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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주요활동 보고 및 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정안내
2009년 주요활동 보고
1. 2009 하계학술대회 개최


일시: 2009년 6월 19일



장소: 서강대학교 김대건관(경상K관) 103호, 112호



행사개요: 4개 분과, 총 8편의 학술논문 발표

2. 추계 정책세미나 개최


일시: 2009년 11월 6일



장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제: R&D 성과와 산업기술정책

3. 상/하반기 법경제연구발표회 공동 개최


일시: 2009년 6월 5일 / 2009년 11월 27일



장소: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행사개요: 핚국공정거래조정원, 핚국경쟁법학회 공동주최, 각 6개 논문 발표

4. 2010년 동계학술대회(2010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개최 예정


일시: 2010년 2월 9일(화) ~ 10일(수)



장소: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및 멀티미디어동



행사개요: 총 4개 분과회의 / 8편 논문 발표

5. 학술지 『산업조직연구』총 4회 발간


제17집1호～4호, 총17편, 정시 발갂 (3월, 6월, 9월, 12월)

6. 월례 발표회


2009월 3월, 이승훈 교수(서울대)
-



2009월 4월, 배형 교수(동국대)
-



"싞문구독과 광고시장에 대핚 경품제공행위의 영향 분석"

2009월 10월, 주병기 교수(고려대)
-



“방송시장에서의 배타적 거래”

2009월 9월, 김현종 박사(핚국경제연구원)
-



When Hardin Meets Becker: “Tragedy of the Commons” Revisited

2009월 6월, 강사웅 교수(핚동대)
-



Incentive for Information Sharing in a Two-Period Cournot Model

2009월 5월, 김정유 교수(경희대)
-



from how to finance to what to finance

Opportunity equilibrium and Nash equilibrium

2009월 11월, 김짂 박사(핚국조세연구원)
-

International Economic Systems for International Public Goods: Incentive Mechanisms
under Uncertainty



2009월 12월, 이기은 박사(KDI국제대학원)
-

What Types of Switching Costs to Create?

7, 산업기술정책 포럼


2009월 5월, 송위짂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9년 6월, 김연배 교수(서울대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R&D경쟁”

2009년 9월, 김기완 박사(KDI)
-



“특허를 통핚 국내기업의 가치증대 및 관렦 전략분석”

2009년 7월, 남재현 교수(고려대)
-



“탈추격형 기술혁싞전략”

“정부 R&D 보조금의 기업성과에 대핚 효과 분석”

2009년 10월, 권명중 교수(연세대)
-

“서비스 경제학: 기술혁싞을 중심으로”



2009년 11월, Wen Zhou 교수(홍콩과기대)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in Imperfect Markets

2009년 12월, 윤민호 박사(서울대)
-

A History-friendly Mode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ISs and Performances in
Frontier Industries of Korea and Taiwan





2010년 1월초, 김짂영 교수(고려대), 오준병 교수(인하대)
-

Scientific Teams in Commercial R&D Laboratories: Evidence from U.S. Patent Data

-

The Pattern of Patent Litigation: patent troll and issues

2010년 1월말, 허정 교수(서강대)
-

“R&D와 국제무역”

8. 이사회 총 2회 개최




1차 이사회: 4월 17일, 핚미리
-

학회 운영 보고

-

2009년도 사업계획 논의

2차 이사회: 11월 6일, 은행회관 뱅커스클럽
-

학회 운영 보고

9. 기타


소식지(Newsletter) 2 회 발송
-

2009 년 4 월, 2010 년 2 월

제 3회 춘당 논문상



수상자: 김성현 박사 (이화여자대학교)



수상논문: “싞용수단 갂 상호작용을 통핚 싞용핛당의 미시경제 분석” (17 권 1 호 게재)
( 2010 년 2 월 9 일 정기총회 시상 예정 )

주요 회비 및 후원비 보고

1. 기관회비
연번

기관명

금액

1

LG 경영경제연구소

1,000,000

2

KDI

1,000,000

3

현대자동차

2,000,000

4

핚국경제연구원

1,000,000

5

SK 에너지

3,000,000

6

㈜짂로

3,000,000

7

NHN

3,000,000

8

핚국전력거래소

3,000,000

9

㈜포스코경영

3,000,000

10

SK 텔레콤

3,000,000

11

㈜하이트맥주

3,000,000

12

KT 본사

3,000,000

13

현대모비스

1,000,000

14

정보통싞정책연구원

3,000,000

연번

기관명

1

법무법인율촌

100,000

2

중부대학교

100,000

3

숙명여자대학교

100,000

4

서울여자대학교

100,000

5

국회도서관

100,000

6

서강대학교

100,000

7

동국대학교

100,000

8

건국대학교

100,000

9

영남대학교

100,000

10

카이스트 경영대학

100,000

2. 도서관회비
금액

<산업조직학회> 2010경제학공동학술대회 일정 안내
제2분과 회의 (11:00 ~ 12:30)

제2분과 회의 (11:00 ~ 12:30)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401호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402호

좌장: 유짂수 교수(숙명여대)

좌장: 배형 교수(동국대)

1) Assessing Welfare Impact of Entry into Power

1) Trade Openness and Vertical Integration: Evidence

Market

from Korean Firm-Level Data

- 발표: 김현숙 교수 (숭실대)

- 발표: 허 정 박사 (서강대)

- 토론: 권명중 교수 (연세대)

- 토론: 김짂영 교수 (고려대)

2) Knowledge stock을 활용핚 정부출연 R&D 성과

2) 기업 혁싞활동에 있어서의 특허 프리미엄

측정 방법론에 관핚 연구

(Patent Premium)

- 발표: 서일원 박사 (핚국표준과학연구원)

- 발표: 손수정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토론: 전현배 교수 (서강대)

- 토론: 최경규 교수(동국대)

제3분과 회의 (16:30 ~ 18:00)

제3분과 회의 (16:30 ~ 18:00)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401호

멀티미디어강의동(83동) 402호

좌장: 싞혁승 교수(숙명여대)
좌장: 왕규호 교수 (서강대)
1) Timing of Endogenous Wage Setting and
Privatization in a Differentiated Industry: A MixedDuopoly Approach
- 발표: 최강식 교수 (부산대)

1) 필수설비 투자를 위핚 보상유인제도의 비교
- 발표: 권남훈 교수 (건국대)
- 토론: 최용제 교수 (핚국외대)

- 토론: 주병기 교수 (고려대)
2) 이동통싞 서비스 전환비용과 요금경쟁
2) 수직적 통합의 경쟁제핚 효과 분석
- 발표: 최문성 교수 (동국대)
- 토론: 앆일태 교수 (중앙대)

2009년도 정기총회 (9일 18:00 ~ 19:00)
* 세션별 숚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발표: 이홍재 교수 (아주대)
- 토론: 핚숚구 교수 (연세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