리 증진에 활용됨으로써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 강화에 기여하여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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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2. 기초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전략과 방법의 우수성

   (1) 신임교수 채용을 통한 핵심연구그룹 강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향후 4년에 걸쳐 기초분야에서 2-4명의 교수를 채용할 계획이며, 기존 사업단 교수와

       의 경쟁을 통해 사업단 내로 영입함으로써 사업단의 기초분야 연구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2) 기초분야 연구프로젝트

       미시, 거시, 계량경제학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각 분야별로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E-1. 기초분야 연구프로젝트" 참조)

     (a) 미시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5건)

         ① 선호가 일반적인 경우의 매칭 메커니즘 설계

         ② 제도설계에서 복잡성(complexity)의 역할

         ③ 네트워크상에서의 교환문제

         ④ Fair allocation of disputed properties

         ⑤ Multinary Group Identification 

 

     (b) 거시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5건)

         ① 선진국 중심의 거시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한국 경제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연구

         ② 비동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 agents)의 경제행위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③ 금융시장의 마찰(financial frictions) 및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

         ④ Transmission Mechanism of Global Liquidity

         ⑤ Managing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s - What Can We Learn from the Asia-Pacific 

            Region?

     (c) 계량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4건)

         ①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서의 계량분석

         ② 계량경제모형의 비모수적 추론

         ③ 개별사전정보와 자산가격결정이론: 베이지안 접근법에 의한 자산구성 분석

         ④ 계량모형의 부분식별방법론 개발 및 응용

  3. 연구의 다변화, 양방향 국제화, 그리고 정책에의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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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현재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 저하, 소득의 양극화, 교육시스템의 고비용 저효율화,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북

       한 및 통일 문제, 주택 및 금융시장의 불안정 등과 같은 많은 경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학

       자에게 창의적 연구의 대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과학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 소속된 교수들은 이러한 문제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적 이슈들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되, 연

       구 방법론과 결과의 측면에서 세계적 수준을 지향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엄밀성과 현실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경험이 필요한 개도국, 신흥국들에 연구 성과를 전파하여 국제적 지식으로 확산시킴으

       로써 본 사업단을 관련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국내 경제정

       책 수립 및 집행에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직면한 많은 사회, 경제 문제들의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을 다루는 구체적인 연구 프로젝트 다음과 같으며, 이들 연구는 해당 전공분야교수와 기

       초분야교수를 포함한 사업단 내 여러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a) 응용분야 연구 프로젝트

         응용분야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E-2. 응용분야 연구프로젝트" 참조)

          - 건강, 인적자본, 고령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 (3건)

            ① 건강과 인적자본형성의 생애초기 결정요인: 한국의 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한국연구재단 지원)

            ②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인구고령화 문제 비교분석

            ③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미국 국립보건원 지원 연구)

          - 소득분배 및 공공경제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5건)

            ①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에 대한 연구

            ② 분배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이론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한국 경제에의 응용

            ③ 사회적 가치와 경제동학

            ④ 지역 집중과 경제성장 그리고 최적성

            ⑤ 그룹형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경제추격 및 발전경제 분야 연구 프로젝트 (2건)

            ① 산업주도권의 국가 간 이전과 추격: 추격사이클이론과 산업별 분석 (한국연구재단 선정 국제협력사업)

            ② 센서스나 가구조사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실증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 아시아 거시 경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2건)

            ① 글로벌 경제질서 연구

            ② Asia’s Rebalancing and Growth

          - 북한 경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2건)

            ① 탈북민의 남한 적응(한국연구재단 일반공동연구) 

            ② 북한 거래 중국기업 분석

          - 미시응용 분야 연구 프로젝트 (5건)

            ① 수요추정과 최적가격설정에 대한 실증연구

            ②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구매에 대한 연구

            ③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에 관한 실증연구

            ④ 중고차 경매시장의 이론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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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중고차 경매시장의 실증연구

     (b) SSK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SSK사업에도 다수 참여하고 있다. SSK사업의 연구주제는 본 사업단이 수행하게 

         될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에 관한 연구들과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뿐만 아니라, SSK 사업은 이론과 응용 분

         야 연구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는 본 사업단의 연구방

         향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점에서 SSK사업과의 연계는 본 사업단이 목표하는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 연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으로, 두 사업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 및 동아시아 경제 관련 학술대회를 매년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년의 참여기간 동안에도 

         시행한 바 있고, 향후 4년 동안에도 지속할 것이다. 

   (2) 정부 및 민간 연구 프로젝트와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a) 현황

  

         본 사업단 교수들은 지난 2년에 걸쳐 다수의 정부 및 민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왔으며, 지난 2년간 

         총 30건, 19.3억원 규모의 정부 연구비와 10건, 3억원 규모의 민간 연구비를 수주하였다. 

     (b) 목표: 2020년에 정부연구비 수주는 현재의 1.2배, 민간연구비 수주는 2배로 증액

         

         향후 4년의 사업기간에 걸쳐 정부 및 민간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히 수주, 수행함으로써 우수한 연구성과가 산

         업 및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이들 프로젝트가 본 사업단이 추진하는 한국경제 연구와 시너지 효

         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국내경제 관련 연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크

         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는 정부 연구비 수주액을 현재의 1.2배로 늘리고, 민간 연

         구비는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c) 수주 전략: 연구센터의 활용

         연구비 수주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센터를 설립하거나 기존의 연

         구센터를 활성화함으로써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수주, 수행하고자 한다. 본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

         부에는 국가경쟁력연구센터, 기업경쟁력연구센터, 분배정의연구센터, 계량경제연구센터가 이미 설립되어 있

         으며, 실험사회과학센터가 2015년 8월 출범하였다. 또한 향후 신흥국 경제연구센터, 남북통일 및 통합 연구

         센터, 인구고령화와 한국경제 연구센터, 중국경제 연구센터 (이상 가칭) 등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3) 실험 연구 및 학문간 융복합 연구 활성화

     (a) 실험 연구 활성화

         ① 실험 인프라 구축 및 활용

            : 본 사업단이 속한 사화과학대학은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연구가 가능한 단과대 전산실을 2013년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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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구축하였다. 이 실험실은 경제학 실험 연구에 쓰일 수 있는 서버 컴퓨터 및 피험자용 컴퓨터 약 50

              대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난 2년의 BK21플러스 사업 참여기간 동안 경제학 실험 연구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향후에도 이 공간을 실험을 위해 최적으로 관리하여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② 진행 중인 실험/행동경제학 연구 프로젝트 (5건)

            : 실험/행동경제학 분야의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E-3. 실험/행동경제학 분야 연구프로젝트" 참조)

              - 실험 네트워크 경제학에 대한 서베이

              - 실험경제학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실험 연구: 가구 패널을 이용한 국제 비교

              - 금융시장에 대한 실험 연구

              - Impact of Education on Rationality and Preferenc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from 

                Malawi

     (b) 학문 간 융복합 연구의 활성화

 

         ① 교내 학문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 (예: Brain Fusion 프로그램, 사회과학분야 융복합 연구지원)에 대

            한 참여 장려

            : 최근 2년 간, 참여교수 5인이 Brain Fusion 지원과제 및 사회과학분야 융복합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

              라, 서울대학교 내의 다양한 분야(통계학과, 약학과, 수리과학부, 심리학과, 지리학과, 사회학과, 사회

              복지학과, 인류학과, 보건정책학과 등)의 연구자들과 공동연구가 진행되어 학문 간의 융복합 연구가 활

              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를 더욱 장려하여 연구 분야의 다변화를 더욱 진작시킨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부록 B" 참조) 

  

         ② 연구센터를 활용한 학문 융복합 연구 활성화 

            : 본 사업단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이를 통한 학문 융복합 연구를 활성화

              할 계획이다. 각 연구센터는 주요 연구분야를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관련된 다양한 학

              문분야의 교수들과 연속성 있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분배정의연구센

              터의 주병기 교수(BK참여, 센터장)와 타대학의 경제학과 및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교육, 건강, 소득, 복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원인과 개선 방안

              에 대하여 모색하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험사회과학센터 (최승주, 김재영, 김병연 교

              수 참여)가 2015년 8월 출범하여,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실험 연구 분야를 주축으로 한 다양한 

              융복합 연구의 발전을 기대하게 한다.

 

 <부록>

A. 5대학술지를 제외한 상위30위 국제학술지 목록 (총 26개의 학술지, 알파벳 순서)

- American Economic Journal

- Annals of Statistics

- Economic Journal

- Games and Economic Behavior

-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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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 Journal of Econometrics

- Journal of Economic Growth

- Journal of Economic History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 Journal of Economic Theory

- Journal of Finance

-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 Journal of Health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 Journal of Labor Economics

-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 RAND Journal of Economic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 Review of Financial Studies

- World Development

B. 융복합 과제 목록

  B-1. Brain Fusion  연구과제

       ① 플로킹과 게임이론에 기반한 근육 다이나믹스 연구

          : 김진우 (경제학부, 참여), 권성원 (약학과),  하승열 (수리과학부), 임요한 (통계학과)

       ② 한국 노인의 인지적 비축 및 치매 위험 매개요인 연구

          : 이철희 (경제학부, 참여), 최진영 (심리학과), 구양미 (지리학과), 권순만 (보건정책학과), 김호영 (심리

            학과), 김흥수 (보건정책학과), 박경숙 (사회학과), 이현정 (인류학과), 조비룡 (가정의학과), 하정화 

            (사회복지학과), 한경혜 (아동가족학과)

       ③ 기술혁신과 사회변화: 특허정보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 이석배 (경제학부, 참여), 김용대 (통계학과), 정상조 (법학과), 이종수 (산업공학부), 장원철 (통계학

            과) 

  B-2. 사회과학분야 융복합 연구과제

       ① 복지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에 관한 연구

          : 김병연 (경제학부, 참여), 안상훈 (사회복지학과), 장덕진 (사회학과), 강원택 (정치외교학과),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② 병무청 병적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를 이용한 한국 후생수준의 장기적 변화 연구

          : 이철희 (경제학부, 참여), 홍두승 (사회학과), 박순영 (인류학과)

       ③ 한국의 불평등 실태와 원인: 소득과 건강을 중심으로

          : 김대일 (경제학부, 참여), Joan Paek Yoo (사회복지학과), 구인회 (사회복지학과), 박경숙 (사회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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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2015년 8월 현재 진행 중인 신임교수들의 연구내역

   - 이재원(신임), Carlos Carvalho, "Sectoral Price Facts in a Sticky-Price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5대학술지, R&R)

   - 서명환(신임), Taisuke Otsu, "Nonparametric and Partially Identified Cube Root Asymptotics for Maximum 

     Score and Related Method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대학술지, Submitted)

   - 이재원(신임), Saroj Bhattarai and Woong Yong Park, "Policy Regimes, Policy Shifts, and U.S. Business 

     Cycl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Forthcoming)

   -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최승주(신임), "An Experimental Study of Sponsored-Search Auction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 서명환(신임) and Yongchul Shin, "Dynamic Panel with Possibly Endogenous Threshold Effect", Journal of 

     Econometrics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 이재원(신임), Carlos Carvalho and Niels Dam, "Real Rigidities and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Price Stickiness: Evidence from Micro and Macro Data Combine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 최승주(신임), Andrea Galeotti, and Sanjeev Goyal, "Trading in Networks: Theory and Experi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 김병연(참여), 최승주(신임), 이석배(참여), 이정민 and 김서영(BK참여대학원생), "The Development of 

     Preferences for Institutions: Evidence from North Korean Refugee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상

     위 30위 국제학술지, Submitted)  

   - 서명환(신임), 이석배(참여), Hyunmin Park and Youngki Shin, "A Contribution to the Reinhart and Rogoff 

     Debate: Not 90 Percent but Maybe 30 Percent"

   - 서명환(신임), 이석배(참여), Yuan Liao and Youngki Shin, "Structural Change in Sparsity"

   - 서명환(신임) and Young-Joo Kim, "Is there a Jump in the Transition?"

   - 서명환(신임), Javier Hidalgo and Jungyoon Lee, "Bootstrapping Change Point in Regression and Sample 

     Splitting" 

   - 이재원(신임) and Woong Yong Park, "On the Local Determinacy Under Heterogeneous Price Stickiness"

   - 이재원(신임) and Yongseok Shin, "The Duel of the Dual Mandate"

   - 이재원(신임), Carlos Carvalho and Niels Dam, "Heterogeneity, Real Rigidities, and Regular Price Changes: 

     Evidence from Aggregate Data"

   - 최승주(신임), 김병연(참여), 이석배(참여), 이정민, Kyunghui Choi, "Do Institutions Affect Social 

     Preferences? Evidence from Divided Korea" 

   - 최승주(신임), Jihong Lee(참여) and Brian Wallace, "Time Preferences and Repeated Games"

   - 최승주(신임), Edoardo Gallo and Brian Wallance, "Systemic Risk in Financial Networks: An Experiment"

   - 최승주(신임) and Edoardo Gallo, "Financial Networks and Contagion: An Experiment"

   - 최승주(신임), Shachar Kariv, Wieland Mueller and Dan Silverman, "Dynamic Inconsistencies: A Revealed 

     Preference Approach"

   - 최승주(신임), Wieland Mueller and Dan Silverman, "Measuring Risk Preferences in a Large Population"

   - 최승주(신임), Kyungwon Seo and Lan Yao, "Revealed Preferences and Market Equilibrium under Uncertainty"

   - 최승주(신임), Booyuel Kim, Hyuncheol Kim and Christian Pop-Eleches, "Impact of Education on Rationality 

     and Preferenc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from Malawi"

   - 최승주(신임) and Douglas Gale, "Archetypes and Polytypes in a Portfolio Choic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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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본교에 초빙된 해외석학 및 우수 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 내역

  D-1. 해외석학과의 공동연구

   -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and Konrad Mierendorff, "Generalized Reduced-Form Auctions: A Network-Flow 

     Approach", Econometrica, 2013, 2487-2520. (5대 학술지) 

   - 최연구(BK초빙), 김진우(참여) and Fuhito Kojima, "Efficient Assignment with Interdependent Valu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2015, 54-86. (상위 30위 국제 학술지)

   - 김진우 (참여), 최연구(BK초빙) and Ian Gale, "Efficient Assignment Mechanisms for Liquidity-Constrained 

     Ag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2013, 659-665.

