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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적

사

항

1. 성 명(국문) : 김 영 재
(한문) : 金 榮 載
2. 생 년 월 일 : 1960년 7월 15일
3. 현

직 :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 학

력 :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86년)
미국 워싱턴대 박사학위(경제학) 취득(1993)

5. 주요경력 및 연구업적(5개항 이내) :
경

력 : ①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2021.1 - 현재)
② 한국경제학회 부회장(2019.2-2020.2)
③ 부산대 경제통상대학장 및 대학원장 역임(2015-2017)
④ BNK부산은행 사외이사(2017-현재)
⑤ (사)부산차이나비즈니스포럼 회장(2014-현재)

연구업적 : ① 김영재, "Oil Price Increase in a Two-sector Dependent Economy
Model",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18, Issue.2, pp.233-251
(2002/12/30), 한국경제학회.
② 김영재(공저), "시장구조와 기술혁신, 경제성장과의 관계조명-기술흡수
비용을 고려한 내생적 기술혁신모형", 경제학연구, Vol.52, Issue.1
(2004/03/31), 한국경제학회.
③ Kim, Young-Jae (Co-authored), Can We Predict Exchange Rate
Movements

at

Short

Horizons?,

Journal of Forecasting, 31,

565-579, 2012.
④ 김영재(공저) "금융위기 식별을 위한 최적금융스트래스지수", 한국경
제연구, 33권, 3호, (2015/09/30), 한국경제연구학회.
⑤ Kim, Young-Jae (Co-authored), Identification of Demand Factors
for Life Insurance and Saving Deposits Using Nonlinear ARDL
Framework: Korea and Japan, Applied Analysis of Growth, Trade,

and Public Policy, Springer,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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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개서
한국경제학회는 한국전쟁기간중인 1952년 11월에 한국경제의 재건을 위한 학문적 토양을 구축하
기 위하여 부산에서 태동하였습니다. 저는 국립대학인 부산대의 교수로서 한국경제학회의 설립 정
신을 계승하고 학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수석부회장선거에 재출마하게 되었습
니다. 저를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희생과 열정에도 불구하
고,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학회의 구성과 운영이 서울 중심으로 심화되면서 지역으로부터 소외되
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록 지방지회가 있지만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회와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과 지속가능한 일류 학회로 도약하기 위하여 지배구조의 실
질적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경제학회의 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 이사 및 부회장으로서 학회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해 왔으며, 한국경제학회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에서 개최한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지
역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주관하여 학회 발전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학회 회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전국 학회인 한국경제통상학회의 편집위원장 및
회장으로서 학회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 부산ㆍ경남 그리고 대구ㆍ경북에 각
각 기반을 둔 한국국민경제학회와 한국경상학회가 20여 년동안 독립적으로 발간해오던 학술지를
『경제연구』로 통합하여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어
서 두 학회를 통합하여 회원이 전국에 분포된 명실상부한 전국적인 학회로 도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편, 거시·금융분야 전공자로서 산업계 및 금융부문과 국제금융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으며,
2017년초 BNK금융지주의 CEO 공백기에 임원후보추천위원장으로서 BNK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개선
과 위기를 수습하고 회장을 선임하여 그룹의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BNK금
융지주와 부산은행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금융분야 네트워크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위에서 언급한 값진 경험과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경제학회를 한국경제에 어울리
는 위상 제고와 학문적 발전 그리고 미래를 선도하는 정책제시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학회의 장기과제인 진성회원의 확충과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회원과 다양한 소
통채널 확보, 서울과 지역의 유관기관과 장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학회운영의 핵심은 개
방성과 투명성 그리고 소통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한국경제학회를 미래를
선도하는 모든 연구자에게 힘이 되고, 사랑받는 World Class 학회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대학교 김영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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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약 사 항
저는 한국경제학회 역대 회장님의 숭고한 뜻과 열정을 이어받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적
사명과 학회의 균형적 발전 그리고 일류 학회로의 도약을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출
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연구자에게 힘이 되고 사랑받는 World Class 학회로 만들겠습니
다.

5대 공약

1. 수도권 중심의 한국경제학회를 지역과 상생하는 포용학회로 발전
- 「지역상생포럼」을 분기별로 개최: 지역분회, 지역연구원 및 관련기관 공동
- 하계정책세미나 지역에서 개최: 2022년도 하계정책세미나 부산 개최

2. 사회 선도적인 정책연구학회로 ESG 연구기금 10억 조성
- 미래선도 정책학회로 위상 강화
- ESG분야 연구지원 프로그램 신설

3.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과 학회연합체 설립주도
- 아시아지역 대표 경제학회로 정체성 및 위상 확립
- 인접 국가간 또는 아시아 지역의 공통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4. 국내외 연구원과 연구협력네트워크 구축
- 해외 및 국내(서울 및 지역소재) 연구원과 공동정책세미나개최
- 국내외 연구원을 학회 기관회원으로 초빙

5. 유튜버 활용 디지털·모바일기반 학회운영시스템 개선
- 디지털 기반 학회운영 및 학술교류시스템 구축: 유튜버시스템 확충
- On-line 학술지 발간시스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