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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장인사말씀 ♣

친애하는 경상대 가족 여러분 !
경상대학

사공 진(경제학부 교수)학장 입니다.

지난 8월 1일 학장으로 취임하여 정신없이 뛰어 다니다 보니 어언간 학기말이 가까워
오고 있네요.
학장 취임 이후 경상대 구성원의 만족감 제고 및 소통강화를 목표로 하여 전체 경상대
교수님이 참여하는 4개의 위원회(학생, 교수, 기획, 국제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의 연구 결과들을 정책화하는데 힘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경상대 소식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기획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최근에 경상대의 모든 뉴스를 담고 있는 바 교수님들의 지난 반년간의 연구업적이나
최근의 교외활동상황, 학생들의 수상 내용이나 학교를 빛낸 활동 등의 내용을 다룰 예
정으로 있습니다. 소식지의 발행을 통해 경상대 구성원 간의 소통도 더 활발해 지고
구성원 간의 이해도 증진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대에 대한 홍보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학기부터 제가 역점을 두고 전개하고 있는 것은 경상대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것으로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 캠페인 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경상대 학생은
경상대를 오가는 모든 교수님들께 반갑게 인사하시기 바라며 교수님들도 이에 반갑게
화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2013년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약속의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 하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경상대학장 사공 진 올림
【 마음을 담은

인사 】

고맙습니다하는 감사의 마음
미안합니다하는 반성의 마음
덕분입니다하는 겸허한 마음
그렇습니다하는 긍정의 마음
인사를 할 때는 이런 향기 나는 긍정적인 말을 곁들여라.
인사를 건네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다.

♣ 교수 동정 ♣
■ 연구.학회 및 대외활동
◎ 경제학부
▣ 사공 진 교수
▶ 연구 활동 (학진 등재지)
1)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분석", 공저(임현아, 조명덕),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2. 9.
▶ 대외 활동
ㅇ 2012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규제개혁위원(경제분과위)
ㅇ 2012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ㅇ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
ㅇ 2012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직능발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ㅇ 2012년 보건복지부 자체평가위원회 보건의료분과위원장
ㅇ 2012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괄수가제 시민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
ㅇ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주만수 교수
▶ 연구 활동 (학진 등재지)
1)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6.
2) “특별․광역시별 조정교부금제도 비교 분석 및 적합성 평가”, 서울도시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2. 6.
3) “제주도지역 공공자본의 효율성 분석과 재정지출정책에 관한 함의”,
공저(최병호, 이근재), 지방정부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8.
4) “세원공유의 조세징수노력에 대한 효과: 서울시 재산세공유 모형” 재정학연구,
한국재정학회 2012. 8.
▶ 대외 활동
ㅇ 201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문위원
ㅇ 201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자문위원
ㅇ 2012년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 자문위원
ㅇ 2012년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문위원

▣ 김용규 교수
▶ 연구 활동
1) 김용규, 안형택 (2012), “망중립성에 관한 문헌연구”,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 22권 제1호,
SKTelecom, 2012.2, pp18-31. (학진등재지)
2) 김용규, 강임호 (2012), “단말기 보조금의 사회후생효과 분석”, 정보통신정책 연구, 제19 권 제2호,
정보통신정책학회, 2012.6, pp.93-111. (학진등재지)
▶ 대외 활동
ㅇ 2012.2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위촉

ㅇ 2012.10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 법률정책자문단 자문위원 위촉

▣ G. G. Das
▶ 연구 활동
HE ACHIEVEMENTS AND PUBLICATIONS LIST IS:
1) Featured in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entry in 2010, 2011 and 2012,

N.Y. USA.

2) PUBLICATIONS:
Research Papers and Conferences
1. Das,

Gouranga

G.

(May

2012).

"Globalization,

Socio-institutional

factors

and

North-South

Knowledge Diffusion: Role of India and China as Southern Growth Progenitors."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Elsevier, 79 (4), pp. 620-637.
http://dx.doi.org/10.1016/j.techfore.2011.05.013 (SSCI)
2. (April 2012). Trans-border Land Acquisitions: A New Guise of Outsourcing and Host Country
Effects.

