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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인사말

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산업조직학회는 Michael Whinston 교수 등을 하계 학술대회와 서울 경제분석 컨퍼런스에 초
청하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에 관한 토론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1년의 평가 정책 세미나도 개
최하였으며, 월례 학술 세미나도 꾸준히 개최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
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2월의 공동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많은 회원들께서 더욱 활발히 참여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11월
한국산업조직학회 회장 이 상승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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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반기 주요활동 내역(2018. 3. 1 ~ 2018. 10. 31)

(1) 정기 학술대회(2회)
- 하계 학술대회
일 시 : 2018년 9월 13일(목) 9:00 ~ 18:00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Michael Whinston 교수(MIT) 기조연설 (Recent Advances in the Empirical Analysis of
Vertcal Contracting)외 1~ 3부 7개 세션에서 총 23개 논문이 발표되었음.

- 동계(공동경제학) 학술대회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오후 2시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논문 신청서 마감 : 2018년 12월 21일(금)
논문 제출 기간 : 2019년 1월 16일(수)

(2) 경제학과 법학 융합 세미나
일 시 : 2018년 6월 18일(월), 19일(화) 14:00~18:00 (2일간)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지하1층)
공 동 주 관: 고려대학교 ICR센터,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제 :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년 간 펼친 공정거래정책과 법 집행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지향점을 탐색

(3) 산업조직학회-공정거래학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 일 시 : 6월 28일(목) 13:30 ~ 18: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 산업조직학회, 공정거래학회 공동개최
- 주제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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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8년 서울 국제 경제분석 세미나
- 일 시 : 9월 12일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주최
- 주제 : Conditional Pricing Practices: The Role of Economic Analysis
- Michael Whinston 교수(MIT) 기조연설 (Antitrust Analysis of Loyalty Provisions)

(5) 응용미시/산업조직 세미나
- 일 시 : 매월 마지막 금요일 오후 5:30~7:30
- 장 소 : 한국고등교육재단(역삼동)
- 간 사 : 주하연 교수 (서강대)

* 제 1회 세미나
일시 : 3월 23일(금) 5:30 - 7:30 PM
발표 : 신은철 (경희대학교)
제목 : Rationality and Preference Aggregation of Group Decision under Risk

* 제 2회 세미나
일시 : 4월 27일(금) 5:30 - 7:30 PM
발표 : 양희승 교수님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목 : Distributive Implications for Governing Party Constituencies:
Evidence from Bangladesh

* 제 3회 세미나
일시 : 5월 25일 (금) 오후 5:30 - 7:30
발표1 : 고강혁 교수님 (울산과학기술원)
제목 : Consumption Responses to Income Shocks through Lottery Winning
발표2 : 김정유 교수님 (경희대학교)
제목: The Economics of Gift Cards

* 제 4회 세미나
일시 : 9월 22일(금) 오후 5:30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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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 김건화 교수님 (솔브릿지국제경영대학)
주제 : Customer Loyalty and Multi-stop Shopping

* 제 5회 세미나(IO데이)
일시 : 10월 26일 (금) 오후 5:30 - 7:30
발표1 : 권남훈 교수님 (건국대학교)
제목 : 제약사 역지불 합의의 경제분석
발표2 : 황순주 박사님 (KDI)
제목 : 공기업 부채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의 이중 도덕적 해이(two-sided moral hazard) 문제

* 제 6회 세미나 예정
일시 : 11월 23일 (금) 오후 5:30 - 7:30
발표 : 김태환 박사님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제 : TBA

(5) 법경제연구(LEG) 발표회 공동개최
- 상반기, 하반기 2회
- 공동주최 :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쟁법학회

(6) 기타
- 학술지『산업조직연구』 발간, 연간 4회 (3, 6, 9, 12월)
- 학회 소식지 발간, 연간 2회 발간 (봄호, 가을호)
- 이사회 개최, 연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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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하반기 주요활동 계획(2018. 11. 1 ~ 2019. 2. 28)

(1) 동계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예정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장 소 : 성균관대학교
(2019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후 총회 개최 예정입니다)
(2) 이사회 개최
- 2019년 1월 개최 예정(차기임원 선출 외 안 건)
(3) 학술지
- 산업조직연구: 12월호
※ 우리 학회 12월호에 실을 논문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편집국 e-메일(jpm0107@naver.com) 로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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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우리 학회 편집위원이신 오준병(인하대) 교수께서 미국 UC Berkeley의 Suzanne Scotchmer 교

