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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12년 주요활동 사업계획
산업조직학회 회원 여러분
이번 가을은 태풍도 없고 청명한 날이 많아 계절의 진미가 제대로 느껴집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
두 풍성하고 여유로운 결실의 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8월 29일에 하계 정
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승훈 교수님의 기조연설을 포함하여 총 6개의 세션에 16개의 논
문이 발표되었고 많은 회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학회에 참
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동계학술대회는 내년 2월 11일, 12일 중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9월과 10월에는 사정상 열리
지 못했던 월례 세미나를 11월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반기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부탁 드립니다.

벌써 연말이 두 달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 모두 2013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
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 년 11 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김 영산 드림

2013년 상반기 주요활동 내역
2013 년도 상반기(2013. 3 ~ 2013. 10) 우리 학회가 추진한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3 하계 정기학술대회
일 시 : 2013 년 8 월 29 일(목요일) 14:00 ~ 18:30
장 소 : 서강대학교 김대건관(K 관)
▪ 세션 1
사회 : 중앙대학교 안일태 교수
발표 : 김성환(아주대) / MPP 사업자간 기업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효과 분석
토론 : 김원식(중앙대)
발표 : 김정현(고려대) / Exclusive Program Distribution in the 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Market: A Game Analysis of Program Access Rule
토론 : 김창완(KISDI)
발표 : 김민철(KISDI) / 미디어 이용시간 총량과 배분의 결정요인 분석 및 이의 미디어
산업에 대한 시사점
토론 : 이상우(연세대)
▪ 세션 2
사회 : 숙명여자대학교 신혁승 교수
발표 : 배형(동국대) / Entry Timing and Quality Choice of Technological Leader and
Follower
토론 : 남재현(고려대)
발표 : 문성배(국민대) / Innovative Activities of an Incumbent and a Potential Entrant:
An Empirical Exploration of the Role of Uncertainty in Product and Process
Innovations
토론 : 박민수(성균관대)
발표 : 조수미(전남대) / 독과점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저하 유인과 경쟁정책
토론 : 권남훈(건국대)

▪ 특별세션
사회 : 한양대학교 김영산 교수
기조연설 : 서울대학교 이승훈 명예교수 / 공정경쟁, 공정거래, 그리고 경쟁법
▪ 세션 3
사회 : 국민대학교 김종민 교수
발표 : 권영선(KAST) / Spectrum Fragmentation: Causes, Measurement Indexes and
Two Possible Solutions
토론 : 이홍재(아주대)
발표 : 전주용(KISDI) / Tariff Preference: Theory and Experimental Evidence
토론 : 조성익(KDI)
발표 : 전봉걸(서울시립대) /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모색:
기업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토론 : 정용훈(인하대)
▪ 세션 4
사회 : 서강대학교 왕규호 교수
발표 : 김진(동덕여대) / Information Concealment in Bidding Rings
토론 : 방세훈(KDI)
발표 : 김진우(서울대) / Screening Loss Averse Consumers
토론 : 고영우(한양대)
발표 : 김자봉(한국금융연구원) / Optimal Financial Supervisory Structure under
Information Asymmetry
토론 : 오윤해(KDI)
▪ 세션 5
사회 : 숙명여자대학교 유진수 교수
발표 : 민희철(한성대) / Quantifying Consumer Benefits in a Privatized Industry
토론 : 양용현(KDI)
발표 : 김재훈(KDI) / 민주화, 부존자원,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토론 : 이삼호(고려대)

발표 : 박상원(한국외국어대) / Promotion and Career Concerns in Public Sectors
토론 : 조명환(서울시립대)



하계학술대회 기조연설(서울대-이승훈 명예교수)사진입니다.

(2) ACA(아시아 경쟁 연합) 국제회의 개최
일 시 : 2013 년 9 월 6 일(금요일)
장 소 : Schubert Hall, 31st Floor, Hotel President 16, Euljiro, Jung-Gu, Seoul Korea
주 최 :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Korea Academic Society of Industrial
Organization, Korea Competition Forum, Korea Competition Law Association,
Korea Economic Law Association
Opening Remarks

Hoil YOON, Chairman,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Chairman, Yoon &
Yang LLC

Shiying XU, Vice-Chairman,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Professor,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imitoshi YABUKI, Vice-Chairman,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Yabuki
Law Offices

Keynote Speech
Dae-lae NOH, Chairman,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ajor recent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competition policies and
enforcement in Korea
Session 1: Enforcers Roundtable