United

Nations

University—World

Institute

of

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UNU-WIDER) ‘New Directions in Development Economics’ Project Working Paper No. 2012/43.pp. 1
—54. Helsinki, Finland. Access at:
3. (2011). "How does trade-mediated Technology Transfer affect Inter-regional and Inter-sectoral
Competition? Exploration of Multisectoral Effects in a Global Trade Model."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Vol 5 (14), pp 5871-5886. (SSCI).
4. "Moving land across borders: Spatial Shift in Land Demand and Host Country Effects (Accepted
just last week, Nov. 2012) Journal of Policy Reform. SSCI.

▶ CONFERENCE/WORKSHOP.
th

‘Technology Adoption and Land Grab”—research work presented at the 9 edition of Institute for
Study on Employment and Occuation (ISEO) Summer School Workshop (organised by the ISEO
Institute, Brescia, Italy, Founded by Nobel Laureate Professor Franco Modigliani and currently
rd
th
presided by Nobel Laureate Professor Robert Solow), 23 —30 June, 2012.
Scholarship for Economic Modeling Network (EcoMod), Washington DC, USA (March 2012): General
Equilibrium Modeling Workshop/Course hosted by EcoMod Network in USA and Europe.

▣ 윤성호 교수
▶ 연구 활동
1) "Costs of Engaging in Corruption: Equilibrium with Extortion and Framing", accepted for the
publication in the B 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2) "Upfront vs. staged financing: the role of verifiability"(co-authored with D. Shin), accepted for the
publication in the Quantitative Finance.
※ 윤성호 교수 논문 : accept

"Upfront vs. staged financing: the role of verifiability"(co-authored with D. Shin), accepted for the
publication in the Quantitative Finance.

▣ 하준경 교수
▶ 연구 활동
- 학술지 게재
1) 이규복, 하준경(2012), "한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의 역할," 산업혁신연구, 제28권 제2호, 2012.6.
(학진등재지;교신저자)
2) 하준경 (2012),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 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경제평론, 제39호, 한국사회경제학회, 2012.11. (학진등재지)
- Working Papers (학술지 투고)

1) "Firm Heterogeneity, R&D, and Economic Growth"
(with H. Chun and J-W Kim), SSCI급 저널 심사 중
2) "대중소기업간 위험공유와 설비투자: 금융부문의 역할"
(한재준 공저), 보험금융연구(학진등재지) 수정 작업 중
3) "통화정책과 커뮤니케이션: 금통위 의사결정이 미디어의 금리결정 보도에 미치는 영향"
(방현철 공저), 금융연구(학진등재지) 수정 작업 중
▶ 대외 활동
ㅇ 2012.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 평가 자문위원(교과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위촉

▣ 진창하 교수
▶ 연구 활동
1) The Impact of Debt Offerings on REITs Long-Run Performance" the Journal of Real Estate
Portfolio Management, 2012, Vol 18 No.2:155-167 with Daniel Huerta and Ying Zhang (2012)
2) "Newspaper content and home prices: perception, reasoning and affect" the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 Association(부동산학연구), 2012, 18 (2): 125 - 142 with Paul Gallimore(2012)
▶ 대외 활동
ㅇ 2012년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편집위원
ㅇ 2012년 한국감정평가학회, 편집위원위촉

◎ 경영학부
■ 인사조직,전략경영, 마케팅
▣ 심원술 교수
▶ 연구 활동
1) 김창호, 심원술(2012), 리더의 진실성이 부하의 장인적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6집 1권, pp. 131-162. (학진등재지, 발행기관: 한국인사관리학회)
심원술: 교신저자

(학진등재지 개제 (2012. 2.))

2) SSCI 학술지 개제 (2012, 10.)
WonShul Shim and Richard Steers (2012), Symmetric and asymmetric
leadership cultures: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ulture
at

Hyundai and Toyota, Journal of World Business, Vollume 47, Issue 4,

pp. 581-591. (SSCI 등재지; 발행기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원술: 제1저자