수님의 Innovation and Incentives라는 책을 번역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역자서문
Suzanne Scotchmer 교수님의 『Innovation and Incentives』를
드디어 국내 번역서로 출판하게 되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주제는 매우 학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혁신을 이루는 데에는 단순히 공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제, 경
영, 법학, 행정정책 등 매우 다양한 이슈들이 서로 얽혀있기 때
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핵심 이슈들을 균형 있
게, 그리고 단단한 이론적 바탕 위에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한참 기술경제론에 관한 책을 집
필하고 있었다. 이미 그 당시에도 ‘혁신’에 관한 많은 이슈들이
논문과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있었지만, 정작 국내 학부·대
학원 학생들을 위한 교재는 매우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을 접하고 나는 『Innovation and Incentives』가 지닌 폭 넓
고, 깊고, 풍부한 사례와 이론들에 깊이 매료되었고, 나의 책을
쓰는 것보다 이 책을 번역하여 소개하는 것이 좀 더 세상에 기여
하는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기술혁신’
또는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
고 폭 넓은 기초 지식과 분석 능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면 번역
한 사람으로서 큰 보람일 것이라 생각했다.
『Innovation and Incentives』는 UC Berkeley, MIT 등 미국의 주요 대학들에서 학부·대학원 학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인하대학교에서도 기술경제론을 위한 참고도서로 소개되어왔
다. 학생들과 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교수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큰
즐거움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혁신’이라는 주제에 대한 호기심과는 별개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만 했다. 그 점이 항상 학생들에게 미안했고 마음의 빚으로 남아 있었다. 다소 늦
었지만 이제 조만간 한국어 번역본을 학생들에게 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볍고 설레기도 한
다.
이 책을 번역하는 데에는 많은 다른 것들을 포기해야했다. 그 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소중
한 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이 항상 미안했고 또한 고마웠다. 이 기회를 빌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께 마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또한 이 책을 번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꼼꼼히 교정을 보아 주신 법문사의 권혁기 대리님, 예상현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저서는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NRF-2016S1A3A2923769).

6

공지사항
※ 동계(공동경제학) 학술대회 개최 상세 안내
일 시 : 2019년 2월 14일(목)
장 소 : 성균관대학교
논문 신청서 마감 : 2018년 12월 21일(금)
논문 제출 기간 : 2019년 1월 16일(수)
제출처 : 한국산업조직학회 사무국 이메일 kasio1984@daum.net

숙박 예약 마감 : 2019년 1월 11일(금)
내용 참조 : 각 학회 참가자(발표자, 논평자, 사회자, 학회 준비 관계자)
- 2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을 제공함(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 기본적으로 한 학회당 10인 내외
로 지원 예정.
- 숙박 예약은 19년 1월 23일(수)까지 조직위원회에서 공지해 드리는 숙박장소에 개별 학회에서 자체
적으로 직접 완료하여야 함.
- 19년 1월 초, 숙박업체 공지 해 드리고, 각 학회에서 개별적으로 숙박자 예약 사전에 받아서 예약하
고, 지불까지 완료.
학회 마친 후, 영수증 및 숙박자 관련 자료 조직위원회로 제출하면 정산해 드림.

참고로, 학회회원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원하실 경우 학술대회 발표신청과 함께
우리 학회의 학술지인 산업조직연구에도 동시 투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였사오니
발표와 동시에 투고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된 신청서의 내용을 읽어 보시고 해당 난에
체크를 해주신 후 신청양식을 작성하시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 산업조직연구 동시 투고 시의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받는 사람 이메일 주소에 사무국과 함께 정필문 편집간사
(jpm0107@naver.com)도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1월 1일부터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운영 예정이므로 논문 제출시점에 동시
등록이 필요합니다 (별도 안내예정).
- 동시투고 논문은 신속심사를 거쳐 2019년 3월호 출간대상이 됩니다.
단, 제출기한 이후에 제출되는 논문은 원칙적으로 6월호 출간 대상이 됩니다.
사무국 올림
*첨부파일 : 논문 발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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