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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창립 20주년 글로벌 워크숍 하와이에서 열려

“ICT 시장의 글로벌화와 제도적 과제” 글로벌 워크숍
6월24일, 함부르크대학에서 성공리에 열려
2016년 정보통신정책학회 글로
벌 워크샵이 지난 6월 23일부터
5박6일 동안 독일 함부르크대학
에서 열렸다. "ICT 시장의 글로
벌화와 제도적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글로벌 워크숍에서는
모두 7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양
국 학자들간의 유익한 학문교류
의 장이 되었다.
이원우 학회장(서울대)은 개회
사에서 “독일 학자들과의 학술교
류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하
고 “이번 세미나가 ICT정책에 대
한 양국 연구의 이해를 도모하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
혔다. 함부르크대학의 Tilman
Repgen 학장 역시 “한국의 연
구자들이 독일에 방문해 함께
공동세미나를 여는 것에 감사”를
표하고 세미나 내용에 대한 기대
를 밝혔다. 장시정 함부르크 총
영사는 축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는 3부로 나누어 진

행됐다.
1부, 글로벌 시장 이슈 논의
제1부는 김상택 교수(이화여대,
전임회장)의 사회로 이경원 교수
(동국대)가 “글로벌 시장에서 온
라인 플랫폼의 경쟁 이슈” , 이상
원 교수(경희대)가 “글로벌 OTT
사업자와 미디어산업 규제정책
이슈”를 발표했다. 토론은 독일
측 에 서 참 여 했 는 데 Roland
Broemel 교 수
(Univ. of
Hamburg) 와 Wolfgang Schulz
교수(Hans-Bredow Institute for
Media Research) 가 각각 맡았
다.

2부, 경제적 관점에서의 망중립
성 논의
2부에서는 Hans-Heinrich Trute
교수(Univ. of Hamburg) 의 사회
로 Ralf Dewenter 교수(Helmut
Schmidt University Hamburg)가

“Net Neutrality: An Economic
Perspective” 과
Karl-Heinz
Ladeur 교수(Univ. of Hamburg
and Univ. of Bremen)가
“Net
Neutrality
and
the
Emergence of Hybrid TV”를 발
표 됐다. 여기에 대한 토론은 강
사웅 교수(한동대)와 홍대식 교
수(서강대)가 각각 맡았다.
3부, 학계, 현업 전문가 열띤 토
론 이어져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부회장)
의 사회로 진행된 제3부에서는
현업 전문가들이 새로운 기술이
실현하는 변화를 주제로 다루었
다.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임형
도 실장 (SKT) “IoT 관련 최근 동
향과 과제” ,김희수 상무 (KT)
“ICT 융합트렌드와 과제”, 박형
일 상무 (LGU+) “VR 산업의 미
래” 발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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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후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
다. 김재영 국장(방송통신위원
회), 김진기 교수(항공대), 박동
욱 실장(KISDI), 안형택 교수(동
국대), 장병희 교수(성균관대)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종합토
론은 활발하게 이루어져 예정된
종료 시각을 훌쩍 넘겼다.
다양한 발표와 어느 때보다 심

도 있는 종합토론이 촘촘히 이
어졌다.
반도체 회사 NPX견학
6월25일에는 최근 퀄컴으로 인
수된 세계적인 반도체 비메모리
분야 반도체 기업인 NPX 공장
에 방문해서 반도체 기술 견학

및 시장전망에 대한 특강 시간
을 가졌다.
이외에도 함부르크 영사 초청
만찬과 현지 문화탐방 등이 이
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SK텔레콤, KT,
LGU+ 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
며, 한독 양국에서 모두 4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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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9-20일 제주에서, 학회 운영진 워크샵 개최