   -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and Daniele Condorelli, "Weak Cartels and Optimal Auc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5대 학술지, R&R)

   - 조성진(참여) and John Rust(초빙), "Precommitments for Financial Self-control: Evidence From the 2003 

     Korean Credit Cri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대 학술지, R&R)

   -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and Fuhito Kojima, "Stable Matching in Large Economies", Econometrica (5대 

     학술지, Submitted)

   - 김진우(참여), 최연구(BK초빙) and 최승주(참여), "An Experimental Study of Sponsored-Search Auction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 조성진(참여) and John Rust(초빙), "Demand Estimation of Hotel Accommodation Demand" (working paper)

  D-2. 우수해외학자와의 공동연구 

   - Fuhito Kojima (Stanford University, 김진우 교수와 공동연구, 상위 30대 국제학술지 게재 1건, 5대학술지 투

     고 1건)

   - Taisuke Otsu (London School of Economics, 서명환 교수와 공동연구, 5대학술지 투고 1건)

   - Taisuke Otsu (London School of Economics, 황윤재 교수와 공동연구,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1건) 

   - Oliver Linton (University of Cambridge, 황윤재 교수와 공동연구,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2건)

   - Juan D. Moreno-Ternero (Universidad Pablo de Olavide and CORE,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주병기 

     교수와 공동연구,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1건)

   - Yongchul Shin (York University, 서명환 교수와 공동연구,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R&R 1건)

   - Young-Joo Kim (Kingston University, 서명환 교수와 공동연구)  

   - Rajiv Sethi (Columbia University, 김진우 교수와 공동연구) 

   - Olivier Tercieux (Paris School of Economics, 김진우 교수와 공동연구) 

   - Stephen Williamson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김영식 교수와 공동연구) 

   - Ryo Okui (Kyoto University, 황윤재/이석배 교수와 공동연구)

   - Yundong Tu (Peking University, 황윤재 교수와 공동연구)

   - Bruno Strulovici (Northwestern University, Jihong Lee 교수와 공동연구)

   - Til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igan, Jihong Lee 교수와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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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연구 프로젝트 

  E-1. 기초분야 연구 프로젝트 

   (1) 미시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선호가 일반적인 경우의 매칭 메커니즘 설계

          : 기존의 매칭이론은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선호가 사적이고(private) 대체적인(substitutable) 경우에 한정

            하여 매칭제도를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현실에서 쉽게 위배될 수 있기에, 본 연구팀은-상

            호의존적이고(interdependent) 보완적인 (complementary) 선호를 포함한-더 일반적인 선호 하에서 안정적

            (stable) 혹은 효율적인(efficient) 매칭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② 제도설계에서 복잡성(complexity)의 역할

          : 기존의 제도설계이론에서는 경제주체가 "무한 합리적"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이러한 가정이 완화된 상황에서 최적 제도(optimal mechanism)의 설계 문제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팀은, 복잡한 전략과 행동을 실행하는데 비용을 치러야 하는, 따라서 복잡성 회피(complexity 

            aversion)의 유인을 가진 "제한 합리적"인 사회구성원들을 상대로 주어진 사회목적함수(social welfare 

            function)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설계문제를 연구한다.

       ③ 네트워크상에서의 교환문제

          : 공급망, 교통과 통신 네트워크, 금융 네트워크 등과 같은 중개활동이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 하에서 이루

            어지는 경우 공시가격(posted price)의 결정 문제를 연구한다. 이를 통해, 시장 지배력, 경쟁, 이중 마진

            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원리들을 네트워크상으로 확장하고, 새로운 관점과 예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을 통해  모형상의 예측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가격 형성, 효율성, 그리고 분배 활동 등

            이 네트워크의 특징 중의 하나인 마디 임계성 (node criticality)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다.

       ④ Fair allocation of disputed properties

          : 재산권의 분쟁이 있는 경제모형에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소유권 획정 방식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균등배분, 균등희생, 비례배분의 세 가지 소유권 획정 방식 각각을 상이한 공정성의 

            원칙으로 정당화하고 있고 이를 환경문제와 국가간 수자원 배분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⑤ Multinary Group Identification 

          : 다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에 입각하여 소속 집단을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

            정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국가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 집단 통계에서 사용되는 자기결정방식은 개인이 스

            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방식이 사회선택이론의 독립성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증명하는 연구이다. 

   (2) 거시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선진국 중심의 거시 경제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한국 경제에 적합한 형태로 발전시키는 연구

          : 기존에 논의 되었던 경기 변동의 다양한 경로들 중 한국 경제의 경기 변동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경로는 

            어떤 것인지, 기존에 논의 되지 않았던 새로운 중요한 경로를 어떻게 모형화 할 수 있는지, 한국의 거시 

            경제 정책 효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한국 경제의 어떠한 특성을 반영해서 모형화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

            한다. 또한 한국 거시 경제를 분석하여 세계적인 수준이 연구 성과를 얻기 위한 작업들도 진행 중이다.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 변동 특성이 선진국들과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이론으로 그 차이점을 설명

             할 수 있는지, 한국 등 신흥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는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자본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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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효과는 어떠한지 등)

 

       ② 비동질적 경제주체 (heterogeneous agents)의 경제행위의 거시경제학적 분석

          : 거시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 내 집계변수들 (aggregate variables, 예를 들면, 고용, 총생산, 물

            가 등)의 결정과 변화를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개별 경제주체들은 성별, 나이, 가족구성, 교육수준, 지

            적능력, 소득수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 있으며, 특정 경제정책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를 수 있

            으므로 특정경제정책의 거시경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제 내 서로 다른 집단의 각기 다른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력별 임금격차에 따른 노동시간의 변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다자

            녀, 맞벌이 가정의 여성노동시간 효과, 정년연장정책의 연령별 노동변화의 효과, 소득세 누진도 변화에  

            따른 소득구간별 노동시간 변화 등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방향이라 할 수 있다.

       ③ 금융시장의 마찰(financial frictions) 및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정책적 함의

          : 전통적으로 중앙은행은 정책 이자율을 결정할 때 거시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반면 그 정책의 분배적 함의

            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중앙

            은행의 금리 변동은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경제주체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는 정책

            당국이 실업률, 물가상승률 등 전통적인 거시 지표에만 치중할 경우 경제주체 간 자원배분에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거꾸로 이러한 분배의 비효율성은 거시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

            로 이 점에 입각하여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주체의 이질성(heterogeneity)과 거시경제의 상호작용 

            및 통화정책이 소득 및 소비 분배(income and consumption distribution)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 또

            한 이 경우 최적통화정책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④ Transmission Mechanism of Global Liquidity

          : 이 연구 프로젝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전파되어 가는 과정을 연구한다. 기

            존에 많이 연구되었던 은행 차입을 통한 경로 이외에 채권발행을 통한 경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연구한다.

            특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역내 채권 발행 뿐 아니라 역외 채권 발행을 통한 경로가 주요 채널로 부상했

            는지 분석한다.

       ⑤ Managing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Objectives - What Can We Learn from the Asia-Pacific Region?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주요 정책적 목표로 생각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는 금융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효과의 실증 분석이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아

            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먼저 이러한 금융안정목표와 기존의 물가 목표가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지 분석하여, 정책의 이러한 목표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다음 전

            통적인 통화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

            여야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3) 계량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새로운 데이터 환경에서의 계량분석

          : 작금의 정보관련 기술과 산업의 성장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있으며 이를 경제학의 모형화 

            작업 및 계량분석에 활용하는 것은 당면한 계량경제학의 중요한 과제중 하나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는 한편으론 단순히 더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컴퓨터의 계산 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과 같은 공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실제로 이 측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으

            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량분석의 방법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후자는 사회과학

            적 분석에서 중요한 인과적인 통계적 추론을 가능케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의 대부분의 빅데

            이타 관련분석이 예측에만 머물고 있는 현실에서 비추어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는 여러 공학적인 예측방

            법론들의 발전을 경제학 및 제 사회과학 연구분야들로 전파시킬뿐 만 아니라 그런 공학적 방법론을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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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연구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통계적 추론이 가능케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② 계량경제모형의 비모수적 추론

          : 계량경제모형에 대한 전통적인 모수적 추론방법과 달리 비모수적 추론법은 경제이론에서 직접적으로 도출

            되지 않는 자의적 가정을 도입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강건한 방법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많은 경제이론들이 비모수적 함수에 대한 부등호제약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러한 제약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모수적 추론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히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이 되는 확률적 지배관계에 대한 기존의 검정법을 개선하여 변수가 관측오차

            를 가지는 경우 및 고차원적인 변수들에 대한 검정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증적 자료

            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③ 개별사전정보와 자산가격결정이론: 베이지안 접근법에 의한 자산구성 분석

          : 자산가격결정에 관한 기존의 이론들은 이론적인 정치성과는 달리 실증분석에서 크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즉, 기존이론에서 도출되는 자산가격과 자산선택행위에 대한 가설이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으며, 이론모형의 자산가격경로 및 자산선택행위에 대한 예측력이 매우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

            양한 이론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론모형의 초라한 실증적 입지는 이론모형이 현실의 중요한 부분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이론모형에서 담지 못하는 현실적인 중요 요인

            들을 현실에 대한 추가정보로 정의하고 그 추가정보와 이론모형을 결합한 실증분석모형을 제시하고자 한

            다. 그 추가정보는 사전정보(prior information)함수로 개념화하고, 사전정보와 이론모형의 결합은 베이

            지안의 방법을 사용한다. 즉, 사전정보와 이론모형에 담겨 있는 가능도함수(likelihood function)를 결합

            하여 사후적 모형(posterior model)을 구축하고 그 사후적 모형을 실증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하는 것

            이다. 

       ④ 계량모형의 부분식별방법론 개발 및 응용

          : 현대 경제학의 실증문제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경제학의 이론적 토대가 부재한 상태

            에서는 식별하고자 하는 구조적 모수 자체가 불확실하게 되며, 현대 계량경제학에서는 모수의 식별

            (identification of parameters)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분식별(partial identification)의 최신 방법론 문제를 국제 수준에서 접근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한국 

            경제 사회 분야의 실증분석에도 응용할 계획이다. 기존의 국내 실증분석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방

            법론을 이용하여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실증적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2. 응용분야 연구 프로젝트

   (1) 건강, 인적자본, 고령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

       ① 건강과 인적자본형성의 생애초기 결정요인: 한국의 자연적 실험으로부터의 증거

          : 이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은 생애초기의 조건(early-life conditions)이 일생 혹은 여러 세대(generation)

            에 걸쳐 개인의 건강, 인적자본형성, 사회경제적인 성과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쟁, 경제적 위기, 인구변이, 자연재해, 제도변화 등 자연적 실험

            (natural experiment)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들을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들이 당면하는 문제

            의 하나인 내생성(endogeneity)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3개국의 인구고령화 문제를 비교분석

          : 한국, 일본, 중국의 고령화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세 나라 고령자들의 후생수준과 정신건강의 결정요인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Wellbeing of the Elderly in East Asia: China, Korea,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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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현재 작성 중에 있다. 

       ③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과 경제적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

          : 이 연구는 세대 간의 건강이전이 실제로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몇 세대에 걸쳐 지속되

            는지 등을 경제학적,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연구에는 다양한 분야의 Senior Investigator들이 참

            여한다. 비경제학 연구진으로는 영양학자인 Tufts대학의 Irwin Rosenberg교수, 보건학자인 시카고 대학

            의 Diane Lauderdale 교수, 의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Louis Nguyen 교수, 사회학자인 스탠포드 대학의 

            Stewart Tolnay 교수 등을 포함한다.

