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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창립 20주년 글로벌 워크숍 하와이에서 열려

6월 25일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하
와이 하이야트 리
젠시 와이키키 비
치리조트에서 열
렸다.

‘ICT생태계 발전을 위한 Mobile Broadband’ 정책 세미나
우리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글로
벌 워크샵이 지난 6월 25일부터 3
박 5일 일정으로 미국 하와이
Hyatt Regency Waikiki Beach
Resort에서 열렸다. ‘ICT생태계 발
전을 위한 Mobile Broadband 정
책’을 주제로 열린 이번 워크샵에
는 국내외 학자 및 통신현업 인사
40여명이 참여하여 ICT의 미래를
진단하고 학회 창립 20주년의 의
미를 되새겼다. 특히 27일 Kou
Ballroom에서 열린 세미나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3개 세션에
8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촘촘히
이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토
론이 이루어졌다.
Steve Wildman 교수 기조연설
김상택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세미나는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
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우리
학회 전 회장)이 학회 20주년을 회
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기
념축사로 이어졌다. 기조연설은 미
국 FCC 수 석 경 제 학 자 (Chief
Economist)직을 역임한 미시건 주
립대(MSU) 스티브 와일드만(Steve
Wildman) 교 수 가 담 당 했 다 .
“Feedback Effects and Spillovers
in the Pricing of
Mobile
Broadband”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조연설에서 와일드만 교수는 모
바일 브로드 밴드 환경에서의 규
제 이슈들을 다루었다.

1세션, Johannes Bauer 교수 등
3명 발제
김동주 교수(고려대·전임학회장)
사회로 진행된 1세션은 모두 3개
의 발표로 이루어졌다. 이 세션에
서 미시건 주립대(MSU) 요하네스
바 우 어 (Johannes Bauer) 교 수 가
“Governing
the
Mobile
Broadband Ecosystem”을, 연세대
조신 교수가 “ICT 생태계의 진화와
네 트 워 크 산 업 의 미 래 ” (The
Evolution of ICT Ecosystem and
the Future of Network Industry)
를, KT의 김희수 상무가 “동태적
모바일 생태계 환경에서 텔코의
기회와 도전”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for Telcos in the
Changing Dynamics of the
Mobile Ecosystem)을 주제로 발표,
토론의 열기를 고조했다.

2세션, 정부 및 업계 인사 발제
강형철 교수(숙명여대·집행이사)
사회로 진행된 2세션은 ITU 통신
개발국 양환정 책임연구원의 “전
파 공유시대의 정책과제”
(Preparing the Era of Spectrum
Sharing), KISDI 김득원 박사의 “광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정책”
(Spectrum Policy for Mobile
Broadband in Korea)이 발표되었
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SKT 염용섭 전무의 “ICT의 미래와
SKT의 비전” (The Future of ICT
and Vision of SKT)와 LGU+ 김상
수 상무의 “CSV를 통한 ICT 생태
계 발 전 전 략 ” (Development
Strategy
in
ICT
Ecosystem
through Creating Social Value) 발
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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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션, 참가자 전원 ‘개방형 종합
토론’
장석권 교수(한양대·전임학회장)
의 사회로 진행된 제3세션 종합
토론은 앞의 1, 2세션에서 다룬
주제를 발전시키고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문제들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워크샵 참석
자 전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토론
인 이 세션은 예정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어가며 지적

만족감과 시간적 아쉬움 속에
마쳤다.
진주만, 마우이 등 문화탐방도
한편, 밤 비행기를 타고 세미나
전일에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
도착한 이번 워크샵 참가단은 바
로 문화탐방으로 일정을 개시, 세
계 제2차 대전의 상흔이 남아 있
는 진주만을 방문, 전함 미주리호
에 승선하는 등 이곳에 전시된 역
사 기록을 살펴보았다.

