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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씀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름이 지났나 싶더니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학회 회장을 맡은 지도
벌써 8 개월 가까이 지났습니다.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많은 논란 속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회 회장으로서 책임 또한 무겁게 느껴집니다.
올해도 저희 학회는 하계 정기학술대회, 법경제연구 발표회, 월례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특히 11 월 30 일에는 사회로부터의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장경쟁의
선진화”라는 제목하에 정책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며, 2013 년 2 월에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회원 분들께 감사 드리고, 앞으로 있을 학술행사
등 학회 행사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학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회원 여러분 및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2 년 11 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유 진 수

2012년 주요활동 보고
2012 년도 우리 학회에서 진행한 주요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12 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일

시 : 6 월 15 일(금)

장

소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관

공동주관 :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내

용 : 이론연구(1)
발표자 : 방세훈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Price Discrimination via Information Provision: Online vs. Offline
Shoppers”
발표자 : 전주용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olitical Baggage and Electoral Competition”
발표자 : 송은지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The Econometrics for Structural Analysis of Onbid Car Auctions”

전력산업연구 특별세션
발표자 : 이정인 (숭실대 경제학과)
“Assessing the Social Welfare Impact of the Retail Price
Regulation in the Korean Power Market”
발표자 : 조옥현 (숭실대 경제학과)
“Estimating the Demand for Residential and Industrial Electricity in
Korea: A Cointegration Analysis”
발표자 : 이수일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 안정수급을 위한 에너지 정책“

이론연구(2)
발표자 : 김정유 (경희대 경제학과)
“Pricing an Experience Composite Good as Coordinated Signals”
발표자 : 곽주원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Optimal Antitrust Enforcement: Judicial Standards, Information
Cost, and Deterrent Effect”

발표자 : 김철영 교수 (한동대 경영경제학부)
“The Value of Information in Legal Systems”

대기업 연구
발표자 : 진양수 박사 (한국개발연구원)
“Testing Oil Refiner’s Conduct: A Differentiated Product
Approach”
발표자 : 정진화 (서강대학교 시장경제연구소)
“Portfolio Effects in Conglomerate Mergers: The Empirical
Evidence of Leverage Effects in Korean Liquor Market”
발표자 : 황인학 박사 (한국경제연구원)
"2012 년 대규모 기업집단 정책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 김동운 교수 (동의대 경제학과)
“CJ 그룹 지주회사체제와 개인화된 지배구조의 강화”

(2) 법경제연구 발표회(상반기) 공동개최
일

시 :6월 8일

장

소 : 공정거래위원회 PPS 홀

주

최 :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주최

내

용 : 발표자 : 손금주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환경의 변화와 개선방향
- 실무상법해석 기준 및 정책적 보완점 제시
발표자 : 주진열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카르텔

피해자의

효과적

구제방안으로서의

집단소송제에

대한

비교법경제학적 고찰
발표자 : 최승재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동의의결제 적용범위와 구체적 적용 방안
발표자 : 이영대 변호사(법무법인 수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규제방안

(3) ACA(아시아경쟁연합) 베이징 연례 국제회의 참가
일

시 : 10 월 21 일(일)

장

소 : 지앙구오 호텔(베이징)

2012년 예정업무

(1) 정책세미나
일

시 : 2012. 11. 30(금) 오후 2 시-5 시 30 분

장

소 : 은행회관(명동) 2 층 국제회의실

주

제 : 시장경쟁의 선진화

공동주최 : 고려대-서강대-연세대 SSK 사업단
내

용 :
개 회 사 : 유진수(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축

사 :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제 1 세션
사 회 : 성낙일(서울시립대학교)
발표자 : 이재형(KDI)
유통산업정책의 과제: 사업조정정책, 지원정책, 경쟁정책
토론자 : 이홍재(아주대 경영학과)
발표자 : 김종일(동국대 경제학과)
한국 제조업 사업체간 생산성 불균등도 추이와 그 시사점
토론자: 박정수(서강대 경제학부)
발표자 : 홍운선(중소기업연구원)
신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토론자: 문성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제 2 세션
사

회 : 전성훈(서강대학교)

발표자 :

정진욱(연세대 경제학부)
“To Apply or Not: Leniency Program in Korea and Its
Effectiveness”
토론자 : 송은지(KDI)

발표자 : 홍대식(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제적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을 위한 차별화 규칙의 정립: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인텔 사건을 중심으로"
토론자: 이상승(서울대 경제학과)

발표자 :

이황(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포스코 판결 이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판례에서 ‘부당성’
판단의 경향과 전망
토론자: 홍동표(김앤장)

(2) 이사회 개최
일

시 : 2012. 11. 30(금) 12:00

장

소 : 별도 공지예정

(3) 법경제연구 발표회 공동개최
일

시 : 12 월(하반기)

주

최 :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공동 주최

(4) 2013 동계 정기학술대회(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3 년 2 월 21 일-22 일 (예정)

장

소 : 고려대학교

2013년 동계 정기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Call for papers)
우리 학회는 동계 정기학술대회를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간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시는 2 월 21 일-22 일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추후 변경 가능)
우리 학회의 참여일자는 정해지는 대로 공고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논문초록 및 논문을 마감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문발표 신청기한 : 2012 년 12 월 31 일
논문제출 마감기한 : 2013 년 2 월 1 일

회원동정
유진수(숙명여대, 학회 회장) (사)국제경제연구소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습니다.
김병운(ETRI) NIA(한국정보화진흥원) 등재학술지 ‘정보화정책’에서 주관한 2012 년 우수논문
시상식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정중원(공정거래위원회, 학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지철호(공정거래위원회, 전임 학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승진하셨습니다.
박병형(동아대, 전임 학회 이사)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이성복(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기업정책실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강명헌(금통위원) 단국대로 복귀하셨습니다.

- 학회 회원 여러분께서 인사 동정을 수시로 학회 사무국(kasio1984@daum.net)에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통해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Facebook계정 개설
한국산업조직학회의 facebook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facebook.com/kasio1984 (검색창에서 ‘산조학회’를 치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Facebook 계정 개설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권남훈 사무국장(namhoon@konkuk.ac.kr , 010-3899-4460)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이메일 주소 변경
기존에 쓰던 저희 학회의 paran 이메일 서비스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메일 서비스가
중단이 된 관계로 다음(한메일)메일로 이메일 주소가 변경 되었습니다.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2012 년도에는 기존 paran.com 으로 메일을 보내셔도 사무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www.kasio1984@paran.com => www.kasio1984@daum.net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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