▣ 전상길 교수
▶ 연구 활동
1) 전상길 외2인(2012). “스마트워크 확산을 위한 정책적 함의: 스마트워크 근로자와 직장
근무 근로자의 조직유효상 인식차이를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연구(등재지), 10(4), 11-22.
2) 전상길 외 2인(2012). “한국 대중소기업 프로젝트 협력유형과 정책과제: 기술,마케팅 협력의
정책적 함의, 디지털 정책연구(등재지),10(2), 25-36
[저서]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동반진출사례(2012).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촉진, 방해요인에 대한 사례연구,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한국중소기업학회, 96-108
POSCO(2012) 동반성장의 기본원리: 9대 성공DNA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출간예정)
미래로 보는 세상(2012),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칼럼]
경영의 원리와 사회경제적 선: “Socio-economic goodness”의 발견,HEADLANER 2012.2
▶ 대외 활동
ㅇ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Review Board) 위촉, 한국연구재단
ㅇ 2012한국의 경영 대상 심사위원 위촉, 한국능률협회컨설팅
ㅇ 한국생산성학회 상임이사 선임.
ㅇ ‘37블럭 공동주택 건설사업’ 심의위원 위촉, 안산시 도시개발공사, 2012.2

▣ 서환주 교수
▶ 연구 활동
1) "Financialization and the Slowdown in Korean Firms’ R&D Investment" Asian

Economic Papers,

Vol. 11 (3), MIT Press, 2012 (With Kim and Kim)
2) "The determinants of export market performance in OECD service
industries” Service Industries Journal, Vol. 32, 2012 (with Lee and Kim)
3) “The impac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 skilled labor
and organization types” Information Systems Frontier, Vol. 14, 2012 (With Hur and

Lee)

▣ 문준연 교수
▶ 연구 활동
1) Dong-Hee Koh, Junyean Moon, Ralf Schellhase (2012), “Price-matching guarantees: Influences on
pricing strategy in a market with asymmetric firm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 1551-1557.
(SSCI)
2) Junyean Moon (2012), “Factors influencing a manufacturer's opportunism towards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Journal of Global Scholars of Marketing Science, 22, 2, 131-144.
(학진등재지)

▣ 김준용 교수
▶ 연구 활동
1) Kim, Junyong, & Brian Wansink (in press), “How Retailers' Recommendation and Return Policies
Alter Product Evaluations,” Journal of Retailing, DOI: 10.1016/j.jretai.2012.04.004.
2) Kim, Junyong, &Pranjal Gupta (2012), “Emotional Expressions in Online
User Reviews: How They
Influence Consumers’ Product Evalu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5 (7), 985-992.
※ 1)항의 논문은 올 여름 게제가 확정되어 출판 대기 중이고,
2)항은 올 7월에 출판이 완료된 논문이며 두 학술지 모두 SSCI 포함 학술지

■ 재무금융, 회계, 보험
▣ 길재욱 교수
▶ 연구 활동:
1) 2012년 2월: SSCI 논문 게재
“The more transparent, the better?: Effect of quote and order disclosure in Korean stock market"
(with Y.S. Park and J.Y. Shin), Emerging Markets Finance &
Trade 48, pp 133-152
2) 2012년 3월: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리드페이퍼
“거래량 베타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김대식, 이은정 공저), 재무관리연구
29권 1호, 재무관리학회, pp 1-31
▶ 대외 활동
ㅇ 2012년 2월: 기획재정부 "연기금운용평가단" 금융팀장 위촉
ㅇ 2012년 9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위원회" 위원 위촉

▣ 이성욱 교수
▶ 연구 활동
철강산업 K 기업의 기술가격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례연구, 2012, 9,
대한회계학회, 회계연구
Working paper
세계철강 기업들의 배분비효율성, 한국관리회계학회, 관리회계연구(심사중)
정부정책에 따른 예산 집행 행태에 관한 연구(논문정리중)

▣ 이은정 교수
▶ 연구 활동
■ 2012년 논문 발표 실적
“The role of the temporary component in spot prices in the revision of expected future spot prices:
Evidence from index futures quotes” Journal of Futures Markets (SSCI), 2012
■ 2012년 11월 기준 Forthcoming
“Microstructure-based manipulation: Strategic behavior and performance of spoofing traders”Journal of
Financial Markets(SSCI)
“Who

makes

markets?