참가단은 세미나 다음날에는 인
근 마우이 섬으로 이동, 휴화산
할레아칼레(해발 3,058m) 등 하
와이 군도의 신비한 자연을 체험
했다.
이번 글로벌 워크샵은 그 다음날
인 29일 오전 11:20 인천향발 비
행기편 탑승으로 3박 5일의 빡빡
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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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방송 3학회 공동학술대회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학회가 주관한 통신·방송
3학회 공동 학술대회가 지난 9월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
세미나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한국방송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
는 공동학술대회는 3학회가 번갈
아 가며 주관을 하게 되는데 올해
는 우리 학회 주관으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과거, 현재와 미
래: 스마트 라이프로의 진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축사
김상택 회장의 개회사와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된 이날 학술대회는 3학회
회원 및 업계 및 정부 관계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동통신서비스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
를 조망하며 추석 연휴 다음날인
데도 참가자들이 넓은 행사장을
가득 메운 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축사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내 ICT산업이
GDP의 8.9%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에 중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신념과 열정이 있었기
에 가능했다”면서도 “이동통신에
있어 빠른 변화만큼 바른 변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세션, 이동통신 30주년의 경제
적·사회문화적 의미 진단

1세션 첫 발제자로 나선 안치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소장
은 지난 30년간 한국의 이동통신
발전이 “국가 주도로 도전적이고
명확한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미
래 트렌드 변화를 읽고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주도해왔다고”고 평
가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방송학
자인 김경희 한림대 교수는 모바
일 커뮤니케이션이 인터넷과 결
합해 대중 매체 중심 의제 설정과
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매
기는 데이터 기반 요금제를 확산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세
션 토론에는 국민대 장영민 교수,
강원대 김세은 교수, 한양대 김용
규 교수가 참여했다.
2세션, 향후 발전을 위한 모바일
규제 이슈 등 점검
2세션 첫 발제를 맡은 한영남
KAIST 교수는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표준화 선도의 중요
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성철 고
려대 교수는 모바일 생태계 활성
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면서 모바일 플랫폼 사업자의 불
공정 행위를 사후 규제해야 할 것
을 주장했다. 박동욱 KISDI 방송
미디어연구실장은 차세대 이동통
신에서 이통사 공동 네트워크 구
축, 주파수 공동 활용 등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세션
토론에는 연세대 김동구 교수, SK
경영경제연구소 심용운 박사, 동
국대 안형택 교수가 참여했다.
3세션, 산학연 종합토론
김동주 교수(고려대·학회 전임
회장)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
세션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3학
회 회장들과 정부, 업계,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
였다. 김상택 정보통신정책학회
회장은 토론에서 한국 이동통신
시장의 성공 원인을 “정부가 특정
기술을 선택, 제조사에 권유·강제
하고, 서비스 기업이 이를 운용하
다가 문제점을 다시 제조사에 피
드백하는 방식의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기 때문” 이라고 평가했다.
조동호 한국통신학회장과 유의선
한국방송학회장도 각기 통신학과
방송학의 입장에서 미래의 발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형
희 SK텔레콤 부사장은 “신규 사
업을 찾는 일은 지난한 일”이라면
서 “ICT가 다른 산업으로 스며들
어 경쟁력을 높였으면 한다”고 밝
혔다. 라봉하 방송통신위원회 기
획조정실장은 경쟁활성화보다는
공정경쟁에 정책 방점을 두고 있
다고 밝혔다. 장지영 전자신문 부
장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새로
운 망 투자 재원을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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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0주년 기념 ICT발전 대토론회 개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30주년’ 의미 되새겨
국내 이동통신 개시 30주년을 맞아
지난 30년을 회고하 고 , 미래 통
신 30년을 조망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ICT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
한 <ICT발전 대토론회>가 지난 5
월 29일(목) 오전10시부터 서울 을
지로 입구 전국은행연합회 2층 컨벤
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우리
학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공
동 주최 및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번 ICT발전 대토론회는 1984년
우리나라의 첫 이동통신서비스가 개
시된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그간 ICT성장을 이끌어온 이동통신
역사와 발전상을 되짚어 보고, 현재
와 미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갖고자
기획되었다.
ICT관련 학계 및 업계 200여명이 참
석한 이날 행사는 김상택 학회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SKT 하성민 대
표의 “이동통신의 시작과 성장”,
KISDI 이명호 부원장의 “이동통신시
장 변화와 정책 방향의 조망” 등의 발
표로 이어졌다.
이어 장석권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펼쳐진“글로벌 ICT 강국으로의 재도
약을 위한 우리의 해법은?” 토론 세
션에서 박진우 고려대 교수, 이경원
동국대 교수, 이원우 서울대 교수, 방
승찬 ETRI 무선전송연구부장, 변정
욱 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이 참여
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2014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 성황리에 마쳐

우리학회, 2개 분과 구성해 6개 논문 발표
지난 2월11(화)부터 12일(수) 양
일간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성균관
대학교 다산경제관에서 열린 ‘경제
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리 학회
는 11일에 2개 분과세션을 구성, 6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1세션은 권영선(KAIST) 교
수 의 “ Defining Internet Portal
Market”, 신동희(성균관대) 교수

