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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산업조직학회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올해 산업조직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숙명여대 신혁승입니다.
이제 12월에 접어들게 되어 올 한 해도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시는 일 모두 잘 마무리하시고 풍성한 성과와 결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를 통해 올해 저희 학회가 수행해 온
활동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고 향후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8월에는 성균관대에서 하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총 18편의 논문에 대한 발
표와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발표 논문은 이론, 실증, 정책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는 기업데이터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 Data) 국제 학술대회를 저희 학회와 서강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이 세미나
에서는 기업 수준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업동학, 산업, 금융, 국제경제 관련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실증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한편 11월에는 중요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정책

특히 이번에는 저희 학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정거래 정책 및 제도와 이론적 분석 간의 연계성이 제고되고, 정부와 학계간의 학
술적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정부부처와의 교류가

더욱 확대되어 실제의 정부의 정책 방향의 결정에 있어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역할이 증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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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저희 학회의 학술활동 수행에 있어 저희 학회의 회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
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년 2월에는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저희 학회의 동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동계학술대

회는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저희 학회의 마지막 행사이오니,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
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기쁨이 늘 가득하길 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신 혁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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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주요활동 내역

2017

(2017. 3 ~ 2017. 12)

(1) 2017년도 하계 정기학술대회 개최
일

시 : 2017년 8월 24일(목) 13:30

장

소 : 성균관대학교 국제관(B2층 9B218, 9B217, 9B215)

※ 1, 2부 총 6개 세션에서 총 18개 논문이 발표되었음.

(2) 2017년 한EU 경쟁정책 관련 경제분석 공동세미나(이상승 수석부회장 총괄)
날

짜 : 11월 2일(목) 13:00

장

소 : 서울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1층)

주

최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 1, 2세션으로 구성, 약 150명 참석 하였음.

(3) CAED 2017 14th Conference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Enterprise Data 세미나
(서강대 전현배 교수 총괄)
날

짜 : 9월 22일(금) ~ 9월 24일(일)

장

소 : 서강대학교 게페르트 남덕우 경제관 3층

주

최 : 지암 남덕우 경제연구원, 통계청, 한국산업조직학회, 혁신과 경쟁연구센터

후

원 : 신한금융투자, SK텔레콤

(4) 이사회 개최
- 1차 이사회 : 2017년 4월 27일(목), 어담
✻ 안건 : 임원진 소개, 연간 사업계획, 보고 및 논의 안건 등
- 2차 이사회 : 2017년 9월 21일(금), 조양관
✻ 안건 : 2017년 사업실적 보고, 차후 활동 안내 등

(5) 학술지 『산업조직연구』총 3회 발간
- 제25집 1호～2호 정시 발간 (3월-4편 수록, 6월-4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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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조/응용미시 월례발표회 개최(간사 : 최윤정 교수)
* 2017년 총 7회의 월례발표회가 개최되었음(장소 : 한국고등교육재단 지하2층 세미나실)
* 개최 일시 및 발표자 명단
일

시 : 3월 24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윤참나(성균관대학교), "Waiting for Affordable Housing"

일

시 : 4월 28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박우람 박사님(KDI), "Firm’s Adjustments to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Evidence from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emporary Workers in South Korea“

일

시 : 5월 26일(금) 오후 5시 30분(응용미시데이)

발

표 : 발표1) 신위뢰 박사님(KIET), "Discrimination in
Organizations: Optimal Contracts and Regulation”
발표2) 주하연 교수님(서강대학교), "Demophobia: A Shock
of MERS and Changes in Shopping Patterns“

일

시 : 6월 23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신은철 교수님(경희대학교), " The Value of Friendship in Social Networks:
Experimental Evidence with Adolescents”

일

시 : 9월 22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박민정 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 "Selection Bias in Estimation of Peer
Effects in Product Adoption”

일

시 : 10월 27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발표1) 윤정열 교수님(이화여자대학교), "Equilibrium in a compeitive insurance
market under adverse selection with endogenous information“
발표2) 이기환 박사님(한국경제연구원), ”The effect of zone pricing on
revenue in the Korean cinema industry“