Liquidity

providers

versus

algorithmic

traders”

Journal

of

Futures

Markets(SSCI)
■ 2012년 11월 기준 UNPUBLISHED WORKING PAPERS
“ High Frequency Trading in Futures Markets” underreview(second round)
“ Does “Vote no” Change Corporate Governance and Firm Value? Evidence from the Shareholder
Activism of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under review.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in Emerging Economy: Disciplining Mechanism or Tunneling
Device? “
“Congruence within Top Management: How “Old Boy Network” Affects Executive Appointment and
Performance”
“Contribution of Dividends to Firm Value Depending on Firm Characteristics”
■ 2012년 11월 기준 WORK IN PROGRESS
Asymmetric volatility in Futures Markets
Price Discovery in Options Markets
Foreign investment horizons and payout policy
■ 2012년 수상 실적
2012 KFA-TFA Outstanding Paper Award“Acquire to kill: Evidence from “Real” corporate raider”

▣ 김유찬 교수
▶ 연구 활동
1) "내부회계관리자 교체와 신임 경영자의 이익조정", 대한경영학회지, 대한경영학회, 2012.02
.(공동저자: 이상민, 김태형)
2) "KOSPI 200 주가지수 편입기업의 이익정보 유용성", 회계연구, 대한회계학회, 2012.03.
(공동저자: 최순재, 김영길)
3) "철강 산업 K기업의 기술가격 평가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례연구", 회계연구, 대한회계학회, 2012.09.
(공동저자: 이성욱)
4) "Financialization and the Slowdown in Korean Firms' R&D Investment", Asian Economic Papers,
MIT Press, 2012.10.(Coauthor: Hwan Joo Seo, Han Sung Kim)

▣ 이상열 교수
▶ 연구 활동
1. 발간 논문
-“희석효과의 측정치와 이익반응계수”, 단독저자(이상열), 국제회계연구(등재지),

2012년 5월호

2. 진행 중인 논문
- “세계철강기업들의 배분비효율성”, 관리회계연구, 3인 공저
- “기업수명주기가 철강산업의 원가하방경직성에 미치는 영향”, 3인 공저
3. 저서 : 2012 친절한 세무관리 2급/3급, 4인 공저, 아이텍스넷
▶ 대외활동
- 한국회계학회 이사 (2012.7~2013.6)
- 한국경영정보화진흥원 상임이사(2011~현재)
- 학회발표:“희석효과의 측정치와 이익반응계수”, 단독저자(이상열),
제회계학회 춘

학술발표대회, 2012년 4월

■ 서비스/물류, MIS(경영정보)
▣ 한창희 교수
▶ 연구 활동:
1) 2012년 5월: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다세대 확산모형을 활용한 국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예측” (한현배, 이기

광 공저)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012.5.
2) 2012년 5월: 학진 등재지 논문게재
“국내 제조혁신 교육방법의 현황과 고찰” (전태웅, 김은비 공저),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
▶ 대외 활동
ㅇ 2010.5 ~ 2012. 8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편집위원장
ㅇ 2012.3 ~ 2012. 8 : 인터넷 백서 편집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2012.5.~2012.10 : 한국인터넷대상 심사위원 (방송통신위원회)
ㅇ 2012. 9.:한국인터넷포럼 (http://koif.kr): 발기인
ㅇ 교내 활동
한양대 ERICA 캠퍼스의 창업교육센터장으로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창업경진
대회를 진행 중.

회지, 2012.6

♣ 경상대학 소식 ♣
▣ 경상대학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급변하는 채용 트랜드를 탐색하고 자기소개서 작성방
법 및 면접에 필요한 주요시킬 및 취업역량 강화
▶ 취업역량강화 캠프실시 년2회 ( 4월, 9월)
▶ 2012학년도 상반기 기업탐방(4월)
▶ 2012학년도 커리어 멘토링 개최(4월)
▶ 역량설계수업 연계 취업특강 (5회 실시)
▶ 커리어센터 운영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진로상담등
취업에 관련된 정보들을 제공 하기 위해 본부
취업지원센터와 연계지원 (☏문의교내 5592)
▣ 경상대학 부분별 수상 진행
학생들의 목표의식 및 역량 강화를 고취하고 취업지원서에 긍정적 영향을 도모하고자 함.
▶ 외국어 능력 부문

구 분

내

용

외국어 우수상

특정 외국어 상위수준 달성 / 2개 외국어 이상 상위수준 달성

외국어 성취상

재학 중 특정 외국어 성취도 반영 / 2개 외국어 이상 일정수준 달성

▶ 산학협력 부문 :현장실습, 인턴, 해외인턴 실적 보유학생
▶ 교위선양 부문 :한양공로상 : 전문자격증 취득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물류관리사 CPIM, 증권투자상담사, 펀드투자상담사, 투자자산
운용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금융투자분석사, 기술가치평가사, 국제가치평가사등)
▶ 사회봉사 부문 :한양봉사
▣ 글로벌프론티어(제4회) 프로그램 진행