   (2) 소득분배 및 공공경제학 관련 연구 프로젝트

       ①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에 대한 연구

          : 가구 소득의 불평등에 있어서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은 인

            적 및 물적 자본(human and physical capital)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개인 소득의 불

            평등(분포)는 시장에서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발생하

            는 원천 소득의 불평등에 노출된 개인들은, 다수가 모여 하나의 가구를 구성함으로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평등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회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서로 다른 소득을 가진 개인들이 가구 구

            성을 통해 소득을 공유할 수 있고, 둘째, 가구 내에서 내구재를 공동으로 소비함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

            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 규모의 변화와, 가구 구성과 관련된 선택 및 구성원의 취업 여부 

            등은 개인 소득의 불평등이 가구구성에 의해 완화되는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메커

            니즘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결정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

            를 통해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② 분배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이론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과 한국 경제에의 응용

          :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당면한 과제는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로서의 성

            숙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배적 정의와 공정성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

            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법,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분배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이다. 행동경제학적 연구 성과들은 공정한 제도가 반드시 그 수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분배적 정의론과 전

            통 규범경제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학 연구패러다임을 개척함으로써 이를 한국사

            회와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문제들의 해결에 활용하는 성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사회적 가치와 경제동학

           : 이 연구는 종교, 사회적 관념 및 통념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체계가 경제의 장기동학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 종교의 (i)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측면, (ii) 합리적 중독의 측면, (iii) 

             공공재와 같은 외부성의 측면, (iv) 참여를 통한 축적의 측면 등을 감안한 동학을 분석한다. 종교적 혹

             은 증명불가능한 가치가 사회/경제적인  동태적 변화(dynamics)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최근 발생하고 있는 세계적 가치충돌현상과 우리나라 사회의 불안전성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④ 지역 집중과 경제성장 그리고 최적성

          : 우리나라가 경험하여 온 바와 같은 지역 집중과 경제성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연구

            한다. 임금수준 및 실업률의 지역 간 격차, 도시의 팽창 및 지역적 쏠림현상 등과 같은 소위 "불균형적 

            현상"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동태적/경쟁적 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또 이로부터 어떤 비효율성이 발

            생할 수 있는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입안자의 동태적 재정정책의 최적구조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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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그룹형성(group formation)에 대한 이론적 접근

          : 다수의 집단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각 구성원들의 의견에 입각하여 소속 집단을 결정하는 사회적 의사결

            정에 대한 연구이다. 여러 국가의 인종적 혹은 문화적 집단 통계에서 사용되는 자기결정방식은 개인이 스

            스로 자신이 속한 집단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결정방식이 사회선택이론의 독립성의 기준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수리적으로 증명하는 연구이다. 

   (3) 경제추격 및 발전 경제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산업 주도권의 국가 간 이전과 추격 : 추격 사이클 이론과 산업별 분석 (Change in Industrial Leadership 

          and Catch-up by the Latecomers : Toward the Theory of Catch-up Cycle and Industry Analysis)

          : 이 프로젝트는 추격 사이클 이론과 산업별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주도권의 국가 간 이전과 추격을 연구주

            제로 한다. 이를 위해 이탈리아 Bocconi U.의 Franco Malerba 등 다양한 국가의 총 15명의 연구진을 구성

            하여 2년간 (2012-2014)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kick-off 미팅을 하였으며 

            ('12년 6월), '13년에는 해당 연구진이 한국을 방문하여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근: Catch-Up Cycle in World Steel Industry: US-> Japan-> Korea) 

       ② 센서스나 가구조사자료의 활용과 관련된 실증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 실증경제학의  주요자료인 센서스나 가구조사자료들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증방법론의 개발과 이

            들 방법론들의 경제발전론의 연구주제들에 적용하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대안으

            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엥겔곡선 물가지수접근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물가지수 방법론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분배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 등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들을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015)나  World Bank Economic Review (R&R) 등의 발전경제학의 최고권위 학술지

            들에 게재하고 있다.

   (4) 아시아 거시 경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① 글로벌 경제질서 연구

          :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

            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계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

            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제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국제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

무

            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

            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는 세계무역질서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화해 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② Asia’s Rebalancing and Growth

          : 중국, 한국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로 성장을 이룩해왔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

            의 침체 등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 그리고 선진국과 아시아의 균형을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

            들이 내수를 확대하는 등 리밸런싱(rebalancing)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벡터자

            기회귀 모형 그리고 대규모 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리밸런싱이 아시아 국가들과 선진

            국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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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북한 경제 관련 연구 프로젝트

       ① 북한이탈주민 한국 정착에 관한 연구

          : 이는 2011년부터 시작된 연구 프로젝트로서 현재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을 받아 (2013년 9

            월 ~ 2016년 8월) 진행되고 있다. 실험경제학 방법과 전통적인 설문 조사를 결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

            한 사회적응에 관해 연구하는 이 프로젝트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있어 인적 자본, 자본주의 및 민주주

            의에 대한 적응도, 가치 규범의 요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② 북한 거래 중국 기업 분석

          : 이는 북한에 투자하거나 북한과 무역하는 중국 단둥 소재 기업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프로젝트이다. 현재 

            180여개의 기업 자료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 성과에 미치는 요인,  그 중에서도 기업의 국적, 민족

            적 네트웍의 중요성, 북한 기업의 소속 기관(당, 군, 내각 등), 한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를 연구하고 있

            다. 

   (6) 미시응용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수요추정과 최적가격설정에 대한 실증연구

          : 본 연구는 미국 한 도시의 오성급 호텔의 오년간 예약기록과 투숙기록에 관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이다.

            이 데이터는 매일마다의 예약 및 취소, 예약채널, 가격, 사람수, 체크인, 체크아웃 등에 관한 기록을 모

            두 보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풍부한 자료와 구조적 추정방법(structural estimation)을 결합함으

            로써 호텔수요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호텔이 현재 최적의 가격결정을 하고 있는지, 최적 가격

            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②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구매에 대한 연구

          : 본 연구는 신용카드 할부구매에 대한 준현장실험 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특

            히, 무이자 할부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자들의 비합리적인(sub rational) 선택을 간단한 모형을 통하여 설

            명하고, 주어진 데이터를 이용하여 무이자 할부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추정하고 있다. 

       ③ 기업구조조정 시스템에 관한 실증연구

          : 본 연구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기업구조조정 시스템간의 차이를 연구한다. 특히,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이용하는 사전적 구조조정 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정책수단

            을 살펴본다. 아울러 실증분석을 통해 사전적, 구조적, 시스템적 구조조정 방식의 성과 및 효율성을 이해

            하고자 시도한다.

       ④ 중고차 경매시장의 이론 및 연구 

          : 본 연구에서는 한 중고차 판매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실시간, 동태적 경매형태(continuous time 

            and dynamic auction)를 이론적으로 또한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 이 경매가 기존의 

            표준 경매형태와 어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시도한

            다. 실증적인 분석은 주어진 시장에서의 최적 경매의 형태와 그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증가에 대한 추정치

            를 제공해 줄 것이다. 아울러 입찰담합이 최적경매형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한다.	 

       ⑤ 중고차 경매시장의 실증연구

          : 본 연구는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공개 최저 가격이 경매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있다. 

            대략 260,000개의 온라인 중고 거래 데이타를 이용해서 분석하며, 최저 가격과 자동차 특징과의 관계에

            서 다중 불연속성을 이용해서 최저 가격의 효과에 대해 인과 관계를 규명한다. 최저 가격의 인상이 경매 

            참여자, 경매를 통해 판매할 확률, 그리고 판매자의 수익에 미치는 인과성에 대해 실증 증거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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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3. 실험/행동경제학 분야 연구 프로젝트

       ① 실험 네트워크 경제학에 대한 서베이

          : 본 연구는 실험 네트워크 경제학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정리 및 소개하고 이로써 앞으로의 연구방향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부분은 주어진 네트워크에서 경제 주체들이 전략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상황 

            을 다루고, 두번째 부분은 시장이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험 연구들을 다루고 있다. 

       ② 실험경제학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 지원을 받아 ( 2013년 9월 ~ 2016년 8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해 실험경제학 방법과 전통적인 설문 조사를 결부하여 진행하고 있다. 2013년 9월 ~ 2014년 8월 기간에

            는 북한체제의 경험에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한 분배적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비교를 통해 경제학 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014년 9월 ~ 2015년 8월 기

            간에는 남북한 상이한 제도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경쟁제도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를 경제학 실험을 설문조사와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2015년 9월 ~ 2016년 8월 기간에는 남북한 제도에서

            의 경험이 시장 경제에서 거래와 균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험경제학 기법을 이용해 연구할 

            계획이다. 

       ③ 경제적 합리성에 관한 실험 연구: 가구 패널을 이용한 국제 비교 

          : 이 연구는 Choi, Kariv, Mueller, and Silverman (2014, "Who Is (More) Rational?" American Economic 

            Review)의 연구에 기반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현시 선호이론에 기반하여 실험 경제학 기법을 통해 측정하

            고 이를 가구 패널의 구성원들의 중요한 경제적 활동들-예를 들어, 자산 축적, 투자와 저축 등-에 대해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2009년과 2014년 사이에 네덜란드의 CentERpanel과 LISSpanel, 그리고 미국 

            의 American Life Panel에서 진행된 동일한 실험 연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네덜란드 인구의 경제활동과 경

            제적 합리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④ 금융시장에 대한 실험 연구

          : 이 실험 연구는 크게 두 개의 독립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금융네트와 금

            융 위기의 확산 (financial networks and contagion)에 관한 실험연구이다. 이 연구는 다른 금융네트워크

            에서 시장참여자들이 어떻게 자산 거래를 하는지를 보고 이를 통해 시장에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시장

            이 이 충격을 완화시키는지 혹은 확산시키는지를 금융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연구를 한다. 이 연구는 2014

            년 ~ 2016년 기간에 진행을 하고 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경제학에서 시장을 이해하는 기본 시장 메커

            니즘인 왈라지언 균형 (Walrasian equilibrium)을 실험 경제학 기법을 이용하여 연구하고 있다. 불확실

            성 (Uncertainty)의 두 종류인 위험 (risk)와 모호함 (ambiguity)를 나누고 이 두 가지의 다른 불확실성

            이 왈라지언 균형 수렴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2015년 ~ 2017년 동안 연구가 진

            행될 계획이다. 

       ⑤ Impact of Education on Rationality and Preference: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from Malawi

          : 이 연구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불하는 교육 지원이 학생들의 경제

            적 합리성, 위험에 대한 선호와 경쟁제도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연구한다. 이 연구는 

            교육 지원의 randomized control trial과 현장에서 랩 실험을 결부하여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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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진의 구성

 

7.1 참여연구진 구성의 우수성

 

 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

I. 사업단장 

     우리 사업단은 2013년 사업신청시의 계획대로 김병연 교수가 계속 단장을 맡아 사업단을 이끌어 왔다. 김병연 교

   수는 1996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은 후 2003년까지 영국 에섹스대학의 교수를 역임하

   였다. 김병연 교수는 탁월한 연구역량과 풍부한 연구관련 행정 경험,그리고 국내외 학계및 기관과의 광범한 네트워

   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에서도 서울대 사회과학대 우수강의 교수상(2009-2010)을 수상하였고 매학기 강의

   평가에서도 최우수그룹에 속하는 등 BK21플러스 사업의 단장으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1. 학문적 역량과 성과

     김병연 교수는 경제체제의 전환(이행기경제학), 응용계량, 경제발전과 북한경제를 전공한 학자로서 1996년부터 

     현재까지 국제저명학술지(SSCI)에 3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6권의 저서(영문 및 공저서 포함), 다수의 

     북챕터(영문포함)를 출판하였다. 현재도 다수의 공저자와 1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어서 향후 수년 동

     안 우수한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산출될 전망이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의 BK21플러스 사업기간 중 연구업적

     의 환산편수가 28을 상회하여 사업단장으로서 필요한 업적의 9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질도 우수하여 경제체제와 이행기 경제 분야의 최고학술지인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에 7편의 논문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등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뛰어난 연

     구실적을 인정받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Economic History Review에 발표된 논문 중 최고의 논문에 대한 저자

     에게 주는 T.S.Ashton상을 수상하였고, 탁월한 연구성과를 거양한 45세 미만의 한국학자에게 주는 청람상을 한국

     경제학회로부터 2006년 수상하였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술연구상을 

     두해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으며 2010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우수학자로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북한관련 그의 저서 2권이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는 등 논문뿐만 아니라 저술을 통해서도 그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2. 행정 경험

     김병연 교수는 연구관련 행정경험도 풍부하다. 1차와 2차 BK사업에 각각 간사교수와 팀장으로 참여하여 BK사업

     의 목적과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에 종료된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사업의『체제이

     행과 추격형 성장의 경제학: 제도, 정책, 북한』사업단의 단장을 맡아 연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영국에서 교수로 재직할 때에 영국의 경제사회학술진흥재단(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ESRC)의 비상

     임 운영위원(College Member)을 맡아선진 연구행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그리고 교내에서는 통일평

     화연구원 부원장, 경제연구소 연구실장, 서울대 발전기금 간사이사, 서울대 TEPS 감사 등의 보직을 맡아 수행함

     으로써 풍부한 교내 행정경험도 갖추고 있다.