이원우
학회장

2016년 정보통신정책학회 운영진
워크숍이 지난 2월 19일 부터 1박 2
일 동안 제주도 라마다 호텔 아라홀
과오라홀에서 열렸다. 현 학회 운영
진은 이원우 회장 외 부회장, 총무이
사, 감사, 대외이사, 집행이사, 학술
이사, 운영이사 등 이사진 25명과 바
우어(Bauer)·이경원 편집장 외 책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 30명으로 구성
된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6월의 글로벌
워크샵, 9월의 통신방송 3학회 공동
학술대회, 11월의 정기학술대회 등
주요 학회 행사 일정 및 조직위원을
결정하고 학회지 편집위원회 추진사
항이 논의됐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학술지 품
질향상, 국제화 전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주 문화탐방도
한편, 이번 워크샵 참가단은 세미
나 다음 날 아침 문화탐방 일정을 가
졌다.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
고 있는 국립제주 박물관 으로 이동
했다. 자연환경과 지리적 배경을 바
탕으로 발전된 제주도의 해양문화를
관람했다. 참가단은 제주공항 북쪽
도두봉 해안에 위치한 도두봉으로
이동, 도두봉 산책에 나섰다. 유람선
이 운항되는 도두항, 마을 전경, 앞
바다 등을 한 눈에 내려다 보며 제주
도의 자연을 체험했다.
이번 운영진 워크샵은 그 다음날인
20일 오후 16:05 김포향발 비행기편
탑승으로 1박 2일의 빡빡한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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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참가, 2개 세션 구성해 6개 논문 발표
2016년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지난 2
월 24(화)~ 25(수)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시아 연구소에서 개최됐다. “시장경제의 바
른길, 한국경제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는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약
59개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우리 학회는 2개 세션에서 6개의 논문을 발
표하였다. 조직위원장은 이상용 교수(한양대),
조직위원은 이상규 교수(중앙대)가 맡았다.
제1, 2분과회의 주제발표와 사회는 아래와 같
았다.
제 1 분과
(17일 09:20 - 10:5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 사 회 : 이상용(한양대)
□ 발 표 1 : 곽주원(경북대)
“Has the Dominant Search Engine, If Any,
Discriminated against Rival Websites?”
□ 발 표 2 : 김태오(정보통신정책연구원)
“광고기술의 발전과 방송광고규제: 합리적인
방송광고규제체계를 위한 시론적 논의”

제 2 분과
(17일 11:00 - 12:30·사회과학대학(16동) 106호)
□ 사 회 : 김진기(한국항공대)
발 표 1 : 김도훈(경희대)
“플랫폼 속성과 경쟁양상”
□ 발 표 2 : 이홍재(아주대)
“LTE-U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 발 표 3 : 이상원(경희대), 이선미(KT 경제경영
연구소)
“An Empirical Analysis of Tablet PC Diffusion”

박남수(건국대), 남윤미(한국은행), “패널모형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 는 2016 년 ’ 올 해 의
논문’으로 박남수(건국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연구교수)교수와 남윤미(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박사의 “패널모형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기존 미디어 이용량에 대한 영향
분석”을 선정했다.
이 논문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다이어리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마트폰
이용의 증가가 기존 미디어 이용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것이다. 패널모형 추정결과에 따르
면,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할수록 종이미디어, TV,
PC 이용시간은 감소하여 미디어 간 대체 관계가
나타난 반면 오디오 이용시간은 증가하여 스마
트폰과 보완관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
디어 간 동시이용으로 인해 한정적 시간이라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기능의 유사성이나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대체관계가 나타나지 않
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디어 간 경쟁 혹은 보완구도와 관련한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올해의 논문상은 출간된 논문을 대상으로 우수
논문 한편을 선정하여 2016년 11월 25일 정기
총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박남수
(건국대)

남윤미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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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 올해 17편 게재

우리 학회의 전문학술지인 "
정보통신정책연구"는 2015년
12월호부터 2016년 9월호까지
4회 발행됐다.
총 17편의 훌륭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학회지 발행과정에서 4번의
편집위원회가 진지하면서도 화
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경제학분야와 미디어분야의
논문들이 대체로 50:50의 비중
으로 게재되었으며, 경영학분야
의 논문도 한 편 게재됐다.
이는 본 학회지가 학제간 연
구 성과물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해가고 있음을 방증하
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와 분석
방법에서 학제간 연구성격이
뛰어난 박남수교수(건국대), 남
윤미박사(한국은행)의 "패널모
형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기존

미디어 이용량에 대한 영향 분
석"이 "올해의 논문상"으로 선
정됐다.
2016년 12월호는 특집호로
편찬될 예정이며,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서 O2O서비스가 우리 경제의
다양한 방면에 미친 영향을 다
루 기 위해 , 특집호 의 주 제는
"O2O서비스의 등장과 경제 변
화"로 선정됐다.
내년에도 시의적절한 주제를
바탕으로 특집호를 편찬할 예
정이다.
우리 학회지에 대해 학회회원
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
나, 논문 투고 실적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앞으로 회원들께
서 우리 학회지에 좋은 논문들
을 많이 투고하시길 바란다.