해외 현지를 방문하여 학생들이 문화, 교육,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체
험학습을 통해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선발인원: 4개팀 내외(캡스톤 디자인 연계)
▶ 선발기준: 1차(서류전형), 2차(인성,PT면접), 3차(출국전 최종심사)
▶ 탐방기간: 2012년 7월 ~ 8월 (하계방학중)
▶ 지원범위: 북,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1인당 1,100,000원
아시아권 1인당 650,000원

▣ TOEIC Speaking / OPIc 수강료 지원
학생들의 영어졸업인증 조기 해소 및 영어실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진행시기 : 동,하계 방학/ 봄학기, 가을학기 (년 4회)
- 수강료 지원 내용
출석률 80% 이상 및 Level and Final Test 응시 학생에 수강료 50% 지원
▣ 경영학부 미국경영인증 AACSB 진행 중
▶ 경영학부 AACSB 멘토 방문: 2012년 11월 25일~11월 29일
Dr. Christine Louise Clements (University of Wisconsin, Whitewater 경영대 학장)
▣ 2013년3월부터 새로운 신설학과 보험계리학과, 회계세무학과 운영 예정
▶보험계리학과 :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금융 및 보험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보험계리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유일 보험계리학과를 신설
▶회계세무학과 : 기업경영에 있어 꼭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회계에 대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합리적인 경제의사 결정을 돕고 이를 통해 경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회계전문인을 육성
▣ 2012년 3월부터 기업경영대학원(특수대학원) 운영
경상대학은 2012년 3월부터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경영학 전공만 분리하여
기업경영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110명의 재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다.
▣ 2012년 11월부터 BES (Business English Society) 운영
경상대학은 2012년 11월부터 재학생들 중 해외유학, Global Business English 관련 자격증 및 취업,
금융권 및 글로벌 비즈니스 관련 자격증 및 취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BES를 운영한다.
BES는 1층 영어전용룸(BEC)을 전용으로 사용하며 현재 19명의 회원을 선발하였고 매학기 상시 멤버
보충 및 퇴출제를 운영하여 회계사반, 보험계리사반과 함께 경상대 대표 학생그룹으로 육성할 계획
이다.

현재 BES의 Faculty Advisor Group은 길재욱, Das, 김누리 교수가 활동중이며 앞으로 활발한

학생활동과 경상대학의 커뮤니케이션 주도 활동을 통해 취업률 및 대학원 진학률 증대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한다.
▣ 영림스터디센터 운영
본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전문자격증 및 진로, 취업을 위한 학습 공간 제공
▣ 공인회계사반 2012년도 최종합격 11명

▣ 2012학년도 전임교원 6명 신규 임용(주요논문: 최근3년치)
▷ 진창하 교수
■ 학력
1999,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상학사)
2005, 조지아주립대, 부동산학석사
2009, 조지아주립대, 경영학박사(부동산전공)
■ 주요논문
"The Impact of REIT Ratings on Stock Price and Shareholder Wealth" forthcoming at the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with Klaus S. Beckmann (Forthcoming)
“Analyst’s Forecasting Errors in REITs” forthcoming at the International Real Estate Review with
Haiwei Chen, and Ansley Chua (Forthcoming)
"The Impact of Debt Offerings on REITs Long-Run Performance" the Journal of Real Estate Portfolio
Management, 2012, Vol 18 No.2:155-167 with Daniel Huerta and Ying Zhang (2012)

"Newspaper content and home prices: perception, reasoning and affect" the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 Association(부동산학연구), 2012, 18 (2): 125 - 142 with Paul Gallimore(2012)
“Using Value at Risk to Estimate Downside Residential Market Risk”, the Journal of Real Estate
Research Vol, 33 No.3, pp.389-413 with Alan J. Ziobrowski (2011)
“Data Presentation Effects and Real Estate Market Perceptions” the Journal of Property Research Vol,
27, No 3, pp. 273-280 with Paul Gallimore (2010)