84 / 263

  3. 국제적 네트워크

     김병연 교수는 국제 학자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20개 이상의 논문을 영국, 미국, 핀란

     드 등 다양한 국적의 학자들과 공동으로 저술하였으며 최근에는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를 일본,홍콩,중국으로도

     넓히고 있다. 또 미국, 영국, 러시아, 핀란드, 일본, 홍콩 등에서의 방문 연구경험을 갖고 있으며 IMF, Bank of

     Finland, Romania Institute of Economic Forecasting과 같은 국제적인 단체와 함께 5회의 국제학술회의를 조직

     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사업 2건이 그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 특히 김병연 교수는 2014년에 

     미국비교경제학회(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운영위원(Executive Board Member)으로 선

     출되었다. 2013년 4월에 미국비교경제학회, 유럽비교경제학회, 일본비교경제학회, 한국비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전세계에서 80여명의 연구자가 참여한 국제학술회의를 조직, 서울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한국대학

     의 연구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이 분야의 핵심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2015년 6월 전세계

     비교경제학회(World Congress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조직 및 운영위원을 맡아 학회 조직과 운영

     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네트워크는 "국제화를 통해 세계수준의 연구집단으로 도약"한다는 본 사업단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4. 발전의지와 안정적 사업수행

    우리 사업단은 국내 인문사회과학분야에서 연구 수준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경제학 분야에서의 최대 규모의 

    사업단이자 2차 BK사업에서도 동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보여왔다. 이 사업단을 국내 최고를 넘어 세계 15위권 

    수준의 연구 및 교육역량을 갖춘 사업단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BK21플러스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공사례로 손꼽

    힐 수 있을 것이다. 김병연 교수는 본인의 연구 및 저술활동에 있어서 오랜 기간 동안 국제적인 탁월성을 견지하

    고 달성해온 학자로서 본 사업단이 설정한 목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며, 본사업단이 선정될 경우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사업단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다. 김병연 교

    수는 현재 만53세로서 남은 BK21플러스 사업 기간인 5년동안 안정적으로 사업단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향후 사업단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다.

 

II. 사업단구성   

      세계 15위권의 연구역량 보유와 양방향 국제화 달성이라는 연구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업단에 참여하는 

    교수는 다음의 원칙하에서 선정되었다.

  1. 참여교수의 선별적 구성: 연구업적의 우수성과 지속적인 참여가능성 고려 

  

    사업 신청 당시인 2013년 9월 본 사업단은 연구업적을 기초로 참여교수를 선별하여 구성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2010년 9월 1일부터 2013년 8월 31까지 경제학부의 모든 교수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그 중 연구업적이 우수

    한 교수를 선발하였다. 이러한 연구진 구성을 통해 지난 2년간의 사업 참여기간 동안 참여교수진의 연구업적은 크

    게 향상하였다. 사업시작 전인 2010년 - 2012년의 기간에 연평균 0.885건이었던 1인당 SSCI급 학술지 게재건수가

    참여기간 동안에는 1.185건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업 시작 당시의 취지를 살려 이번 재선정에서는 지난 2년

    간의 연구업적을 추가로 고려하여 사업단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아 SSCI 등재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참여교수는 전체 27명 중 22명으로 81.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구실적의 질적 수준도 높아 지난 2년 동안 김

    진우, 이지홍, 최승주 교수가 경제학 5대 학술지인 Econometrica와 American Economic Review에 논문을 게재한 실

    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17건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목록은 본 보고서 제6.1절 부록 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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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참여교수들의 균형잡힌 연구분야

     경제학 기초분야 연구진의 역량 강화와 아울러 양방향 국제화중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두분야의 참여교수수의 균형을 도모하였다. 그 결과 16명의 교수들이 미시, 거시, 계량의 기초

     분야 연구교수진에 속하게 되었으며 11명의 교수들이 응용경제 분야에 속하였다. 기초분야연구 교수진은 미시경

     제학의 김진우, 박지형, 최승주, Jihong Lee 교수, 거시경제학의 김세직, 윤택, 이재원 교수, 계량경제학의 김재

     영, 이석배, 황윤재교수 등 16명 중 10명의 참여교수가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인 American Economic

     Review 혹은 Econometrica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는 우수한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 분야 연구역량

     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연구진이라 할 수 있다.  

     응용경제 분야 교수진은 우수한 기초연구 역량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고 있는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방향 국제화 비전을 실현하기에 적합하다. 응용경제 분야의 교수들은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History, Journal

     of Health Economic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Review of

     Economic Stud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World Development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한 국제학술

     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진의 구성으로 본 사업단은 기초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제학 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한국 경제가 지식기반 경제로 나아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교수들의 다양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은 본 보고서 제6.1절 부록 B. 연구프로젝트 참조) 

   3.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연구비전 달성을 위해 참여교수 상호간 공동연구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사업단은 사업

       단 내에서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단의 참여교수를 구성하였다.

     (1) 기존 공동연구 그룹의 활용

         현재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교수들 그룹을 함께 참여시킴으로써 그들 사이의 연구교류와 공동작업 결과

         가 연구력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사업단을 구성하였다. 예를 들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던 계량경제학 분야

         의 황윤재, 이석배, 서명환 교수, 미시경제학 분야의 전영섭 교수와 주병기 교수, 국제경제학 분야의 박지

         형 교수와 Jihong Lee 교수, 거시경제학의 김소영 교수와 윤택 교수, 북한경제학의 김병연, 이석배, 최승주

         교수 등을 사업단에 함께 참여시켰다. 그 결과 사업 참여기간 동안 다음의 공동 논문들이 SSCI급 국제학술지

         에 게재되었다.

      

        - 김소영, 윤택 (2013),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Asian Economic Papers, 12(3), 94-11. 

        - 박지형, Jihong Lee (2013), "Understanding Non-litigated Disputes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Journal of World Trade, 5, 985-1012.

        - 주병기, 전영섭 (2014), "Priority, solidarity and egalitarianism," Social Choice and Welfare, 

          43(3), 577-589.

        - 이석배, 서명환 (2015), "The Lasso for High-Dimensional Regression with a Possible Change Point," 

          Journal of the Royal Statistical Sociery Series B-Statistical Methodology, online published

        - 이석배, 황윤재 (2015), "Nonparametric Tests of Conditional Treatment Effects with an Application 

          to Single-Sex Schooling on Academic Achievements," Econometrics Journal, Forthcoming 

     (2) 멘토 역할을 위한 시니어 교수들의 참여

         사업시작 당시 우리 학부 교수로 임용된지 7년 이상이 지난 중진교수 12명을 본 사업단에 포함시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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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와 강의 경험이 다른 교수들에게 전수될 수 있도록 사업단을 구성하였다. 특히 BK21플러스 사업의 일환

         으로 강의와 연구경험이 풍부한 교수들로 하여금 신임교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멘토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즉 연구수행 단계에서 아이디어 교환, 공동연구, 상호토론등의 활동을 통해 신임교수들의 연구를 직, 간접

         으로 지원한다. 연구결과를 전파하는 단계에서도, 국제학술대회 발표, 학술지 게재 및 수정 등의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전수하고 측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신임교수들이 국제학계의 인정받는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운다. 이를 위해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 이자 Econometric Theory의 공동편집장, 그리고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2011년)인 황윤재 교수, International Journal of Game Theory와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에서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등 4개의 SSCI급 국제학술지에서 편집활동을 하며 한국연

         구재단 선정 우수학자(2009년)인 전영섭 교수, Research Policy(SSCI)의 편집장이며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

         학자(2008년)인 이근 교수, 본 사업단 단장이자 한국연구재단 선정 우수학자(2010년) 김병연 교수가 멘토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활발한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사업단 구성

         본 사업단은 국제학계 프론티어의 연구방법론과 연구주제의 교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활발한 국제 학술활

         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들을 사업단에 다수 포함하였다.  

       (a) 국제 학술교류를 위한 정기적인 세미나 개최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매주 국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을 초정하여 김태성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본 사업단에서는 2013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총 70회의 김태성 세미나 중 68회를 서울대 경제학부, 경

           제연구소 등과 함께 주최하였으며 이 중 59회의 세미나에서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소속된 경제학자가 

           연구 중인 논문을 발표하였다. 총 59회의 세미나 중 대표적인 세미나의 내용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다양한 연구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013년 9월 5일 Anke Gerber (University of Hamburg)

            "Strategic Choices for Redistribution and the Veil of Ignorance: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 2013년 9월 12일 Tsutomu Watanabe (The University of Tokyo)

            "What is Inflation? Theory and Praxis"

          - 2013년 10월 17일 Tilman Borgers (University of Michigan)

            "Flexibility and Robustness in Mechanism Design" 

          - 2013년 11월 21일 Satoru Takahashi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ruthful Equilibria in Dynamic Bayesian Games"

          - 2014년 3월 20일 Michael Sposi (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

            "Capital Goods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 2014년 3월 25일 Xiaoxia Shi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Simple and Robust Modelion Test for Semi/Nonparametric Models" 

  

          - 2014년 10월 2일 Ron Siegel (Northwestern University)

            "Large Contests"

          - 2014년 11월 6일 Edoardo Gallo (University of Camb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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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iciency and Equilibrium in Netweok games : An Experiment?"

    

          - 2014년 11월 10일 Yundong Tu (Peking University)

            "Root N Density Estimation in Semiparametric Regression Models"

          - 2014년 11월 20일 Oliver Linton (University of Cambridge)

            "Multivariate Variance Ratios"

          - 2015년 3월 12일 Bruno Strulovici (Northwestern University)

            "On the Design of Criminal Trials: The Benefits of Three-Verdict Systems"

          - 2015년 3월 20일 Lawrence Christiano (Northwestern University)

            "Leverage Restrictions in a Business Cycle Model"

          - 2015년 4월 30일 Larry Karp(UC-Berkeley) 

            "Provision of a Public Good with Multiple Dynasties"

          - 2015년 5월 7일 Dan Silverman(Arizona State University)

            "How Individuals Smooth Spending: Evidence from the 2013 Government Shutdown Using Account Data" 

          - 2015년 5월 12일 Andrew Chesher (University College London)

            "New Directions for IV"

          - 2015년 6월 25일 Fuhito Kojima (Stanford University)

            "Designing Matching Mechanisms under Constraints: An Approach from Discrete Convex Analysis"

 

          - 2015년 7월 2일 Taisuke Otsu (London School of Economics) 

            "Measurement Errors in Semi/Nonparametric Econometric Models"

       (b) 해외학자들의 초빙 및 공동연구

  

           본 사업단과 사업단이 속한 경제학부는 Georgetown University의 석좌교수인 John Rust 교수, Columbia 대

           학의 석좌교수인 최연구 교수, UC-Berkeley의 석좌교수인 Shachar Kariv 교수, Arizona State Univeristy

           의 석좌교수인 Dan Silverman 등 다양한 분야의 해외 석학들을 초빙하였다. 이들은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

           와 공식적인 학회, 세미나 뿐만아니라 비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자문교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공동 연구

           를 수행하였다. 특히 최연구 교수는 본 사업단의 김진우 교수와 적극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지난 2년간

           의 사업 참여기간동안 경제학 5대 학술지 Econometrica를 비롯하여 Journal of Economic Theory (상위 30

           위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rganization 등에 공동 논문을 게재하였고 현재에

           도 Review of Economic Studies (경제학 5대 학술지)에 수정을 요구받아 재투고한 공동논문이 있다. 

           또한 조성진 교수는 John Rust 교수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여 사업 참여기간 동안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공동논문을 게재하였고 현재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경제학 

           5대 학술지)에서 수정을 요구받아 재투고한 공동논문이 있다. 최근에 임용된 실험경제학의 최승주 교수는

           Shachar Kariv, Dan Silverman 교수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스탠포드 대학의 

           Fuhito Kojima 교수, Northwestern 대학의 Bruno Strulovici 교수, University of Cambridge의 Edoardo 

           Gallo 교수 등이 방문하여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과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학자들과의 보다 자세한 공동연구 활동 목록은 본 보고서 제6.1절 II.1.(1)의 (d) 세계적 역량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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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 해외석학의 초빙 및 공동연구의 수행 참조)

 

 ② 전공학과(학사단위) 전체교수 중 참여교수 비율

<표 8-1> 2015년 참여교수 비율 (단위 : 명, %)

T _ 1 _ 1 :

구분
T _ 1 _ 2 :

전체교수 수
T _ 1 _ 3 :

참여교수 수
T _ 1 _ 4 :

비율 (%)

T _ 2 _ 1 :

2015년 참여교수 비율
D _ 2 _ 2 :

36
D _ 2 _ 3 :

27
D _ 2 _ 4 :

75%

 

<표 8-2> 최근 2년간 사업단 소속 교수 변동 현황 (단위 : 명)

T _ 1 _ 1 :

구 분
T _ 1 _ 2 :

2014년
T _ 1 _ 4 :

2015년

T _ 2 _ 2 :

1학기
T _ 2 _ 3 :

2학기
T _ 2 _ 4 :

1학기
T _ 2 _ 5 :

2학기

T _ 3 _ 1 :

전체 교수 수 (명)
D _ 3 _ 2 :

37
D _ 3 _ 3 :

38
D _ 3 _ 4 :

36
D _ 3 _ 5 :

36

T _ 4 _ 1 :

전입 교수 수 (명)
D _ 4 _ 2 :

1
D _ 4 _ 3 :

2
D _ 4 _ 4 :

0
D _ 4 _ 5 :

1

T _ 5 _ 1 :

전출 교수 수 (명)
D _ 5 _ 2 :

1
D _ 5 _ 3 :

2
D _ 5 _ 4 :

1
D _ 5 _ 5 :

0

 

<표 8-3> 최근 2년간 사업단 대학원 학과(부) 소속 교수 변동 내역

T _ 1 _ 1 :

연번
T _ 1 _ 2 :

성명
T _ 1 _ 3 :

변동 학기
T _ 1 _ 4 :

전출/전입
T _ 1 _ 5 :

변동 사유

D _ 1 _ 1 :

1
D _ 1 _ 2 :

홍재화
D _ 1 _ 3 :

2014년 1학기
D _ 1 _ 4 :

전입
D _ 1 _ 5 :