의 “스마트 생태계에서 포털과 플랫
폼”, 그리고 고건혁(KAIST), 김민기
(KAIST) 교수의 “SNS에서의 신규
음악 전파: 네트워크 내 친구간 영
향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 발표로
구성됐다.
2세션은 강사웅(한동대)교수
의 “가입유형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차별의 후생효과”, 변정욱, 허준석

(KISDI) 박 사 의
“ 소 비 자
의 ‘Hyperbolic 할인’ 가정하의 이
동통신 단말기 보조 금 효 과 분
석 ” , 이 화 령 (KDI) 박 사 의 “ Do
Switching Costs Moderate the
Price Effect of Search Cost
Reduction? Internet Use and
Fares in the U.S. Airline
Industry” 등 세 편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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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 편집내규 및 투고요령 개편

‘긴급심사’제도 도입해서 투고자 선택성 높여
정보통신정책연구(편집위원장
권남훈, 건국대)는 지난 9월15일
편집내규 및 투고요령을 개정해
서 공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긴급심사’제도를 도입
한 것이다.
‘긴급심사’제도는 학보 출간일
45일 전까지 투고하면 해당 호에
게재 여부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제도이다. 긴급심사 논문은 ‘수정
후 재심사’ 없이 ‘게재 가’ 및 ‘부
분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만
판정하며 게재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부분 수정
후 게재’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다.
편집위원회는 ‘긴급심사’ 제도
를 통해 회원들의 편익을 도모하

고 더 많은 논문들이 투고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긴급심사
논문의 게재희망 호에 따른 투고
기한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긴급
심사비 10만원을 학회에 납부해
야 한다.
한편, 편집위원회는 내년 6월에
발간될 학술지를 ‘Mobile
Broadband’특집호를 기획하고
원고를 모집 중이다. 논문제출기
한은 외국 학자의 경우 12월31일,
국내 학자의 경우 2015년 1월 31
일이다. 이번 특집호에는 해외의
저명 연구자들도 투고하는 등 학
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 투고기한 및 발간일자
3월호

6월호

9월호

12월호

투고기한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발간일자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정기학술대회 열려,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오는 11월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빅데이터 등 주요 통신 현안 발표
2014년도 정보통신정책학회 정
기학술대회가 11월 28일(금)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의 테마는 “빅데이
터와 개인정보: 미래사회를 위
한 ICT 정책”이라는 주제이며, 이상
용(한양대)교수가 조직위원장을 맡
은 가운데 모두 6개의 세션이 기획
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빅데이터와 개인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을
선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 다양한
주제를 설정했다. 특히, 여러 학문

분야의 학자 및 연구자, 정책 입안
자들이 함께 모여 ICT 정책적 해결
책을 논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심도
있고 다양하게 세션을 구성했다.
정기학술대회의 세션별 주제 및 좌
장은 아래와 같다.
 1세션: 미래사회를 위한 주파수
정책 (KAIST 권영선교수)


2세션: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전략 (항공대 김진기교수)

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 (서울시립
대 경건교수)
 4세션: 소셜미디어 시대의 개인
과 사회 (외국어대 박주연교수)
 5세션: ICT 정책과 기술혁신 및
산업발전 (KAIST 이덕희교수)
 6세션: 대학원생 세션 (아주대
김성환교수)

 3세션: 창조경제의 법제도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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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ITU전권회의 프리컨퍼런스

‘디지털미디어 생태계의 정책적 쟁점’특별 기획 세미나

<2014년 ITU 전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정책학회⋅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 가 공동으로 주최한
<ITU 전 권 회 의 프 리 컨 퍼 런 스 > 가 7 월 11 일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대 강 당 에 서 열 렸 다 . 이 날
정보통신정책학회가 주관한 세션은 강형철(숙명여대)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성환교수(아주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망중립성 이슈”를 발표했으며, 토론은
이경원(동국대)교수와 이희정(고려대)가 맡았다. 여재현 (KISDI)박사가 두 번째 발표로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파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신민수(한양대)교수와 정동훈(광운대)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우리 학회 산하 연구 모임인 ‘ICT 연구회’(총무·이상규)가 11월 21일(금) “"ICT의 현재, 문제점 그리고
미래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월례 모임을 가졌다. 이날 학계, 연구소, 업계를 망라한 참석자들은 올해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 요금인가제, 주파수분배, 및 ICT 중장기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ICT
연구회는 ICT 현안과 관련한 주제를 놓고 매월 1회 연구모임을 갖고 있다.