▷ 김준용 교수
■ 학력
- 서울대학교 학사/ 서울대학교 석사/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발표논문
1) Emotional expressions in online user review: how they influence consumers
product evaluations
2) Interactive Effects of Retailers' Recommendations and Return Policies on
Consumers' Post-Purchase Evaluations

▷ 이상열 교수
■ 학력
1991년 2월,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1999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 (재무관리 전공)
2009년 8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회계학 전공)
■ 발표논문
1)
2)
3)
4)
5)

희석증권과 재무분석가의 주당순이익 예측오차
고정자산처분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자산재평가
기업전략과 미래수익성에 관한 연구
투자사업 hurdle rate 적용방안
ERM 구축방법론에 대한 연구

▷ 박경원 교수
■ 학력
1997년 2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1년 8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조직행동 전공)
2005년 1월, University of Minnesota HRIR 석사
2010년 8월, University of Minnesota HRIR 박사
■ 주요논문
Labor Turmoil and Service Quality: Evidence from the U.S. Airline Industry, 1987-2008 (박사논문)
Booth, Jonathan E., Kyoung W. Park, &Theresa T. Glomb. (2009). Employer-Supported Volunteering
Bene ts: Gift Exchange among Employers, Employees, nd Volunteer Organizations." Human Resource
Management, Vol. 48, No. 2 (March-April), pp.227-249.
Park, Kyoung W, Richard D. Arvey, &Yew-Kwan Tong. (2011). The Generalizability of Leadership
across Domains and Time Periods." Leadership Quarterly, Vol. 22, No. 1 (February), pp.223-237.

▷ 백승현 교수
■ 학력

- 미국 테네시대학교, 산업공학 박사, 2010
-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산업공학 석사, 2002
- 명지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2000
■ 발표논문
-Support Vector Based Feature Selection Using Fisher`s Linear Discriminant and Support Vector
Machine, 2010, Expert Systems with Applications, 37(9), 6148-6156
-Enhanced

Prediction

of

Wood

Properties

Using

Hybrid

Models

of

PCR

and

PLS

with

High-Dimensional NIR Spectral Data, 2011, Annals of Operations Research, 190, 3-15
-An Enhanced Engineering PErspective of Global Climate Systems and Statistical Formulation of
Terrestrial CO2 Exchanges, 2012, Theoretical and Applied Climatology, 107(3-4), 347-359

▷ 이승윤 교수
■ 학력
- 성균관대학교 학사
- University of Wales, Bangor 석사
- McGill University 박사
■ 발표논문
1) The Effect of Scarcity on Product Evaluation(박사논문)
2) Narcissists as Consumers: The Effects of Perceived Scarcity on Processing of Product
Information
3)The Effect of Scarcity on Product Evaluation: An Integrative Model
4)Narcissists as Consumers: Using Scarce Products to Validate Excessively Positive
Self-Vie

■ 경상대학 발전기금
경상대학 발전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에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7년부터 2012년 11월 16일 현재 CMS 신청인원 총391명(경제 89명, 경영 175명,
무역 35명, 회계 22명, 보험경영 18명, 기타 52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총391명 중 약
정일 종료 되신 분이 106명이 포함된 인원이며, 실제 동참하고 계신분은 285명입니다.
경상대학 교수 일동은 여러분의 애교심에 찬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대
작성기준 : (2007년 ~

CMS ‘경상대학 발전기금’기부금 현황
2012년11월16일 현재)

약 정 금 액
208,550,000원

기 부 액
151,400,000원

미 납 액
57,150,000원

* 경상대학 발전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기부금 사용시 사용내역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학생 동정 ♣
▶ 주성규 • 박희준(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응용경제학과 석사과정)
- 2012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학(원)생 주택금융 논문 최우수상 수상
- 논문제목 : 가계대출상환방식 선택모형과 소득불평등과의 관계

▶ 김문식 학생(경영학부 3학년 )

- 2012년 경상대학 학생회장
- 학교 앞 상권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컨설팅 그룹 세미나’ 총괄팀장
- MIJO CO.LTD(사우디 아라비아.리야드)취업
▶ 정상연 학생(경제학부)
수상경력
2012 KT&G Brand Lab 신제품 개발 공모전 준우승
2012 3M 스카치브라이트 신제품 제안 공모전 입상
2012 아모레퍼시픽 마케팅 컴페티션 본선입선
2012 용인시장 표창장
2012 전국 대학생 리더십 공모전 대상
2012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산학 협력상
2012 '한양대학교 HACS' TEDx