신규 임용

D _ 2 _ 1 :

2
D _ 2 _ 2 :

손시팡
D _ 2 _ 3 :

2014년 1학기
D _ 2 _ 4 :

전출
D _ 2 _ 5 :

퇴직

D _ 3 _ 1 :

3
D _ 3 _ 2 :

최승주
D _ 3 _ 3 :

2014년 2학기
D _ 3 _ 4 :

전입
D _ 3 _ 5 :

신규 임용

D _ 4 _ 1 :

4
D _ 4 _ 2 :

서명환
D _ 4 _ 3 :

2014년 2학기
D _ 4 _ 4 :

전입
D _ 4 _ 5 :

신규 임용

D _ 5 _ 1 :

5
D _ 5 _ 2 :

이준구
D _ 5 _ 3 :

2014년 2학기
D _ 5 _ 4 :

전출
D _ 5 _ 5 :

정년퇴직

D _ 6 _ 1 :

6
D _ 6 _ 2 :

이지순
D _ 6 _ 3 :

2014년 2학기
D _ 6 _ 4 :

전출
D _ 6 _ 5 :

정년퇴직

D _ 7 _ 1 :

7
D _ 7 _ 2 :

Elias Sanidas
D _ 7 _ 3 :

2015년 1학기
D _ 7 _ 4 :

전출
D _ 7 _ 5 :

정년퇴직

D _ 8 _ 1 :

8
D _ 8 _ 2 :

Yves Gueron
D _ 8 _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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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구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8.1 사업단 비전에 맞는 국제화 전략 및 계획

  본 사업단은 국제화를 통하여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양방향 세계화를 추진하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1. 국제학술지의 편집 및 국제학술대회 조직업무 참여 확대

   국제학계의 연구 수준에 맞추어 나가는 것을 넘어 국제학계의 연구흐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

   할 뿐만 아니라 국제저명학술지의 편집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저명학술지(SSCI급 국제학술지)

   의 편집업무를 맡고 있거나 우수 국제학술단체의 주요업무를 맡아 국제학술대회 조직업무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교수는 김병연, 김소영,  김진우, 이근, 이석배, 이철희, 주병기, 전영섭, 최승주, 황윤재, Jihong Lee 교수 

   등 11명 정도로 2013년 사업 신청 당시 8명 보다 3명이 증가하였다. (자세한 편집활동 내역은 본 보고서 제8.1절 

   참조) 2020년까지 이처럼 국제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의 숫자를 평균 1년에 1명정도씩 증가시켜 사업

   신청 당시 보다 2배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제학술대회 발표실적과 관련하여, 본 사업단은 지난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평균 3회가 넘는 빈도로 국제학술대회

   에 참여하거나 해외 대학에서 논문을 발표하였다. (자세한 활동 내역은 본 보고서 제8.1절 참조) 

   이는 본 사업단 교수들이 매우 활발하게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본 사업단은 향후 이러한 학술

   대회 발표 빈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국제적으로 비중있는 학술대회에서의 발표를 장려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학계를 선도하고자하는 본 사업단의 비전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매년 실

   시될 연차평가에서 주요 국제화 활동실적을 교수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 국제화 지원프로그램  

   국제 학술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국제화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해 왔으며 앞으

   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1) 해외 국제학술대회 발표지원

       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 좌장 및 기조연설자, 국제학회 임원회 참가, 국제학술지 편집위원

       회 참가, 국제기구회의 한국대표, 토론자 및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는 경우 항공비, 체제비, 등록

       비 등으로 매년 교수 1인당 연간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2) 국제학술회의 개최경비 지원

       3개국(본국포함) 이상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개최경비를 지원한다. 교내

       단독개최의 경우 800만원 이내, 교내 공동개최의 경우 400만원 이내, 교외 단독개최의 경우 500만원 이내 지원

       한다.

   (3) 해외방문연구 지원

       연구년에 해외방문연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매년 교수 1-2인을 선발하여 1인당 1200만원(6개월체류)을 지원

       한다. 또한 새로 임용된 교수의 경우 3년 근무 후에는 1년 동안의 해외방문연구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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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외 학교, 기관과 학술 대회 관련 협약 체결

     (a) 서울대-동경대 정례 국제심포지엄

         서울대 경제연구소는 동경대의 Center for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Japanese Economy와 함께 서울대-

         동경대 정례 국제심포지엄을 진행하여 두 대학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대-동경대 정례 국제심포지

         엄은 각 학교가 격년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경제연구소 연구원들이 동경대에 방문하여 그

         간의 여러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4년에는 서울대에서 제10회 서울대-동경대 정례 국제심

         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b) 동아시아 5개국 경제연구소 국제 심포지엄

         국제학술교류의 정례화를 신설하여 매년 서울대 경제연구소, 대만 중앙학술원, 싱가포르대 경제학부, 교토

         대 경제연구소와의 워크숍을 교환하고 있다. 본 심포지엄은 4개 학회가 매년 돌아가며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북경대가 참가하여 총 5개 학회의 우수한 학자들이 참가하게 되어 명실 공히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학술회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매회 토론 내용을 자료집으로 만들어 학술회 간의 연구결과를 공

         유하고 있다.

 

     (c) 서울대 경제학부에서는 매년 대학원생들의 발표와 논평으로 이루어지는 학술행사를 와세다대, 도쿄대, 게이

         오대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2014년에는 8월 23-25일에, 2015년에는 8월 28-30일에 게임이론을 주제로 

         학술행사를 가졌다. 

 

   (5) 다양한 해외석학방문 프로그램, 국제세미나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 주요 국제학술대회 유치 등을 통해 매년

       50인 이상의 해외석학을 초청하여 첨단 연구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해외 우수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매년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이다. 주요 국제학술단체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Society for Advanceof Economic Theory (Economic Theory 발간), Society for Social 

       Choiceand Welfare (Social Choice and Welfare 발간)이 주최하는 학술대회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서울대

       학교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으며, 향후 더 많은 학술대회를 유치,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양방향국제화   

    본 사업단은 세계 첨단의 학문적 성과를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국제화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와 경제발전 경험

    을 대상으로 한 연구주제를 국제적 수준의 연구방법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연구의 보편성을 심화시켜 그 결과를 국

    제학술지에 게재함으로써 진정한 양방향 국제화를 추구한다. 양방향 국제화를 위해서 본 사업단은 한국과 동아시

    아 경제 관련 연구의 글로벌 허브를 목표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불평등, 분배정의, 교

    육, 기술혁신, 북한경제와 통일 등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함으로써 연구결과의 현실 적용가능성을 높여 한국경제

    의 도약에 기여하고, 국제사회 및 경제학계의 관심도를 높임으로써 한국경제 연구의 글로벌 허브로 자리매김한다.

  

    구체적으로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를 대상으로 연구된 국제학술지 게재 논문수는 사업 신청 당시 1년 9건 수준이었

    으나 지난 2년간은 2년 21건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SS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15건 이었다. 앞으

    로도 매년 1건씩 증가시켜 2020년에는 연평균 약16건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하여 한국경제에 관한 첨

    단 학문적 성과를 세계에 전파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한국의 경험이 직접적으로 필요한 개도국, 신흥국들에 전파

    할 뿐 아니라, 개도국, 신흥국을 대표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성과로 승화시켜 국제적 지식으로 확산시킨다. 

    지난 2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경제를 연구하여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논문 21건 중 대표적인 논문 4건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논문의 내용에 대한 기술은 본 보고서 제6.l절 참조)

 

     - 이근, 정문영 (2015), "How Absorptive Capacity is Formed in a Latecomer Economy: Different Rol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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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ign Patent and Know-how Licensing in Korea," World Development, p. 678-694.

     - 김병연, Gerard Roland (2014), "How credible is the North Korean threat?, Economics of Transition,” 

       p.433-459.

     - 김병연, Di Guo, Kun Kiang and Chenggang Xu (2014), “Political economy of private firm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p.286-303. 

     - 김소영, 윤택, Yongseung Jung, Doo Yong Yang (2013), “Are Asian Business Cycles Different?,” Asian 

       Economic Papers, p.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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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참여교수의 국제화 현황 (최근 2년)

 

 ① 국제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I. 국제학회/학술대회 활동: 수상, 초청강연, 기조연설, 좌장, 위원회활동 등

  1. 국제학회 수상실적  

   (1) 이근 교수 슘페터상 수상

  

       이근 교수는 2014년 국제슘페터학회에서 슘페터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최근 2년간 나온 연구업적 중 가장 

       우수한 저작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이근 교수는 2013년 케임브리지대 출판사에서 낸 단독 영문저서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

       (한글 제목: 경제추격에 대한 슘페터학파적 분석)을 통해 이 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의 이전 수상자는 산타페

       연구소의 W. Brian Arthur, 영국 서섹스대학의 기술경제학의 구루인 고 Chris Freeman, 미국 컬럼비아 대학

       의 진화경제학의 대가 Richard Nelson, 하버드대학의 Philippe Aghion 등이다.

   (2) 이영훈 교수 Coghlan Prize 수상

       이영훈 교수는 2014년 Coghlan Prize을 수상하였다. Coghlan Prize는 SSCI 등재 저널인 Australian Economic 

       History Review 에 게재된 논문들 중 심사를 거쳐 최고의 논문을 투고한 저자에게 매년 수여하는 상이다. 이영

       훈 교수는 한국경제사 분야의 논문 "Economic stagnation and crisis in Korea during the eighteenth and 

       nineteenth centuries"를 게재하여 이 상을 수상하였는데 특히 한국경제사를 분석하여 국제적인 학술상을 수

       상하였다는 점에서 본 사업단의 양방향 국제화의 비전과 부합하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학회 활동  

   (1) 황윤재, 이석배 교수: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로 선출, 활동 

       황윤재교수는 2010년에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그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2014년

       에는 이석배교수 역시 Fellow로 선출되어 회원 선출 등의 학회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Econometric Society는 

       최고의 엄밀성을 추구하는 학술지인 Econometrica를 발간하는 유서깊은 경제학회로 이론 및 실증, 순수 및 응

       용 등 경제학 전분야에 걸쳐 독창적인 연구성과만을 출간하고 있다. 황윤재교수에 이어 이석배교수 역시 

       Fellow가 되었다는 사실은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학술활동이 엄밀성과 독창성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섰음을 보여준다. 2015년 1월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 임용된 교수로서 Econometric Society의 Fellow로 활동하

       고 있는 교수는 본 사업단의 황윤재교수와 이석배 교수, 그리고 박준용 교수(Indiana University, 성균관대)

       가 전부이다.  

   (2) 이근 교수: 국제슘페터학회의 차기 회장으로 선출 

       현재 Asia-Pacific Innovation Network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 교수는 국제슘페터학회의 차기 학회장으로도 

       선출되어 2018년에는 서울대에서 총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혁신에 대한 관

       심과 중요성을 고려하면 이근 교수의 연구는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중요한 시사

       점을 줄 수 있다. 이근 교수는 또한 혁신과 경제발전을 연구하는 연구인들의 모임인 Globelics(Glob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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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for economics of learning, innovation, and competence building system)에서 운영위원(Globelics 

       Scientific Board)으로, UN에서는 개발정책위원회(Committee for Development Policy)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

       는 등 혁신이론과 경제발전 연구에서 국제적인 활동이 두드러진다. 

   (3) 김병연 교수: 미국비교경제학회의 운영위원으로 선출 

  

       김병연 교수는 2014년에 미국비교경제학회(Associations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ACES) 회원의 투

       표를 통하여 운영위원(Board Member of Executive Committee)으로 선출되었다. ACES의 운영위원은 임기 2년의 

       총 6인으로 구성되어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SSCI 등재 저널인 학회지(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편집인을 선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김병연 교수는 Centre for 

       Research and Analysis of Migration (CReAM)의 External fellow로도 활동하고 있다. 

 3. 국제학술대회 활동

   (1) 국제학술대회 활동: 2회의 기조연설, 16건의 세션 좌장, 88여건의 논문발표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국제학술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 주요활동을 요약하면, 2013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사이에 2회의 기조연설, 88여건의 논문발표, 16건의 세션좌장 등으로 매우 활발한 활

       동을 보였다. 또한 국제학술대회의 조직에도 적극 참여하여, Committee 멤버로 6회, Session Organizer로 6회 

       이상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명문 대학인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Jihong Lee 교수), 일

       본 Hitotsubashi 대학 (주병기 교수), University of Hong Kong (이재원 교수) 등에서 초청 받아 논문발표를 

       하여 아시아 국가들과의 학문 교류에도 성과가 있었다. 

   (2) 2015 World Congress (Econometric Society 주최)에서의 활발한 활동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경제학에서 가장 권위있는 국제학술대회인 World Congress (Econometric Society 주

       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사업 참여기간인 2015년 8월 17-21일에 열린 제11회 World Congress(Montreal,

       Canada)에서 김진우, 서명환, 이석배, 조성진, 황윤재 교수 등 5명의 교수가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

       하였다. 특히 이석배 교수는 그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2015 World Congress의 Program Committee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참여교수들의 주요활동

      국제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 외에 좌장이상의 역할을 맡아 활동한 참여교수들의 주요 활동을 선별하여 서술하

      면 다음과 같다.   

      - 김병연 교수는 2014년 제10회 Joint Conference of the Directors of Asia Research Centers in PRC 에서 기

        조연설을 하고 2015년에는 Annual Meetings of the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에 참여한 학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였다. 

