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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사업

경제통상연구원 학술지 “경제통상연구” 제1권 제2호 발간 (2020년 11월)

1.

유럽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정보효율성 분석

2.

해운기업 주가와 무역 불확실성 사이의 의존성 분석

3.

분쟁사례를 통한 다자무역체제로써의 WTO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고찰

4.

신용장 대금지급을 위한 서류심사에서 FRAUD RULE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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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사업
경제통상연구원 교류세미나
 주제: 전력시장의 주요 현안과 과제
 일시: 2020.11.18 (수)
 장소: 부산대학교 국제관 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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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사업
KOSPO 디지털 기술 활용/자격 과정
 기간: 2020.10.26.~2020.12.11.
 지원기관: 한국남부발전㈜
 디지털 뉴딜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과
영향력, 산업트렌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스
마트제조구축운영 전문가 자격증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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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지속가능한 4D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혁신·협력 방안 연구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글로벌 금융시장 간의 연계성과 시스템 위험 네트워크 분석
 미-중 무역분쟁과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무역구조에 미치는 동학적 효과 연구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자살률과 사회구조적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동적 공간 패널모형의 적용
 IMO 2020 시행에 따른 해운 환경 기준 강화 효과와 해운 기업의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위험요인 연구와 대응전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메타분석과 내용분석 활용 중심으로

BB21플러스 사업

 스마트관광과 창의적 경제의 융합연구 인재양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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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시간강사지원사업







지방정부의 숙의형 시민포럼 사례 비교연구 : 포럼 안과 밖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신기후체제 하에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WTO협정의 주요 쟁점 및 연계방안
국제산업연관표를 이용한 한중일의 생산과 산업연관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MICE 실천의도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확장된 사회인지이론의 적용
환경 불확실성이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장기지향성과 경로성과에 미치는 효과분석
: 수요부문과 경쟁부문 환경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회복을 위한 맥락적 관광경험 연구
한중간 비특혜원산지 검증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대응방안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전략과 성과에 문화요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무역관련 용어 해석의 명확화를 위한 리엔지니어링
노령화와 국채누적이 재정정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ARDL-EC 모형 실증연구









사회성과인센티브(SPC)가 사회적 기업의 목표 변화와 사회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의 수출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위회귀 모형 연구
후발 공업화에서 농업·농촌부문의 역할―대만의 경험과 정책적 함의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구도심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 -Kano모델 적용실시간 감정추적을 통한 관광경험 구조의 이해
투입산출표를 이용한 전략산업에 대한 연구
한중 FTA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원산지검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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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지원사업

학술연구용역















부산항 신항 LNG벙커링 터미널 사업계획 수립 및 친수시설 기본계획 검토
KOSPO 디지털 기술활용 및 자격과정 위탁교육
태안 5, 6호기 환경설비 성능개선 사업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요 및 편익 추정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 컨설팅 지원 위탁 사업
지역주도형 모태펀드 조성 기획연구 용역
낙동강하구 람사르 습지등록 갈등영향분석 용역
2020 부산 MICE 개최실적 전수조사 연구용역
부산항 신항 개발의 사회 경제적 영향분석 연구용역
신발산업 현황.구조분석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해상운송 부문 전력화에 대한 경제 효과 분석
구조조정 대상기업 경영효율성 분석 컨설팅 용역
스마트시티시장의 미래 동향 : 스마트워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고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혁신프로세스 개선과 외부 소통
협력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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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원 조직
연구원 조직 현황
 연구원장: 윤성민 교수(경제학부)
 기획관리실장(부원장): 이양기 교수(무역학부)
 공공정책연구센터장/갈등관리연구센터장:
이상철 교수(공공정책학부)
 엑스〮포MICE연구센터장: 김이태 교수(관광컨벤션학과)
 운영위원: 원장 포함 8명
 초빙교수 1명, 연구교수 1명, 객원연구원 2명
 전임연구원 4명, 연수연구원 2명, 특별연구원 7명
 강사 1명, 사무원 3명, 인턴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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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3월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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