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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주요활동 보고 및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정안내
2008년 주요활동 보고
2008 하계학술대회 개최

❍일시: 2008년 6월20일

❍장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행사 개요: 4개 분과, 총 10편의 학술논문 발표

아시아 국제경쟁법회의 공동 개최

❍영문명: Asia International Competition Conference
❍일시: 2008년 9월 3일~4일
❍장소: 롯데호텔 월드

❍주제: 세계 경쟁법 대회 -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동주관: 한국경제법학회, 한국경쟁법학회, 한국경쟁포럼

추계 정책세미나 개최

❍일시: 2008년 10월 27일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제: 공익산업의 개방과 경쟁

2009 년 동계학술대회( 200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일시 : 2008년 2월 13일(금)

❍장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관

❍행사 개요 : 총 4개 분과회의 / 11편 논문 발표

학술지 『산업조직연구』 총 4 회 발간

❍제16집1호～4호, 총18편, 정시 발간 (3월, 6월, 9월, 12월)

이사회 총 3 회 개최

❍1차 이사회: 4월 10일, 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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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 사업계획 논의

❍2차 이사회: 6월 20일, 더씨
- 학회 운영 보고

❍3차 이사회: 10월 27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학회 운영 보고
월례 발표회 : 응용미시세미나와 공동 주최
❍ 2008년 3월, 김진영 교수(고려대)

- Patent Application and Renewal in Patent Portfolio Management

❍ 2008년 4월, 최강식 교수(부산대)

- Strategic Delegation in Endogenous Timing: Unilateral Externality Case”

❍ 2008년 5월, 김지영 박사(조세연구원)

- Dynamic Switching Decisions of Consumers in the Cellular Service
Industry

❍ 2008년 6월, 이경원 교수(동국대)
- 은행산업 시장획정"

❍ 2008년 9월, 김도영 교수(서강대)
- Contracts in Bureaucracies'

❍ 2008년 10월, 전봉걸 교수(서울시립대)
-

Host

Countr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Firm's

Equity

Participation

❍ 2008년 11월, 홍동표 박사(김앤장법률사무소)
- 국내 유통시장에서의 기업결합심사 - 최근 사례들을 중심으로

❍ 2008년 12월, 김두얼 박사(한국개발연구원)

- 경영범죄와 기업성과: 경영자의 배임 및 횡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기업성
과에 미치는 영향
기타

❍소식지(Newsletter) 2회 발송
- 2008년 4월, 2009년 2월

제3회 춘당논문상
❍수상자: 박민수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수상논문:

Estimation

of

Dynamic

Demand

with

Heterogeneous

Consumers under Network Effects (16권 2호 게재)
( 2009년 2월 13일 정기총회 시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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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회비 ․ 후원비 보고
❍정책세미나 지원
1
SK경제경영연구소
2

KT

4

한국경제연구원

3

3,000,000
5,000,000

포스코경영연구소

5,000,000
5,000,000

❍국제경쟁법회의 지원
1
KT

5,000,000

2

KTF

10,000,000

4

SK텔레콤

10,000,000

3
5

한화석유화학

10,000,000

한국학술진흥재단

20,000,000

❍기관회비
1

LG경제연구원

1,000,000

한국개발연구원(KDI)

1,000,000

2

한국경제연구원

4

현대모비스(주)

3
5

2,000,000

ETRI

3,000,000

포스코경영연구소

8

KT

9

10

11
12

1,000,000

현대자동차(주)

6
7

1,000,000

3,000,000
3,000,000

KTF

3,000,000

SK텔레콤

3,000,00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3,000,000

한국전력거래소

3,000,000

❍도서관회비
1
서강대학교
2
3

서울여자대학교
국회도서관

5

건국대학교

7

경북대학교

4

6
8

100,000
100,000
100,000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100,000

연세대학교

100,000

100,000
100,000

동국대학교(2007년, 2008년도분)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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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경제학공동학술대회 일정 안내
제5분과회의 A (13일 11:00~12:30_경영관33301)

제5분과회의 B (13일 11:00~12:30_경영관33302)

좌장: 강명헌 교수(단국대)

좌장: 백경환 교수(성균관대)

실증연구 Ⅰ

1) 주유소 유류 가격분산에 관한 실증연구
- 발표: *김종호 박사(산업연구원), 김대욱 교수(숭실대)
- 토론: 신일순 교수(인하대)
2) Incumbents' Response to Patent Reform: In
Case of the Korean Patent Reform of 1994
- 발표: 오준병 교수(인하대)
- 토론: 김진영 교수(고려대)

이론연구 Ⅰ

1) Targeted Marketing, Technology Adoption
and Consumer Network
- 발표: 김정유 교수(경희대 교수)
- 토론: 손상영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Tying by an Essential-Good Monopolist: the
Role of Multihoming
- 발표: 심성희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
- 토론: 이상규 교수(중앙대)

3)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의 연계 운영에 따른
국가경제적 효과
- 발표: 권형준 박사(수자원공사)
- 토론: 민세진 교수(동국대)

3) The Rewards to Entrepreneurship
- 발표: *이성훈 박사(한국증권연구원),
Michael Gort (뉴욕주립대)
- 토론: 유진수 교수(숙명여대)

제6분과회의 A (13일 16:40~18:00_경영관33301)

제6분과회의 B (13일 16:40~18:00_경영관33302)

좌장: 장지상 교수(경북대)

좌장: 배형 교수(동국대)

실증연구 Ⅱ

1) 다점포 소매기업 결합의 경쟁효과 분석
- 발표: * 신광식 박사( 김앤장), 이한식 교수( 서강대)
- 토론: 남재현 교수(서강대)

이론연구 Ⅱ

1) Strategic Budget Constraints in a Unionized
Mixed Oligopoly
- 발표: 최강식 교수(부산대)
- 토론: 김정유 교수(경희대)

2) 기업집단의 내부자본거래:
계열사 출자 결정요인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

2) Optimal Privatization Policy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 발표: *김명애, 조성욱 교수(서울대)
- 토론: 김현종 박사(한국경제연구원)

- 발표: 이상호 교수(전남대)
- 토론: 주병기 교수(고려대)
3) On the strategic use of quality scores in
keyword auction
- 발표: 윤기호 교수(고려대)
- 토론: 안일태 교수(중앙대)

2008년도 정기총회 (13일 18:00 ~ 18:30_경영관33301)

*는 발표자임.
** 세션별 순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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