      - 김소영 교수는 제10회 International Convention of the 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 에서 program 

        committee의 위원을 맡아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5년 ASSA 미팅 KAEA 섹션에서 좌장을 맡았다. 

      - 김재영 교수는 2014년 AEI-Five Joint Workshop on Growth and Economic Policies와 ASSA meeting에서 좌장

        을 맡아 학회에 참석하고 논문을 발표하였다.

  

      - 이석배 교수는 2014년 ISA Workshop on Advanced in Microeconometrics와 제11회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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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Econometric Theory and Applications 에서 각각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의 역할도 맡아 활동하였으며 

        Econometric Society 주최 2015 World Congress의 Program Committee member로 활동하였다.   

      - 조성진 교수는 2014년 Osaka Workshop on Economics of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제13회 EBES 

        Conference, 2014년 Allied Social Science Associations 에서 모두 session organizer 으로 활동하면서 논문

        을 발표하였다. 

      - 주병기 교수는 2014년 RCGEB Winter Workshop: Advances in Economic Theory and Applications 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의 역할을 하는 등 2014년과 2015년에 총 8회에 걸쳐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 전영섭 교수는 다수의 국제학술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2014년 제12회 Society for Social 

        Choice and Welfare 학술대회 등 3개의 국제적인 학술대회에서 session organizer로 활동하면서 논문을 발표

        하였고 제4회 IAEE Asian Conference와 Workshop on Choice and Institution 에서는 좌장을 맡아 활동하였다.

           

      - 황윤재 교수는 제10회 International Symposium on Econometric Theory and Applications 과 제4회 Shanghai 

        Econometrics Workshop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좌장의 역할을 맡아 활동하였다. 

  

II. 국제 학술지 관련 활동 

 

 1. 개관: 경제학 5대 학술지 편집위원, 19개의 SSCI 학술지 편집활동 

    우리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최승주 교수가 경제학 5대 학술지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 의 편집위원

    을 맡고 있는 등 국제학술지와 관련하여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계량경제학 분야

    의 양대최고 학술지인 Econometric Theory와 Journal of Econometrics에서 각각 공동편집장(황윤재 교수)과 부편

    집장(이석배 교수)을 맡고 있는 등 공동편집장을 포함하여 총 5개의 SSCI 등재 학술지에서 편집장을, 11개의 

    SSCI 등재 학술지에서 부편집장 이상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개의 SSCI 등재 학술지에서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19개의 SSCI 등재 학술지에서 편집장, 부편집장, 혹은 편집위원

    을 맡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술지 활동은 국내에 유일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연구 중심대학과 비교할 만한 수준

    이다. 이러한 성과는 또한 지난 1, 2차 BK사업 지원에 힘입은 바, 한국 경제학계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서울

    대 BK사업단이 중추적인 연구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은 국제학술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발간하고 있는 국제학술지의 편집활동에도 활발하

    게 활동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국제학술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SSCI 등재 저널인 Korean 

    Economic Review 에서 김봉근 교수는 공동편집장을, 서명환 교수는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박지형, 이석배, 이재

    원, 이철인, 이철희, 주병기, 최승주, Jihong Lee 교수 등이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

    이 (공동)편집장 혹은 부편집장의 역할을 맡고 있는 SSCI 등재 학술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① Econometric Theory                                 공동편집장 황윤재 교수, 부편집장 이석배 교수

     ② Journal of Econometrics                            부편집장 이석배 교수

     ③ Research Policy                                    편집장 이근 교수

     ④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  편집장 주병기 교수

     ⑤ Asian Economic Journal                             공동편집장 김소영 교수

     ⑥ Korean Economic Review                             공동편집장  김봉근 교수 

     ⑦ Review of Economic Design                          부편집장 김진우 교수, 부편집장 Jihong Lee 교수

     ⑧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Theory           부편집장 전영섭 교수

     ⑨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부편집장 전영섭 교수

     ⑩ Journal of Macroeconomics                          부편집장 김소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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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부편집장 김소영 교수

 

  

 2. 연구 분야별 참여교수들의 주요 편집활동

   

    연구 분야별로 참여교수들의 국제학술지 관련 주요 편집활동을 선별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1) 계량경제학    

  

     (a) 황윤재 교수는 SSCI 등재 저널인 Econometric Theory의 공동편집장으로 활동하고있다. Econometric Theory는

         Journal of Econometrics와 함께 계량경제학분야의 양대 최고학술지 가운데 하나이자, 다른 경제학 학술지와

         비교해보더라도 영향력이 매우 높은 세계적인 학술지이다. 또한 황윤재교수는 Imperial College Press의 편

         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b) 이석배 교수는 Econometric Theory와 Journal of Econometrics의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 미시경제학  

     (a) 최승주 교수는 경제학 5대 학술지 중 하나인 Review of Economic Studies의 편집위원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b) 전영섭 교수는 4개의 국제우수학술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Theory(SSCI 등재지)와 Journal of Public Economic Theory (SSCI 등재지)에서는 부편집장을, International

         Journal of Game Theory (SSCI 등재지)와 Society for Social Choice and Welfare 에서는 각각 편집위원과 

         Council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International Journal of Economic Theory는 게임이론 분야의 전통을 가진 

         우수학술지이고, Social Choice and Welfare는 사회선택이론 분야의 최우수 국제학술지이다. 이들 국제학술

         지는 전영섭 교수의 주요 연구분야인 협조적 게임이론, 정치경제학 이론분야에서 권위 있는 학술지이다.

     (c) 주병기 교수는 Journal of Institutional and Theoretical Economics (SSCI 등재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학술지는1844년 최초로 발간된 유서 깊은 학술지로 주로 정치경제학과 제도경제학분야의 연구와, 

         경제/사회제도 및 정책, 법경제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주병기 교수는 Korean Economic Review(SSCI

         등재지)와 Seoul Journal of Economics (국내발간)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d) 김진우 교수와 Jihong Lee 교수 모두 Mechanism/Market 설계 분야의 주요학술지인 Review of Economic

         Design (SSCI 등재지)의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3) 거시경제학 

     (a) 김소영 교수는 Journal of Macroeconomics (SSCI 등재지)와 Asia Pacific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SSCI 등재지)에서 모두 부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lsevier B.V. 출판사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Journal

         of Macroeconomics는 거시경제학분야의 우수학술지이다. 또한 김소영 교수는 Asian Economic Journal(SSCI

         등재지)과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Managing editor, Economics Research International과

         International Economics and Finance Journal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b) 윤택 교수는 Journal of Economic Theory and Econometrics (국내발간)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c) 이재원 교수는 Journal of Stock and Forex Trading (Rutgers University)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4) 경제사

       이철희 교수는 미국 Cliometric Society에서 발간하는 경제사분야의 저명학술지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SSCI 등재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liometric Society는 1983년 McCloskey와 Willamson에

       의해 설립된 학회로 경제이론과 계량기법을 경제사에 적용하는 혁신적인 역사 연구의 발전을 이끌고 있는 학술

       단체이다. 이 단체가 발행하는 Explorationsin Economic History는 경제이론 모형과 계량경제학적인 분석을 역

       사 연구에 응용하는 수량경제사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전통과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이다. 이철희 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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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계 학자로서는 최초로 편집위원이 되었으며, 현재 이철희 교수를 제외한 다른 편집위원들은 모두 미국과

       유럽학자들이다. 이철희 교수는 또한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부편집장으로, Korean Economic Review

       (SSCI 등재지)에서는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 체제이행 경제학  

       김병연 교수는 전미비교경제학회(Association for Comparative Economic Studies)의 운영위원으로서 SSCI 등재

       지이며 비교경제학 분야에서 최고학술지인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와 Comparative Economic Studies

       의 편집위원 선임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편집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6) 경제발전론

       이근 교수는 기술경제 경영 및 정책분야의 최고학술지인 Research Policy(SSCI 등재지)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Research Policy는 2014년 JCR 5-year Impact factor가 4.257 (1년 Impact factor는 3.117)에 달하는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이다. 이외에도 이근 교수는 Seoul Journal of Economics의 편집장, Asian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SSCI 등재지)의 Advisory Board Member, Asian Economic Journal(SSCI)의 Director

       로 활동하고 있는 등 매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III. 국제 저술 활동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학술논문 뿐만아니라 저술활동을 통하여 국제적인 학술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데, 특히 이근교수는 영문 학술저서를 집필하여 슘페터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근 교수는 

     2013년 9월 캠브리지대 출판사에서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을 출판하였는데 이 책으로 2014년 슘페터상을 수상하였다. 이 책에서 이근 교수

     는 후발국의 경제성장의 성과 차이를 국가, 산업, 그리고 기업의 세 차원에서 특허자료를 실증 분석하여 밝혀내

     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인 경제학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캠브리지대 출판사에 단독저서를

     낸 것은 이근 교수가 처음이다. 

     또한 이근 교수는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Stiglitz 등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과 함께 『The Industrial Policy 

     Revolution I』(Palgrave Macmillan, 2013)의 집필에 참여하여 제4.3장 “Capability Failure and Industrial 

     Policy to Move beyond the Middle-Income Trap: From Trade-based to Technology-based Specialization"을 집필

     하였다. 이밖에도 이근 교수는『Developing National Systems Of Innovation (University-Industry

     Interactions in the Global South)』(Edward Elgar Pub, 2015), 『Resources, Production and Structural

     Dynamics』(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5) 등의 국제적인 전문서적에 저자로 참여하였다.

 

 ② 국제적 연구활동 참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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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 참여교수들의 국제적 연구활동은 매우 활발하여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 절반이 넘는 논문이 해외

연구진과의 공동연구의 결과물이었다. 지난 2년간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64편 중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와 해

외 연구진의 공동 논문은 35편이었으며 이중 SSCI급(SSCI, SCI, SCIE)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은 모두 31편이

다. 현재에도 다수의 참여교수들이 해외 연구진과의 공동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 계속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또한 공동연구가 한 분야에 치우쳐 있지 않고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계량경제학 등 경제학의 전 영역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기초적 학문의 발전에 공헌해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연구까지 망라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동연구의 주요 성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총 35편의 공동연구 논문 중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경제학 5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11편의 논문목록   

   (1) 미시경제학 

       - Yeon-Koo Che, 김진우, and Konrad Mierendorff (2013), "Generalized Reduced-Form Auctions: A Network-

         Flow Approach," Econometrica 81(6), p. 2487-2520

       - Yeon-Koo Che, 김진우, Fuhito Kojima (2015), "Efficient Assignment with Interdependent Value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58, p.54-86

       - Jihong Lee (참여교수), Hamid Sabourian (2015), "Complexity and Repeated Implementation," Journal of 

         Economic Theory, 158. p.259-292

       - Yuan Ju, 전영섭, Rene van den Brink (2014), "Auctioning and Selling Positions: A Non-cooperative 

         Approach to Queueing Conflicts," Journal of Economic Theory, 153, p.33-45

       - 전영섭, Manipushpak Mitra, Suresh Mutuswami (2015), "A Characterization of the Symmetrically 

         Balanced VCG Rule in the Queueing Problem," Games and Economic Behavior, online published

 

   (2) 거시경제학 

       - Saroj Bhattarai, 이재원, Woong Yong Park (2014), "Inflation Dynamics: The Role of Public Debt and 

         Policy Regimes,"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67, 93-108. 