'리더십 & 인재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연

강연활동
2012 송호고등학교 'Dreamer' 진로적성의 날 강연
2012 한양대 청출어람 '경쟁력 만들기' 강연
2012 포스코 리더십 포럼 '사람의 마음을 여는 리더십' 강연
언론보도
2011 아시아경제 이코노믹 리뷰 '케라시스 마케팅 공모전 본선 PT현장을 가다' 인터뷰
2012 The Hanyang journal interview ‘대학생의 지적재산권
▶ 김소희 학생(경영학부3학년)

0 서울시 SNS 서포터즈
0 복권위원회 행복 공감 나누미 4기
0 유한양행 대학생마케터 7기 (판매 1등팀) (현 오뚜기 대학생마케터)
0 삼성전자 MIRROR POP 서포터즈
0 GS SHOP 대학생봉사단 리얼러브 서울1팀장
0 CJ제일제당 즐거운 동행 대학생 블로거
0 알바천국 대학생 서포터즈 2기 (3기연임)
0 CJ ONE BLOSTER 2기 (팀1등. 개인2등)
0 SPC PASCCUCI PAS TRENTA 3기
0 SONY NEX 서포터즈 2기
▶ 박진주 학생(경영학부3학년)

0 2012 자원봉사 기아대책 2012 한톨나눔축제
0 2012 사회봉사 유학생 멘토링 ‘한밀레’ 중국인 학생 멘토
0 2013 교환학생 선발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 이기윤 학생(경영학부)

0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사 공공 조달팀 인턴
0 Wallstreet Institute Gangnam Center(2011.10 - 2012. 09)
0 University of Mississippi 교환학생 파견 합격(2012.08)
0 특허와 협상 수강(담당교수 디대 송지성) (2012.09 )
0 한밀레 멘토링 조장(2012.09)
0 별양동성당 청년축제 La Fiesta 참여(2012.11 )
▣ 취업을 축하드립니다!!( 2012.8월, 2013년2월 졸업예정)
소속
경제학부

경영학부

소속

성명

회사명

이 **
김 **
정 **
고 **
박 **
유 **
장 **
송 **
김 **
양 **
김 **
안 **
이 **
문 **
곽 **
이 **
이 **
이 **
정 **
박 **
최 **
허**
박 **
윤 **
노 **
이 **
김 **

(주)골드오션커뮤니케이션즈
(주)나루기술
(주)마리진
(주)신세계
(주)인팩
(주)주은지적측량
(주)하나은행
(주)한샘
교보생명보험(주)
국민연금공단
극지연구소
농협생명보험(주)
누리팜주식회사
대한제당(주)
변호사차용선법률사무소
신양금속공업(주)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에이스휴먼파워
영풍전자(주)
유진투자증권(주)
진스톤
LGU+
팻버거코리아청담점
한림제약(주)
한세실업(주)
현대캐피탈(주)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주)

최 **

한전대구경북본부

최 **

한전대구경북본부

김
정
박
김
유
전
원
지
송
김
오
곽
송
이
박

신라포장기계(주)
양평교육청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중소기업은행
케이티텔레캅(주)
한국마사회
한국티엔에이
LGU+
LGU+
다윈시스 경영지원팀
현대정보기술(롯데)
KPX케미칼(주)
로레알 아시아총괄지사

김
지
조
조
정
김
김
이
신
임
박
김
김
원
김

농협은행(주)
대신증권(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생명보험(주)
동백제일주유소
동양종합금융증권(주)
롯데쇼핑(주)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칠성음료(주)
삼보개발(주)
삼성에스디에스(주)
삼성전자(주)
삼성전자로지텍(주)
삼성테크윈(주)
삼표로지스틱스(주)

KG케미칼(주)