이경원 편집원장(동국대)

『정보통신정책연구』 투고안내 및 발간일정
『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ITPR: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는
정보통신정책학회의 학회지로서 방송, 통신 및 IT전반의 주제와 관련하여 언론학, 경제학 및
경영학, 법학 분야에서 이론, 실증 및 정책적 가치를 지니는 전문적, 창의적인 연구논문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투고하실 분께서는 학술지 뒷면에 수록된 투고양식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신 후 학회지
논문투고사이트 (http://www.itpr.or.kr/home/kor/journal/)를 통해 논문을 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기한 및 발간일자
3월호

6월호

9월호

12월호

일반심사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

긴급심사

2월 15일

5월 15일

8월 15일

11월 15일

게재여부결정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발간일자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투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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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뒤처지
지 않고 적시성있는 연구성과를 내
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와의 만남을 통한 최신 정보와 지식
의 습득이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연구회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
한 전문가들을 섭외하고자 노력하였
다.
2016년 ICT 연구회는 KISDI 정현준
박사의 “우리나라 ICT 시장전망”으로
첫 모임을 시작하여, 이성춘 박사(KT)
의 “국내외 OTT 동향과 쟁점”, 전주
용 교수(동국대)의 “도매규제에 대한
이론과 실증분석”, 김정유 교수(경희
대)의 “양면시장에서의 정보보안 경
쟁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재훈 박사
(한국법제연구원)의 “독일 통신규제
기관의 조직법적 체계와 민주적 정
당성”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이 이
어졌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경영‧
미디어‧법학을 망라하는 다양한 주
제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고루 참여

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과 지식의 공
유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
인 발표 참여 및 발표자 추천과 회원
들의 참여율 제고가 필요하다.
ICT 연구회를 어렵고 딱딱한 학문
교류의 장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다
른 학문의 전문가들은 ICT를 어떻게
바라보고 분석하는가? 나의 관점과
분석을 다른 학문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의 학문과 다른 학문
의 융합이 가능한가? ICT 연구회는
이러한 고민들을 편안하고 격의 없
이 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모임일
것이다.
회원 모두가 이러한 점을 공유하고
연구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
를 부탁 드린다.
운영진은 ICT 연구회가 여러분의
전문성 제고와 연구에 도움이 되는
알찬 연구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임
기 동안 열심히 노력하겠다.

ICT 연구회 간사
변정욱 교수(국방대학원)

`

- 일시 : 3월 18일 금요일
- 발표 : 정현준 박사(KISDI) “16년 우리나라 ICT 시장전망”
- 일시 : 4월 22일 금요일
- 발표 : 이성춘 박사(KT 경제경영연구소) “OTT, 쟁점과 전망”
- 일시 : 5월 20일 금요일
- 발표 : 전주용 교수(한국은행, 현 동국대 경제학과) “Effects of Vertical Restraints Regulation:
Evidence from Nordic Mobile Telecommunications Markets”
- 일시 : 6월 17일 금요일
- 발표 : 김정유 교수(경희대 경제학과),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Security: Security
Competition and Two-Sided Market"
- 일시 : 10월 21일 금요일
- 발표: 이재훈(고려대, 현 한국법제연구원), ＂독일 통신규제기관의 조직법적 체계와 민주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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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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6. 8. 31(수) 15::00~19:00시
장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남) 3F 300호
주최: 한국통신학회,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방송학회
대주제: ‘지식정보 기술 발전과 콘텐츠 진화, 전망과 과제’
정보통신정책학회 조직위원 : 김원식 교수(홍익대)

정보통신정책학회, 한국통신학회, 그리고 한국방송학회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 공동심포지엄
이 8월31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지식정보 기술발전과 콘텐츠 진화”라는 대주제로 열
린 이번 심포지엄에서 정보통신정책학회는 이상우 교수(연세대)의 사회로 ‘새로운 콘텐츠 관련 소
비와 정책현안’을 주제로 세션을 구성해 3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제1세션]
증강･가상현실을 위한 콘텐츠 생성기술 및 사용
자 인터랙션
• 사회 : 조유제 교수(경북대, 통신학회 수석부
회장)
• 발제 : 김익재 박사(KIST)
• 토론 : 남양희 교수(이화여대) 방건 박사(ETRI)

[제3세션]

[제2세션]
지식정보 기술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제작, 서비
스
• 사회 : 강형철 교수(숙명여대, 방송학회 차기
회장)
• 발제 : 이성춘 상무(KT 경제경영 연구소)
• 토론 : 송 진 박사(KOCCA) 이광석 교수(서울
과기대)

[제4세션]
종합토론: 지식정보 기술발전과 새로운 콘텐츠 진
화 전망과 과제
• 사회 : 이경자 교수(경희대, 전 방송학회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 : 김희수 부소장 (KT경제경영연구소), 박
세웅 교수(서울대, 통신학회 부회장), 이원우 교
수 (서울대, 정보통신정책학회장), 정준 CP(IITP),
정재철 교수(단국대, 방송학회장), 홍순철 상무
(SBS)