       - Saroj Bhattarai 이재원, Woong Yong Park (2015), "Optimal Monetary Policy in a Currency Union with 

         Interest Rate Spread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6, p.375-397

   (3) 계량경제학 

       - Xiaohong　Chen, Victor Chernozhukov, 이석배, and  Whitney K. Newey, (2014) "Local Identification of 

         Non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Models," Econometrica, 82(2), p. 785-809

       - Bonsoo Koo and 서명환 (2015), "Structural-break Models under Mis-specification: Implications for 

         Forecasting," Journal of Econometrics, 188, p.166-181

   (4) 응용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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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hn Gibson and 김봉근 (2015), "Hicksian Separability does not hold over Space: Implications for the 

         Design of Household Surveys and Price Questionnaire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114, p. 34-

         40

       - Di Guo, Kun Kiang, 김병연 and Chenggang Xu (2014), "Political Economy of Private Firms in China,"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42(2), p.286-303

  2. 현재 진행중인 공동연구 55건 중 상위 30위 국제학술지(경제학 5대 학술지 포함)에 수정을 요구받은 10편의 논문

목록 

 

  (55건 전체 목록은 본 보고서 제6.1절 II.1.(1)의 (d) 세계적 역량을 갖춘 해외석학의 초빙 및 공동연구의 수행 

   참조)

   (1) 미시경제학

       - 김진우, Yeon-Koo Che (Columbia University), and Daniele Condorelli, "Weak Cartels and Optimal 

         Auctions," Review of Economic Studies, (Revised and resubmitted) 

       - 주병기, Juan D. Moreno-Ternero (Universidad Pablo de Olavide and CORE, Universite Catholique de 

         Louvain), "Fair Allocation of Disputed Propertie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Revised and 

         resubmitted)    

       - 김진우, Yeon-Koo Che (Columbia University), 최승주, "An Experimental Study of Sponsored-Search 

         Auctions," Games and Economic Behavior (Revised and resubmitted) 

   (2) 거시경제학 

       - 이재원, Carlos Carvalho, "Sectoral Price Facts in a Sticky-Price Model," American Economic Review 

         (Revised and resubmitted)

       - 이재원, Carlos Carvalho and Niels Dam, "Real Rigidities and the Cross-Sectional Distribution of

         Price Stickiness: Evidence from Micro and Macro Data Combined,"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Revised and resubmitted) 

   (3) 계량경제학 

       - 황윤재, Oliver Linton (University of Cambridge) and Yu-Min Yen, "A Nonparametric Test of a Strong 

         Leverage Hypothesis," Journal of Econometrics (revised and resubmitted) 

       - 황윤재, Heejoon Han, Oliver Linton (University of Cambridge) and Tatsushi Oka (LSE), "The Cross-

         Quantilogram: Measuring Quantile Dependence and Testing Directional Predictability between Time 

         Series," Journal of Econometrics (Revised and resubmitted)  

       - 서명환 and Yongchul Shin (York University), "Dynamic Panel with Possibly Endogenous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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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ffect," Journal of Econometrics (Revised and resubmitted)  

   (4) 응용경제학 

     

       - 조성진, John Rust (Georgetown University), "Precommitments for Financial Self-control: Evidence From 

         the 2003 Korean Credit Cri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Revised and resubmitted)

       - 최승주, Andrea Galeotti, and Sanjeev Goyal, "Trading in Networks: Theory and Experiment,"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Revised and resubmit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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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교수 연구역량

 

9.1 연구비 (최근 2년)

<표 9> 최근 2년간 참여교수 1인당 정부, 산업체, 해외기관 등 연구비 수주 실적 (단위: 천원)

T _ 1 _ 1 :

항목
T _ 1 _ 2 :

수주액(천원)

T _ 2 _ 2 :

'13.9.1∼'14.8.31
T _ 2 _ 3 :

'14.9.1∼'15.8.31
T _ 2 _ 4 :

전체기간 실적

T _ 3 _ 1 :

정부 연구비 수주 총 입금

액
D _ 3 _ 2 :

1,174,157
D _ 3 _ 3 :

753,070
D _ 3 _ 4 :

1,927,227

T _ 4 _ 1 :

산업체(국내) 연구비 수주

총 입금액
D _ 4 _ 2 :

260,127
D _ 4 _ 3 :

34,750
D _ 4 _ 4 :

294,877

T _ 5 _ 1 :

해외기관 연구비 수주 총

환산입금액
D _ 5 _ 2 :

-
D _ 5 _ 3 :

-
D _ 5 _ 4 :

-

T _ 6 _ 1 :

1인당 총 연구비 수주액
D _ 6 _ 2 :

53,121
D _ 6 _ 3 :

29,178
D _ 6 _ 4 :

82,300

T _ 7 _ 1 :

참여교수 수
D _ 7 _ 2 :

X
D _ 7 _ 3 :

X
D _ 7 _ 4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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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학분야 논문 31건의 58.1%를 차지한다. 대표논문 전체 34편의 보정 임팩트팩터의 평균도 0.711로서 우수하다.  

  2. 경제학 5대 학술지 3건,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16건

  본 사업단의 대표논문에는 경제학 5대 학술지 중 하나인 Econometrica에 2건, American Economic Review에 1건의 논

문이 있으며,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경제학 5대 학술지 제외)에 게재된 논문도 16건으로 경제학 5대 학술지와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합하면 모두 19건으로 전체 34건의 5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표논문의 과반수

가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임을 의미한다.    

 

 나.  국내·외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

  2015년 8월 24일에 발표된 2015년도 학술지평가 우수등재학술지에 경제학 분야의 학술지는 포함되지 않아 국제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계획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 사업단의 주요한 목표는 연구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며, 이는 저명학술지 우수 논문실적의 향상을 통해 달

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단이 세운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i) 사업단 전반의 저명학

술지 논문실적 향상, (ii) 주요 전략분야 (즉,기초분야,한국과 동아시아 경제관련 분야, 실험 및 행동경제학 등 신생

분야)와 관련된 논문실적 향상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요 전략분야의 논문실적 향상은 저명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사업단 전반의 저명학술지 논문실적 향상이라는 첫번째 전략과 궤를 같이 하고있다.

  본 사업단의 저명학술지 논문 게재목표는 다음과 같다. BK21플러스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에 참여교수 1인당 SSCI

급 국제학술지의 연평균 게재건수를 1.704건으로 증가시키며, 사업단 전체의 경제학 5대학술지와 상위 30위 국제학술

지 게재 건수를 각각 연평균 3.5건과 13.5건으로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본 사업단 참여교수의 연구

실적은 1인당 SSCI급 학술지 게재건수에서는 코넬대(1.127건), 위스콘신대학(0.984건)보다 앞서며 경제학 5대학술지

게재건수에서는 코넬대학(4건), 위스콘신대학(8.5건), 우수국제학술지 게재건수에서는 코넬대(18건), 위스콘신대학(7

건)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본 사업단의 연구역량이 위 두 대학과 유사한 수준, 즉 미국의 10-15위권에 이르게

된다.그리고 이는 아시아의 유수대학인 동경대와 싱가포르 국립대의 연구업적을 압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

외대학 겸직교수를 제외한 국내대학 전일제 교수만으로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참여교수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

는 최근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는 사업단 소속교수들의 이들 학술지 게재실적에 의해 뒷받침된다. 

   

  우수 논문의 저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들을 시행중하거나 시행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1) 우수논문포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는 5대학술지,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SSCI 주요학술지 게재 실적에 대해 차

      등적으로 포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2) 신임교수관련 인센티브: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의 승진기준은 5대학술지 혹은 상위 30위 국제학술지 논문게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신임교수는 강의경감, 학부/단과대학/대학차원연구비 수여, 조기 안식년 제

      도 등의 지원을 받게된다.

  (3) 사업단 연차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본 사업단에서는 연차평가결과 우수한 논문실적을 거둔 교수에게 석,박사과

      정 학생의 연구 조교 추가배정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부차원의 포상금 지급 등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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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저서

 

 ① 참여교수 저서 환산 편수(최근 2년)

<표 12> 참여교수 1인당 저서 환산편수 실적

T _ 1 _ 1 :

항목
T _ 1 _ 3 :

최근 2년간 실적(편)
T _ 1 _ 6 :

전체기간 실적
T _ 2 _ 3 :

2013년
T _ 2 _ 4 :

2014년
T _ 2 _ 5 :

2015년

T _ 3 _ 1 :

학술 저서 환산

편수

T _ 3 _ 2 :

국어
D _ 3 _ 3 :

1.2999
D _ 3 _ 4 :

6.8334
D _ 3 _ 5 :

0.1818
D _ 3 _ 6 :

8.3151

T _ 4 _ 2 :

외국어
D _ 4 _ 3 :

3.1111
D _ 4 _ 4 :

0.1666
D _ 4 _ 5 :

0.7997
D _ 4 _ 6 :

4.0774

T _ 5 _ 1 :

학술저서 총 환산편수
D _ 5 _ 3 :

4.411
D _ 5 _ 4 :

7
D _ 5 _ 5 :

0.9815
D _ 5 _ 6 :

12.3925

T _ 6 _ 1 :

1인당 학술저서 환산편수
D _ 6 _ 3 :

X
D _ 6 _ 4 :

X
D _ 6 _ 5 :

X
D _ 6 _ 6 :

0.4589

T _ 7 _ 1 :

참여교수 수
D _ 7 _ 6 :

27

 

 ② 대표저서의 질적 우수성

  사회과학 사업단에서는 대표저서 3편에 대하여 질적우수성을 서술할 수 있으므로 우리사업단에서는 대표저서를 다음

과 같이 선정하였다. 대표저서를 선정함에 있서 본 사업단의 양방향 국제화 비전에 맞추어 한국 경제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 저서를 포함하있다. 

 1. 이근교수의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up: Knowledge, path-creation, and

                   the middle income trap』(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1) 슘페터상 수상

       이근 교수는 이 저서를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0월 국제 슘페터학회에서 슘페터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최근 2년간 나온 연구업적 중 가장 우수한 저작물에 수여하는 것으로 이 상의 이전 수상자는 산타페연구

       소의 W. Brian Arthur, 영국 서섹스대학의 기술경제학의 구루인  고 Chris Freeman,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진

       화경제학의 대가 Richard Nelson, 하버드대학의 Philippe Aghion 등이다.

   (2)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이근 교수는 위의 저서를 집필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5년 9월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 수상자

       로 선정되었다. 대학민국학술원상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부문에서의 우수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을 통

       해서 학술 발전에 공로가 있는 학자에게 수여된다.

   (3) 정책적 함의

       이근 교수는 위의 저서에서 중진국에 도달한 후발국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까지 성장을 잘 유지할 수 있

       는지 즉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기술수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중진국의 경

       우에는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기존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전략임을 특허 자료를 통한 기업 산업 국가 차원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중진

       국 단계에 들어서면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병이 있어서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의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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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근교수의 위 저서는 이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처방을 경제이론 몇 실증

       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있어 후발국의 경제발전 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 양동휴 교수의 『유럽의 발흥』(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이 책은 15-18세기 유럽과 아시아, 그중에서도 특히 서유럽과 중국의 경제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유럽의 발흥

    (rise)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환경, 국가시스템, 제도, 시장, 과학, 군사, 종교, 가족제도 등 다양한 측면을 검

    토하고 있다. 유럽 발흥과 대분기에 관한 책들은 국내에서는 단편적인 내용만 소개되어 있을 뿐, 대부분 해외저

    작물들의 번역서이다. 이 책은 동서양 비교경제사를 다룬 국내 최초의 저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2015년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으며  2014년에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하는 "11월의 

    읽을 만한 책"(사회과학분야)으로 선정되었다. 

 3. 이영훈, 이근, 이철희 교수의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이 책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주관으로 한국 경제체제의 특질과 문제점,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2년 동안의 

    연구 성과를 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책은 한국형 혁신체제,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자영업, 농산물 유통

    과 가공, 고령노동시장, 소득분배, 갈등과 신뢰, 제도와 가치관, 사회의 역사적 특질 등을 다룬다. 또한 한국 경

    제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사회와 문화의 특질에 주목한 책으로, 한국의 경제체제

    를 비교제도분석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은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시의적절한 책으로 조선비즈 등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조선비즈 2015년 2월 28일 북리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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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참여 교수 연구실적의 학문적 선도성 및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도

  우리 사업단은 연구에 있어서 수월성과 현실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와 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공신력 있는 경제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경제정책 수

립 및 실행, 더 나아가 한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특히 북한 경제와 통

일, 한국 경제의 글로벌화, 분배정의, 교육, 국제금융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선도적인 경제학의 연구방법을 사용

하여 현실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I. 인류사회 공헌도와 이론적 기여도

  본 사업단은 기초연구 역량 강화를 통하여 경제학의 이론적인 발전과 현실에의 응용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얻

어왔는데,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보건경제학 분야의 이철희 교수  

     이철희 교수는 한국전쟁과 광주항쟁의 사례를 이용하여 태아기의 부정적인 경험이 장기 및 세대 간에 걸쳐서 건

     강과 인적자본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고, 이 결과는 상위 30위 국제학술지인 Journal of Health Economics

     (대표논문 연번 26)와 사회과학ㆍ의학 융합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학술지의 하나인 Social Science & Medicine

     (대표논문 연번 27)에 게재되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건강과 인적자본 발달을 개선하기 위

     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첫째, 생애초기에 손상된 건강이 일생에 걸쳐 어느 정도의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한

     다면, 건강개선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개입에 얼마나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컨대 이철희 교수는 Journal of Health Economics에 게재된 논문에서 한국전쟁으로 인한 태아기 건강의 손상이

     교육수준의 저하를 통해 가져온 비용을 추정하였으며, Social Science & Medicine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모친의

     태아기 광주항쟁 경험으로 인한 출생결과 악화가 성인기 신장, 소득, 인지능력 등에 미칠 효과를 추정하였다. 

	둘째, 이 연구의 결과는 건강의 개선 및 인적자본발달을 위해 어떤 대상에게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예컨대 위에서 소개한 연구들은 어느 연령대 (태아

     기 대 아동기, 각 임신단계 등)가 건강 혹은 인적자본 형성에 있어서 더 결정적인 시기인지, 또 생애초기 부정적

     인 충격의 장기적 효과가 어떤 인적특성이나 개입(부모의 교육수준과 소득, 모친의 경제활동 등)에 의해 증폭되 

     거나 혹은 감소하는지를 논의하였다. 