조 **

**
**
**
**
**
**
**
**
**
**
**
**
**
**
**

김 **

CJ GLS

경영학부

성명

회사명

윤
박
김
이
박
정
나
안
최
이
박
최
박
정
이
김
김
김
강
조
강
정
이
맹
김
이
전

(주)노루페인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대농
(주)대명레저산업
(주)보광훼미리마트
(주)삼진조선
(주)상아프론테크
(주)서진캠
(주)아발론교육
(주)연하나로기획
(주)오리온
(주)오스람코리아
(주)원풍
(주)웹젠
(주)이랜드
(주)제이씨엔터테인먼트
(주)케이씨씨
(주)케이씨씨건설
(주)코리아세븐
(주)코스트코코리아
(주)포스코에이에스티
(주)포큐텍
(주)하나은행
(주)한성라인
(주)한진해운
경기테크노파크
나이스정보통신(주)
넥상스코리아(주)

한국품질재단

♣ 경상대학 연구소 활동 ♣
▣ 디지털경제연구소
▶ 소장: 경제학부 김용규 교수
○ 월례 세미나(매주 월요일 교수님발표)

일자

발표자

제

목

지역 중소상공인 비율 결정 요인 및 동 요인이 지역소득에

3/26

주동헌

4/30

황영진

A DSGE Model with Factor-Augmented Disturbances

5/14

강임호

정보통신산업과 비정보통신산업의 2부문 이론모형의 재검토

5/21

정병석

6/11

하준경

10/8

Gouranga G. Das

미치는 영향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의 이론적 근거의 모색
- 자유주의와 사회적 정의의 결합 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분배 및 교육투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Land deal: Is it Immiserizing

Tarun Kabiraj
10/16

(Indian Statistical

Strategic Outsourcing with Technology Transfer

Institute)
10/29

진창하

Structural Breaks: A Reversal of Fortun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al Estate and Local Industry

○ 학술 워크샵
○ 일자: 5월 16일 (수)
- 발표: 김상현, 김홍대, 맹주형, 오민준, 이정아, 정주호, 조영진 (석사과정)
○ 일자: 11월 14일 (수) (예정)
- 발표: 방현철 (박사과정), 김상현, 김홍대, 맹주형, 오민준, 이정아,
정주호,조영진(석사과정)
○ RIDE 정기 산행
○ 일자: 6월 20일 (수) 10:00~14:30

- 장소: 우면산

○ 일자: 11월 17일 (토) 9:30~15:00

- 장소: 청계산

▣ 산업경영 연구소
▶ 신임 소장: 경영학부 문준연 교수,

간사:경영학부 이상열 교수

▶ 수요 세미나 개최
일자

발표자

제 목

한경수 박사
3/21(수)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이규석 교수

3/28(수)
(KAIST)
전진규 교수
4/24(화)
(동국대학교)

전세제도가 통화정책에 주는 함의
Herding across Countries: The Effect
Environments
Dividend policy and the Method
and Acquisitions

of Information

of Payment in Mergers

하준경 교수
5/8(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기술혁신
(한양대학교)
엄찬영 교수

5/16(수)

Seasoned

Equtiy Offerings and Market Volatility

(한양대학교)
류두진 교수
5/23(수)
(중앙대학교)

INTRADAY
PRICE FORMATION AND BID–ASK SPREAD
COMPONENTS: A NEW APPROACH USING A
CROSS-MARKET MODEL

이은정 교수
5/29(화)

High

frequency trading in index futures markets

(한양대학교)
▶ 기부금 유치(2010년 10월)
케이지 제로인(주) 1억원 약정 -> 매년 5백만원 기부

▣ 지식서비스 연구소
▶ 소장: 경영학부 박광호 교수
▶ 녹색컨설팅 전문가 과정 진행
- 교육일정 :1차 : 2012. 3. 31 ~ 2012. 5. 15(7주)
2차 : 2012. 5. 19 ~ 2012. 6. 30(7주)
▶ 그린 비즈니스 환경회계 컨설팅
- 일 시 : 2012. 10. 13(금) 9:00 ~ 13:40
▶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양성사업 전문코디양성과정 : 기술사업과 과정진행
- 기 간

: 2012. 8. 18 ~ 11. 17

▶ 전문가 초청 강연(Mckinsey & Company) 진행
- 일 시 : 2012. 11. 8

19:00 ~ 22:00

▶ 2012년 Asia-Pacific Top 10 글로벌 포럼 개최
- 일 시 : 2012. 11. 9 14:00 ~ 18:00
▶ 중소중견기업 기술사업과 글로벌 포럼
- 일 시 : 2012. 11. 9(금) 13:40~ 1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