일

시 : 11월 24일(금) 오후 5시 30분

발

표 : 위정범 교수님(경희대학교), "금융복합그룹의 사업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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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7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안내

(8) 기타
1) 소식지 2회 발송 - 2017년 5월, 12월
2) 2017년 법ㆍ경제분석그룹(LEG) 최종 발표회 공동 개최
일

시 : 2017년 11월 10일(금)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공동주최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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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주요 활동 계획 안내

2018

(2017. 12 ~ 2018. 2)

(1) 동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예정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은행회관에서 2018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참가학회 회장단 모임 진행
- 2018년 2월 1일 강원대학교 예정
(참고 :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 참가 형식임)
(2) 이사회 개최
- 3차 이사회 : 2017년 1월 개최 예정(차기임원 선출 외 안 건)
(3) 학술지
- 산업조직연구: 12월호
※ 우리 학회 12월호에 실을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국으로 e-메일(hchun@sogang.ac.kr)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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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 서적 출간
자유의 비극: 자유가 비극이 될 수 있는 열두 가지 이유(출판사: 한길사)
* 서울대 경제학부 조성진 교수 논문 게재
“Precommitments for Financial Self-Cntrol? Micro Evidence from the 2003 Korean
Credit Crisis, coauthor with John Rust”
내용 : 이 논문은 한국의 2003년 카드 대란을 전・후로 한 미시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금
융자기조절'행동을 실증분석하였다. 표준적인 경제이론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행동경제학과 실증적 산업조직론을 융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소비자는 스스로 신용카드
한도를 줄이고, 무이자 할부 이용을 자제하거나, 할부 기한을 최대 가능 기간보다 짧게 설
정하는 행동패턴을 보인다. 이는 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탈러가 정립한 제한
적 합리성(bounded rationality)에 기반한 행동 금융(behavioral finance)과 일맥상통하는 결
과이다.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ume 125, No 5, October 2017)

* 2017년도 신규 회원 안내(지난 5월호에 안내 드린 분 제외함)
1) 신규 정회원 : 백지원(충남대), 김봉주(국회입법조사처), 박민정(이화여대)
2) 2017년 도서관 회원 : 건국대도서관, 국방대도서관, 서울시립대도서관, 국회도서관
3) 2017년 기관회원 : 산업연구원, 공정거래조정원,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SK경영경제연구소,
ＫＴ경제경영연구소, SK E&S, 한국가스공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 11기관)
4) 2017년 후원기관 : 현대자동차, YBM, 네이버
행사후원 : 한국연구재단, 신한금융투자, SK,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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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동계(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 발표 신청
(Call for papers)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원님들께

2018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2018년 2월 1일(목)-2일(금) 양일 간 춘천 강원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산업조직학회에서는 2월 1일(목) 오후 14:00~18:00 세션에 세미나와 총회를 개최할 예
정입니다.(분과별 세션 일자 및 시간은 한국경제학회와 조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월초까지 발표 일정을 확정하여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논문 발표자와 토론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한국경제학회에서 2인 1실 기준 최대 2박까지 숙
박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통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
다. 구체적인 차량 이용 방법은 추후 한국경제학회의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1) 서울(잠실운동장역)에서 춘천(강원대)까지의 2월 1일, 2일 양일간 왕복교통편 제공.
(구체적인 운행 시간대는 차후 공지 예정)
2) 춘천 숙소에서 강원대까지 셔틀 버스 운행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첨부하는 신청서 및 논문을 아래의 마감기
한까지 학회 사무국(kasio1984@duam.net)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발표 신청기한: 2017년 12월 15일(금)
논문 또는 발표자료 제출 마감기한: 2018년 1월 12일(금)

이번 동계학술대회에도 학회 발표와 동시에 산업조직연구 투고가 가능합니다.
동시 투고를 원하실 경우 신청서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서는 본 학회 웹사이트(http://www.kasio.or.kr/)내의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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