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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올 한해 학회장을 맡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 학회가 1984년에 창립되었고 우리 학회지인 산업조직연구가 1992년에
발간되었으니, 이제 우리 학회도 청년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전임회장님들의 헌신적
인 노력과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학회는 경제학 분야의 ‘명실상부한’ 중추적 학
회의 하나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 학회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
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0주년을 맡는 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행사가 개최되었거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5일과 6일 양일 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우리 학회, 한국경쟁법학
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교육학회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정
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 공동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또 매년 6월에 개최되는 우리 학회
정기 하계학술대회에서도 우리나라 경쟁정책 30주년을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조망하는 기회를 가
질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학회가 보다 내실을 기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무엇보다 산업조직론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 학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발전합니다. 우리 학회에 대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
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원 여러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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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주요 사업 계획
2011년도 우리 학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사업도 예년과 큰 차이가 없습
니다만, 학회 집행부는 각 사업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2011 하계 정기학술대회
n

일시 : 6월 17일(금)

n

장소 : 서울시립대학교

(2) 2011 동계 정기학술대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3) 법경제연구 발표회 공동 개최
n

일시: 6월 및 12월

n

우리 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가 공동 주최할 예정입니다.

(4) 기타 사업: 춘당논문상 시상, 정책세미나 등

2. 공정거래 30주년 공동학술심포지움 개최
지난 4월4일(월요일)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공동학술심포지움이 서울 팔레스호텔
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우리 학회, 한국경쟁법학회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 주
관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두 번째 세션(공정거래 30주년: 경제학 관점의 고찰)을 주관
했으며, 발표주제 및 토론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행사에 도움을 주신 발표자, 토론자 및 참
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n

주제발표 1: 이상승 교수 (서울대)

“공정거래정책 30주년: 성과와 도전에 관한 경제학자의 시각”
n

주제발표 2: 심영섭 박사 (산업연구원)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경쟁정책”

n

토론자: 김영산 (한양대), 홍동표 (김앤장),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왕규호 (서강대)

3. 신임 이사 선임
아래 회원께서 임기 2년의 학회 이사로 임명되셨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n

김영세 교수 (연세대), 김희수 박사 (KT 경제경영연구소), 안일태 교수 (중앙대, 편집이사),
이영수 교수 (항공대), 이영훈 교수 (서강대), 정진욱 교수 (연세대) [가나다 순]

4. 2011년 하계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 신청 (Call For Papers)
이미 이메일을 통해 공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올해 하계 정기학술대회를 6월 17일(금)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
의 일정을 참조하셔서, 논문초록 및 논문을 마감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n

논문발표 신청기한: 2011년 5월15일

n

논문접수 마감기한: 2011년 6월 4일

특히 금번 하계 정기학술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한 특별세션과 스포츠경제학
관련 세션(잠정)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5. 회원 동정
n

김병운 박사님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경제연구부 규제정책연구팀 팀장에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기술경영학과 교수로 옮기셨습니다.

n

이성훈 박사님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seonghoon@cju.ac.kr)로 옮기셨습니다.

n

김희수 박사님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로 옮기셨습니다.

☞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인사 동정을 수시로 학회 사무국(kasio1984@paran.com)에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통해서 전체 회원 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