	셋째, 우리나라의 태아와 아동의 삶을 규정하는 제반 여건은 해방 이후 장기적으로 변화해왔다. 생애초기의

      환경이 중년 이후의 건강과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변화가 향후 중ㆍ고령

      자들의 건강과 생산성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구고령화의 부정

      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추격경제학의 이근 교수  

     대표저서로 선정된 이근 교수의 영문 저서 『Schumpeterian Analysis of Economic Catch Up』(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는 중진국에 도달한 후발국들이 어떻게 하면 선진국으로까지 성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지 즉 중진국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기술수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즉 중진국의 경우에

     는 기술수명이 짧은 분야에 특화하는 것이 기존 선진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고 틈새를 찾을 수 있는 전략임

     을 특허 자료를 통한 기업 산업 국가 차원의 실증분석을 통해서 밝히고 있다. 많은 후발개도국들이 중진국 단계

     에 들어서면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이라는 병을 있어서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구의 주요 정책 현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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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랐다. 이근 교수의 이 저서는 이런 중진국 함정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처방을 경제이론 몇 실증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후발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3. 이론미시경제학의 김진우 교수 

     매칭이론은 지난 10년에 걸쳐 이론과 현실적용의 양 측면에서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주어진 경제상

     황에 맞는 매칭 제도의 설계문제는 많은 연구의 중심주제로 등장하였다. 매칭제도 설계시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

     요한 속성으로 안정성(stability)과 효율성(efficiency)를 꼽을 수 있다. 즉, 주어진 매칭제도에 의해 도출되는 

     매칭 결과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칭이론의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경제주체의 선호에 대한

     제약적인 가정--모든 사람들이 사적(private)이고 대체적인(substitutable)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가정은 많은 현실적인 매칭시장에서 위배되고 있다. 김진우 교수는 이러한 가정을 완화

     하여 경제주체들이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이고 보완적인(complementary) 선호를 가지는 것이 허용하였을 때

     안정적인 혹은 효율적인 매칭의 존재 여부(existence) 및 이행 방법(implementation)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

     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연구가 사업 참여기간동안 Journal of Economic Theory에 게재되었다.(대표논문 연번 6) 

     이러한 김진우 교수의 연구 결과는 경제학 발전에 이론적으로 주요한 기여를 할 뿐 아니라 현실적인 매칭제도의

     설계에도 상당한 함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가구조사 방법연구의 김봉근 교수  

     김봉근 교수는 실증경제학의  주요자료인 센서스나 가구조사자료들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는 실증방법론의 개발

     과 이들 방법론들의 경제발전론의 연구주제들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소비자물가지

     수의 대안으로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는 엥겔곡선 물가지수접근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된 물가지수 방법론

     을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 및 분배 분석에 적용하는 연구 등을 실행하였다, 김봉근 교수는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을 발전경제학의 최고학술지인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대표논문 연번 17)에 게재하였다. 

II. 한국사회 혹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의 공헌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주요 비전 중 하나인 양방향국제화를 추진하면서 한국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북한경제와

통일,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대응, 국제간 자본 이동 등과 같은 주제들을 연구함으로써 한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북한경제와 통일 분야 김병연 교수 

     김병연 교수는 북한 경제와 남북경제통합, 체제이행의 경제학과 경제성장론을 연구하고 있는데 북한 경제와 남북

     경제통합에 관한 국내외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연구로 북중 기업 조사, 탈북민 조사와 실험, 남

     북 경제통합시 남북 경제성장률 추정, 남북 경제통합 방안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일부가 학술저서『남북통합

     지수 2008-2013 변동과 합의』(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3)로 출판되었다. 또한 김병연 교수는 북한 관련 요인

     이 한국의 주식, 외환,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연구결과를 SSCI급 국제학술지인 Economics of 

     Transition에 논문으로 게재하였다.("How credible is the North Korean threat?", 2014). 이 연구는 사건연구

     (event studies)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 관련 요인이 한국의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임을 발견함

     으로써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은 신뢰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학회 발표와 언론 인터뷰, 언론 기고와 관련

     하여 김병연 교수는 북한경제 관련 연구 성과를 일반과 정책결정자에게 알리는 데 가장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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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기사: 머니투데이 2014.10.24. 참조)   

  2. 국제경제학의 박지형 교수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의 아시아-글로벌 경제질서 프로그램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 및 중진국의 

     약진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국제경제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아시아 및 세

     계경제를 위한 국제경제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박지형 교수는 이러한 프로그램

     에 참여하면서 특히 국제경제질서 중 실물부문에 대한 질서를 형성하는 국제무역체제 및 법제도를 그 연구대상으

     로 정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국제무역체제 및 법제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경제학 분야와 법학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형성

     된 현재의 세계무역체제 및 법제도가 주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이에 비하여 박지형 교수의 연구는 세계무역질서

     에 대하여 경제학과 법학 분야의 연구를 종합하는 학제적·융합적 연구를 지향하는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변

화

     해갈 세계무역질서의 모습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해나가고 있으며 연구 결과의 일부를 학술저서 『국제경

     제체제의 위기와 위험관리(국제통상체제의  원산지규정: 현황과 문제점)』(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위험관리 

     연구프로그램, 2014)을 통하여 발표하였다. 

  3. 국제금융의 김소영 교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1990년대 이후 자본이동을 자유화하였다. 자본 이동 자유화의 중요한 목적은 

     자본 이동을 자유화함에 따라 경제적 편익을 얻는 것이나, 이후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본 이동 자

     유화 이후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김소영 교수는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 유출입이 동

     아시아 국가들에게 자본 이동의 중요한 편익 중 하나인 투자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특히 동아시아 국

     가 내에서의 자본 이동과 비교하여 실증 분석했다.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동아시아 국가들 내에서의

     자본 이동은 그러한 편익을 일부 제공해주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인 규모가 더 큰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 유출입

     은 그러한 편익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들로부터의 자본 유출입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자세히 모니터 해야 하고 급격한 자본 유출입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소영 교수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SSCI 등재 학술지인 Japan and

     the World Economy에 게재하였다. 

     ("Financing investment in East Asia: Regional or global savings?", 2014)  

III. 연구 비전에 맞는 한국사회 발전의 기여 계획

  본 사업단의 참여교수들은 지역적 집중, 공교육 문제 등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와 잠재적인 문

제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선도적인 연구방법을 적

극적으로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실험경제학을 이용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김병연, 이석배, 최승주 교수)

     본 사업단의 김병연, 이석배, 최승주 교수는 이정민 교수(서강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를 실험경제학 방법과 전통적인 설문 조사방법을 결부하여 진행하고 있다. 먼저 2013년 9월 ~ 2014년 8월 기

     간에는 북한체제의 경험이 사적 소유권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를 통한 분배적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북

     한 이탈주민과 남한주민 비교를 통해 경제학 실험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014년 9월 ~ 2015년 8월 



113 / 263

     기간에는 남북한 상이한 제도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경쟁제도에 대한 선호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

     한 연구를 경제학 실험과 설문조사를 결부하여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2015년 9월 ~ 2016년 8월 기간에는 남북

     한 제도에서의 경험이 시장 경제에서 거래와 균형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험경제학 기법을 이용해 연

     구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과 조사 연구는 이제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연구로 북한 연

     구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에 중요한 시사

     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역적 집중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이철인 교수)

     이철인 교수는 논문 "Agglomeration, Search Frictions, and the Growth of Cities"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지역

     적 집중과 경제의 성장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발생하며, 임금수준 및 실업률의 지역간 격차, 도시의 팽창/지역

     적 쏠림현상 등의 소위 불균형적 현상들이 어떠한 의미에서 동태적 경쟁적 균형으로 나타나며, 또 이러한 균형

     의 비효율성이 어떠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입안자의 최적정책의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 공간적 의미에서 동

     태적 재정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에서 이철인 교수는 기존의 신경제지리학과 해리스-토다로의 지역간 이

     주모형을 결합하여 적어도 우리나라와 같이 지역적 집중을 통해 성장하는 추격경제들의 특성을 규명하고 성장을 

     지속하도록 각종 외부성을 내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소폭의 문장 정리 후 SSCI 등재 학술지

     인 Annals of Regional Science에 출간될 예정이다. 

  3. 교육경제학 (류근관 교수) 

     류근관 교수는 남상욱과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 "Effect of High School Curriculum on Youth Labor Market"에

     서 한국의 고등학교 공교육 교육과정 개편이 피교육생의 대학 졸업 후 첫 노동시장에서 받는 시간당 임금에 미치

     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6차 교육과정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의 개편은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미적분

     을 수학 필수과목에서 제외하는 등 주로 수학을 수월하게 만든 개편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는 추후 피교육생의 

     시간당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특히 이공계 전공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졌다. 고등학생들의 향후 노

     동시장에서의 임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

     학의 교과내용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와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SSCI 등재 학

     술지인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에서 수정을 요구받아 수정 후 다시 제출하였다.    

  4. 가구 구성의 불평등 완화에 대한 연구 (김대일 교수)

     가구 소득의 불평등에 있어서 가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개인의 소득은 인적 및 

     물적 자본(human and physical capital)에 따라 원천적으로는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개인 소득의 불평등(분포)는 

     시장에서 노동력과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이와 같이 시장에서 발생하는 원천 소득의 불평등

     에 노출된 개인들은, 다수가 모여 하나의 가구를 구성함으로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불평등 압력을 어느 정도까지

     회피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서로 다른 소득을 가진 개인들이 가구 구성을 통해 소득을 공유할 수 있고, 둘

     째, 가구 내에서 내구재를 공동으로 소비함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구 규모의 

     변화와, 가구 구성과 관련된 선택 및 구성원의 취업 여부 등은 개인 소득의 불평등이 가구구성에 의해 완화되는 

     메커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대일 교수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구조와 그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 가구소득의 불평등이 결정되는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불평등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

     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5. 분배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 (이철희, 주병기, 전영섭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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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단의 이철희, 주병기, 전영섭 교수는 분배정의와 공정성에 관한 경제이론 및 행동경제학적 접근법을 한

     국 경제에 응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었다. 이제 당면한 과제

     는 경제적 번영과 복지국가로서의 성숙을 동시에 조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분배적 정의와 공정성과 관련

     된 한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철희, 주병기, 전영섭 교수

     는 먼저 법,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의 영역에서 한국사회의 분배적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한 후, 이를 기초로 

     미래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행동경제학적 연구성과들은 공

     정한 제도가 반드시 그 수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구성원 모두의 후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분배적 정의론과 전통 규범경제학, 그리고 행동경제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경제학 연구패

     러다임을 개척함으로써 이를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당면한 주요문제들의 해결에 활용하는 성과를 얻는 것을 목

     표로 한다.

  6. 거시경제 정책연구 (김소영 교수)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안정이 거시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 확산되고 있지

     만 금융 안정이 물가 안정, 경기 안정화와 같은 전통적 거시 경제 정책 목표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정책

     적 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 통화 정책 수행 시 전통적인 목표 이외에 금융 안

     정을 고려해야 하는지, 부동산 규제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금융 안정 이외에 경기 부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소영 교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화 정

     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여 통화 정책과 거시 건전성 정책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 다양한 목

     표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제도개선 및 지원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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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비 집행 계획

 

1 사업비 집행 계획(4~8차년도) (단위 : 천원)

T _ 1 _ 1 :

항목
T _ 1 _ 2 :

4년차
T _ 1 _ 3 :

5년차
T _ 1 _ 4 :

6년차
T _ 1 _ 5 :

7년차
T _ 1 _ 6 :

8년차
T _ 1 _ 7 :

계

T _ 2 _ 1 :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D _ 2 _ 2 :

552,000
D _ 2 _ 3 :

552,000
D _ 2 _ 4 :

552,000
D _ 2 _ 5 :

552,000
D _ 2 _ 6 :

276,000
D _ 2 _ 7 :

2,484,000

T _ 3 _ 1 :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D _ 3 _ 2 :

108,000
D _ 3 _ 3 :

108,000
D _ 3 _ 4 :

108,000
D _ 3 _ 5 :

108,000
D _ 3 _ 6 :

54,000
D _ 3 _ 7 :

486,000

T _ 4 _ 1 :

산학협력 전담

인력 인건비
D _ 4 _ 2 :

-
D _ 4 _ 3 :

-
D _ 4 _ 4 :

-
D _ 4 _ 5 :

-
D _ 4 _ 6 :

-
D _ 4 _ 7 :

-

T _ 5 _ 1 :

국제화 경비
D _ 5 _ 2 :

132,000
D _ 5 _ 3 :

132,000
D _ 5 _ 4 :

132,000
D _ 5 _ 5 :

132,000
D _ 5 _ 6 :

66,000
D _ 5 _ 7 :

594,000

T _ 6 _ 1 :

사업단 운영비
D _ 6 _ 2 :

90,000
D _ 6 _ 3 :

90,000
D _ 6 _ 4 :

90,000
D _ 6 _ 5 :

90,000
D _ 6 _ 6 :

45,000
D _ 6 _ 7 :

405,000

T _ 7 _ 1 :

교육과정개발

비
D _ 7 _ 2 :

-
D _ 7 _ 3 :

-
D _ 7 _ 4 :

-
D _ 7 _ 5 :

-
D _ 7 _ 6 :

-
D _ 7 _ 7 :

-

T _ 8 _ 1 :

실험실습 및

산학협력활동

지원비
D _ 8 _ 2 :

-
D _ 8 _ 3 :

-
D _ 8 _ 4 :

-
D _ 8 _ 5 :

-
D _ 8 _ 6 :

-
D _ 8 _ 7 :

-

T _ 9 _ 1 :

간접비
D _ 9 _ 2 :

18,000
D _ 9 _ 3 :

18,000
D _ 9 _ 4 :

18,000
D _ 9 _ 5 :

18,000
D _ 9 _ 6 :

9,000
D _ 9 _ 7 :

81,000

T _ 1 0 _ 1 :

합계
D _ 1 0 _ 2 :

900,000
D _ 1 0 _ 3 :

900,000
D _ 1 0 _ 4 :

900,000
D _ 1 0 _ 5 :

900,000
D _ 1 0 _ 6 :

450,000
D _ 1 0 _ 7 :

4,0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