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주요 활동보고
6. 이사회 총 4회 개최

10. 기타 학회 운영관련 사항

1차 이사회 : 4월 11일 루안

학회 사무실 개소

- 2007년도 사업계획 논의

- 주소 : (151-836)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883-5

2차 이사회 : 6월 22일 대구그랜드 호텔

거장스카이텔 204호

- 학회 운영 보고

- 전화 : (02) 877-0687

3차 이사회 : 10월 18일 은행회관

- 학회 간사 : 김선영

- 춘당논문상 기금 6천만원 확충, 논문상금 2백만원

경쟁정책연구회 운영

으로 상향조정

- 국내 공정거래정책에 관한 연구 및 서적 발간 예정

- 학회 사무실 개설
4차 이사회 : 2008년 1월 28일 학회 사무실
- 주요 활동, 결산 보고 등

11. 기관회원 및 주요 재정수입 관련 보고

- 윤리규정 신설

■

7. 제2회 춘당논문상 수여
수상자 : 손상영 박사(KISDI), 안일태 교수(중앙대)
논문명 :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최적 디지털 저
작권 보호 수준

춘당논문상기금 기부금

1

정도성 교수(이화여대)-정병휴 초대회장님댁

10,000,000

2

SK에너지

20,000,000

■

단체 후원금

1

대구전략산업기획단

2,000,000

춘당논문상 기금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충함.

2

대구광역시

3,000,000

이에 따라 상금도 올해부터 2백만원으로 인상하였음.

3

KTF

4

산업연구원

10,000,000

5

삼성전자

20,000,000

8. 신임 임원 선출
2008년 2월 20일 연세대 상경관에서 개최된 정기총회
에서 신임 임원을 선출함
- 회 장 : 전병헌 교수(고려대)
- 부회장 : 김인걸 교수(국민대), 전성훈 교수(서강대)
- 감 사 : 성낙일 교수(서울시립대),

■

10,000,000

기관회비

1

LG경영연구원

1,000,000

2

현대모비스(주)

1,000,000

3

한국경제연구원

1,000,000

4

KDI

1,000,000

5

현대자동차

2,000,000

6

삼성경제연구소

1,000,000

7

대한토지신탁

3,000,000

8

포스코경영연구소

3,000,000

2008년 2월 2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후원으로 개성

9

ETRI

3,000,000

공단 방문(18명 참가)

10

KTF

3,000,000

유진수 교수(숙명여대)
9. 개성공단 방문

11

케이티본사

3,000,000

12

SKT

3,000,000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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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회비

1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100,000

2

건국대학교

100,000

3

경북대학교

100,000

4

국회도서관

100,000

5

서울여자대학교

100,000

6

숙명여자대학교

100,000

7

영남대학교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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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지난 1년동안 감사드립니다.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활동과 연구로 분주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월에
개최된 정기총회를 끝으로 회장의 소임을 마치게 되어 회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2차례의 정기 학술대회와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고, 학회의 행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회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임 사무원을 두게 되었으며, 춘당논문상기금이 확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회원 여러분의 협조와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논문 발표와 토론 등 학회가 주관한 학술행사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여러 학자 분과 학회
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기관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술행사를 후원해주신 기관의 관계자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하계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해주신 산업연구원의 오상봉 원장님과 대구전략산업기획단의
이정인 단장님, 그리고 동 행사를 후원해주신 경북대학교 노동일 총장님과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추계 정책세미나를 후원해주신 삼성전자의 윤종용 부회장님과 KTF의 조영주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춘당 논문상 기금 확충에 쾌척해주신 SK에너지 신헌철 부회장님과 고 정병휴 교수님 가족 분들,
학회 사무실 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서울대학교 이근 교수님, 학회 사무국장으로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인석 교수님, 사무차장 이상규 교수님 및 여러 이사님들과 훌륭한 학술지를 만들어 주신 편집위원장
김영산 교수님을 비롯한 편집위원 여러분과 학회의 잡다한 사무를 꼼꼼히 처리해주신 김선영 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학회장을 맡으신 고려대학교 전병헌 교수님께서 학회를 더욱 발전시키실 것을 확신하고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에 대한 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장 지 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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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주요 활동보고

1. 하계학술대회 개최

5. 월례 발표회 : 응용미시세미나와 공동 주최

일시: 2007년 6월 22일 ～ 6월 23일

3월 9일, 이순호(금융연구원)

장소: 대구 그랜드호텔

-Rationalizability and Monotonicity in Large
Auctions with a Single Delivery Price and

행사 개요
-주최 : 산업연구원, 대구전략산업기획단과 공동주최
-장소 : 대구 그랜드호텔

Noise Bidders
4월 13일, 전현배(서강대)
-Creative Destruction and Firm Specific

-주제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
(4개 분과, 총 12편의 학술논문 발표)

Performance Heterogeneity
5월 11일, 김정유(경희대)
-The Economics of Citations

2. 추계 정책세미나 개최

6월 8일, 이홍재(아주대)
- Choice-Theoretic Approach to the Effect

일시 : 2007년 10월 18일

of CATV Monopolization on Consumer

장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Welfare: Korea's Empirical Case

주제 : 컨버전스 시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

3. 2008년 정기 동계학술대회(경제학 공동국제학술
대회) 개최

9월 14일, 최강식(부산대)
-Nonlinear Pricing with Inequity Aversion:
An Envious Perspective
10월 12일, 김진영(고려대)
-The Influence of University Research on

일시 : 2007년 2월 20일

Industrial Innovation

장소 : 연세대학교 상경관
행사 개요 : 총 5개 분과회의 / 15편 논문 발표

11월 8일, 남재현(서강대)
-Asymmetric Complementary Goods
Pricing under Sequential Moves

4.【 산업조직연구 】총 4회 발간

12월 14일, 홍동표(김&장)
15집 1호～4호 정시 발간 (3월, 6월, 9월, 12월)

-단독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 Broadcom 판결,
Peacehealth 판결, Elevator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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