Recent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competition policies and enforcement
in East Asia
Co-Moderators:
Ohseung KWON,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Korea
Akinori UESUGI, Consultant,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Xiaoye WANG, Professor of Law, Hunan University and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Speakers:
Joong-weon JEONG, Commissioner, Korea Fair Trade Commission
Ming SHANG, Director General, MOFCOM (Invited)
Qing LI, Deputy Director General, NDRC (Invited)
Ye LIU, Deputy Director General, SAIC (Invited)
Toshiyuki NAMBU, Deputy Secretary-General for International Affairs, Japan
Fair Trade Commission
Session 2: Trends in Cartel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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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oderators:
Chul-kyu KANG, President, Woosuk University, Korea
Kimitoshi YABUKI, Attorney, Yabuki Law Offices
Speakers:
Yanbo JIANG, Dean, Law School of Jiangxi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Jae Young KIM, Attorney, Yoon & Yang LLC
Gary SPRATLING, Attorney, Gibson Dunn & Crutcher LLP
Toshiaki TADA, Attorney, Hibiya Sogo Law Office
Session 3: Recent Developments in Merger Regulation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Regulation of international mergers using economic analysis
Co-Moderators:
Kei AMEMIYA, Attorney, Morrison Foerster
Jianmin DAI, Attorney, Dacheng Law firm
Speakers:
Keita ITO, Chief Investigator, Merger and Acquisition Division of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Yangsoo JIN, Advisor, Kim & Chang
Zhong LIN, Attorney, Shanghai Ying Ming Law Firm

Session 4: Abuse of Dominance in a Global Context

Global trends in competition regulation of standard essential patents, rebates,
and so on
Co-Moderators:
Ji-sang CHANG,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Korea
Shiying XU, Vice-Chairman, Asia Competition Association; Professor, East
China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Speakers:
Gee-Hong KIM, Attorney, Jipyong Jisung
Makoto KURITA, Professor, Chiba University
Greg S. SLATER, Director of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tel Corporation
Seong Un YUN, Attorney, Bae, Kim & Lee LLC
[A speaker from China]
[A possible speaker from an international company]
Closing Remarks

Xiaoye WANG, Professor of Law, Hunan University and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Kiljun PARK, Professor, Yonsei University

Toshifumi HIENUKI, Hokkai-Gakuen University

역
2013년 하반기 주요활동 계획
2013 년도 하반기(2013. 11 ~ 2014. 2) 우리 학회가 추진할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 년 동계 정기학술대회와 응용미시/산조 월례세미나에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학회
임원진도 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제 3 차 이사회 개최
일시 : 2013 년 12 월 ~ 2014 년 1 월 중 개최예정
장소 : 추후 공지 예정

(2) 2014 동계 정기학술대회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 시 : 2014 년 2 월 11 일(화) ~ 12 일(수)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논문 신청 마감일 : 2013 년 12 월 20 일(금요일)
논문 제출 마감일 : 2014 년 1 월 20 일(월요일)

(3) 응용미시/산조 월례세미나 개최

일 시 : 2013 년 11 월 ~ 12 월 개최예정
장 소 : 추후 공지 예정

2014년 동계(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Call for papers)

이메일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회는 올해 하계 정기학술대회를 2014 년 2 월
11 일~12 일에 성균관대학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다음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논문초록

및 논문을 마감 기한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논문발표 신청기한 : 2013 년 12 월 20 일
논문접수 마감기한 : 2014 년 1 월 20 일
논문 신청서 제 출 : 산조학회 사무국 kasio1984@daum.net

회원동정
1. 학회 고문이신 전성훈 교수(서강대학교)께서 지난 4 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제 12 회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경쟁정책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으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2. 학회 이사이신 SK 경영경제연구소의 염용섭 박사께서 전무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 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인사 동정을 학회 사무국(kasio1984@daum.net)으로 알려주시면 소식지를
통해서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회원 신규 가입
김성환(아주대), 전봉걸(서울시립대), 신혁승(숙명여대), 김도영(서강대), 남재현(고려대)

학회 Facebook 계정 소개

한국산업조직학회의 facebook 계정이 2012 년 개설되어 운영 중이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facebook.com/kasio1984 (검색창에서 ‘산조학회’를 입력하셔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학회 전화번호 / 팩스번호 변경

한국산업조직학회의 사무국 전화번호와 팩스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으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그대로 입니다. 다만 2014 년 1 월 1 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화
변경전 02-877-0687
변경후 02-6677-0687

2. 팩스
변경전

02-877-0688

변경후 02-6499-0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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