• 학회 집행위원회

6월 13일 오전 8:00시와 7월 14일 오후 6:30분에 각각 회의를 갖고 하계학술대회, 정기학술대
회, 통신방송3학회 공동학술대회 등 각종 세미나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

• 학회 기금위원회

11월 11일 오후 7시에 회의를 갖고 학회 주요 현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학회 이사회

11월 14일 오후 6시 30분에 회의를 갖고 2014년 주요 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를 심의하였다.

회원가입 안내
정보통신정책학회의 회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입비: 1만원 / 연회비: 3만원 / 종신회비: 30만원 / 도서관연회비: 5만원
• 입금계좌: 070-01-0438-260 (국민은행, 예금주: 정보통신정책학회)
처음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경우 입금 후 학회 사무국 (e-mail: katp@kisdi.re.kr)으로 알려 주시면
회원가입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주위에 적극적인 학회소개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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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정
회장단, KISDI 신사옥 방문
기관회원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진천으로
사옥을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지난 8월 11일
김상택 회장, 이원우 부회장, 이경원 총무이사
가 학회를 대표해서 신사옥을 방문했다. 이 자
리에서 김상택 회장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
도환 원장에게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그 동안
우리학회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연구원 이전에 따라 우리 학회
사무국도 신사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장석권 전 회장, 정부 3.0 추진위원 위촉
학회 제10기 회장을 역임한 장석권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7월 국무
총리실 산하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에 위촉됐다. 정부 3.0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정부 3.0’을 설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위원
과 차관급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한 민관합동 위원회이다. ‘정부 3.0’은 공공
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을 말한다

김도환 전 기획이사, KISDI 원장 취임
학회 기획이사를 역임한 김도환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3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 원장에 취임했다. 김 원장은 KISDI 연구위원, KT 사외이사,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방송통신추진단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원우 부회장, 서울대 법대 학장 취임
우리 학회 이원우 부회장이 지난 6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
학원장에 취임했다. 이번 취임으로 이 부회장은 직선으로 선출된 최연소 서울
대 법대 학장을 기록했다.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는 이 부회장은 방송통신위원
회 전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ICT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
을 펼치고 있다.

최용제 전 편집위원장, 외국어대 경상대학장 취임
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한 한국외국어대 경제학과 최용제 교수가 지난 2월
이 대학 경상대학장에 취임했다.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최 교수는 모바일 주파
수 등 ICT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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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 2015년 특집호 원고 모집 중
Call for paper : Special Issue
Building the Mobile Broadband Ecosystem: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ITPR) will publish a special issue under the topic
of “Building the Mobile Broadband Ecosystem: Prospect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Mobile broadband is an increasingly important component of the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with potentially far-reaching implications for innovations that will transform work and private life.
In the mobile broadband ecosystem, innovations in the network infrastructure and in applications
and services are highly interdependent. The overall performance and innovation dynamics of the
system is not fully understood.
Does the co-existence of more open innovation systems such as Android with walled garden
approaches such as iOS accelerate or slow down innovation? What impacts do spectrum policy,
regulation, competition policy, and promotional measures have? How does the mobile related to
fixed broadband? What can be learned from comparative analyses of the experience in different
countries?
To explore these and related topics, we invite submissions from diverse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including social sciences, economics, business, communications, and law. Insightful
and analytically rigorous results based on innovative theoretical and empirical approaches are
encouraged, while analyses of policies and regulations affecting the mobile broadband ecosystem
are also welcome.

Important Dates
Submission deadline:
December 31, 2014
Notification to Authors:
March 1, 2015
Final edited version due:
May 1, 2015
Issue published:
June 2015
Papers should follow the standard guidelines of ITPR and be submitted online at www.itpr.or.kr.
Potential topics of interes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Future of the mobile industry



Mobile broadband demand

•

Spectrum policy



Openness and cooperation between mobile

•

Regulatory and other policies

•

Public and private investments in mobile infrastr



Mobile M2M and the internet of things

ucture



Effects on media and content industries

Competitive interactions between fixed and mo



Mobile social media and its impacts

bile broadband



Mobile digital divides

Wireless network neutrality and bandwidth man



Mobile privacy



Mobile information security

•

•

agement
•

Business strategies of mobile platform players

•

Mobile broadband and innovation

•

Innovative pricing models for mobile broadband

ecosystem part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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