새로운 콘텐츠의 소비와 정책 현안
•

사회 : 이상우 교수(연세대)

•

발제 : 정동훈 교수(광운대)

•

토론 : 곽동균 박사(KISDI) 이광훈 교수(중앙대)

회원 동정

우리학회의 부회장인 강형철 숙명
여대 미디어학부 교수(사진)가 지
난 11월12일 숙명여자대학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정기학술대회
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강형철 신임 방송학회장은 영국
Newcastle upon Tyne 대 학 교
정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연합뉴스와 YTN 등을 거친 기자
출신 학자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

위원과한국방송협회 미래방송
연구위원회 자문위원, 정보
통신정책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KBS 시청자 위원과 MBC
방송정책자문위원을 수행하고
< 공 영 방 송
재 창 조 > 와
<공영방송론> 을 저술하는 등
공영방송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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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ume 22, Number 4, 2015
Bass 모형을 통한 WIPI정책의 영향 분석: 스마트
폰 시장을 중심으로
김 윤 배, 이 하 늘, 김 대 희, 강 지 석, 이 동 환
How Essential and Biased are Search Engine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Flow of Internet
Traffic
곽주원
단말기보조금 상한규제는 서비스요금경쟁을 촉
진할 것인가?
정인석
ICT Industry-Specific Optimal R&D Index Using
Growth Performance: An Extreme Value Model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ume 23, Number 1, 2016
Policy Constellation Matters: Evidence from
Investmen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European Countries
심우현
네이버 밴드와 기존 매체 이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이 용 재, 황 하 성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비즈
니스 모델 탐색
고 문 정, 윤 석 민
소셜네트워킹 서비스와 개인정보 유출
오 주 현, 강 정 한

김용재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ume 23, Number 2, 2016
4G서비스 이용 확산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서비
스 이용행태 변화 분석
이광훈
통신 공익 개념의 출발과 제도화: 영·미 사례 분
석
강형철
검색광고 유통방식에 대한 경제학적 소고
남재현
3D 업체 게임의시점과 시차 수준에 따른 게임 이
용자의 심리적 반응 분석
백 승 진, 정 동 훈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Review Volume 23, Number 3, 2016
패널모형을 활용한 스마트폰의 기존 미디어 이용
량에 대한 영향 분석
박남수,남윤미
가상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 비트코인 사례
지 인 엽 , 전광 명
기간통신사업자 민영화 IPO의 저가발행의 결정
요인
최승두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와 SNS 이용자의 구분요
인:기질성 요인과 활동성 요인을 중심으로
황주성
스마트폰 통신비 이슈의 재고찰
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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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운영이사진과 편집위원
구분

성명

소속

회장

이원우

서울대학교

부회장

강형철

숙명여자대학교

총무이사

이희정

고려대학교

강임호

한양대학교

김환선

명지대학교

권남훈

건국대학교

김진기

한국항공대학교

김도훈

경희대학교

김성환

감사

집행이사

운영이사

구분
편집위원장

책임
편집위원

성명

소속

황용석

건국대학교

최정일

숭실대학교

이상규

중앙대학교

변정욱

국방대학원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권헌영

고려대학교

김원식

홍익대학교

남재현

고려대학교

아주대학교

이상용

한양대학교

김재광

선문대학교

이상원

경희대학교

문상현

광운대학교

이호영

한양대학교

박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운영이사

정동훈

광운대학교

박주연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민수

한양대학교

이광훈

중앙대학교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Johannes M. Bauer

Michigan State Univ.

김태오

KISDI

이경원

동국대학교

방세훈

이화여자대학교

문성배

국민대학교

안정민

한림대학교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재원

숭실대학교

송지희

서울시립대

윤혜선

한양대학교

Jay P. Choi

Michigan State
University

이나연

성신여자대학교

Carolyn Gideon

Tufts University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Chris Marsden

Sussex University

이선미

KT경제경영연구소

이은곤

수원대학교

장병희

성균관대학교

Christopher Yoo
Vladimir Hlasny

편집위원

University of
Pennsylvania
Ewha Womans
University

구분
대외이사

연구이사

기획이사

학술이사

Dal Yong Jin

Simon Fraser University

전주용

한국은행

Gunter Knieps

Universitay Freiburg

정인준

대구대

Michael Latzer

University of Zurich

정진한

KISDI

Ingo Vogelsang

Boston University

조성익

KDI

JaiJoon Le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김민기

KAIST

황태희

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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