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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참가 안내

 우리 학회에서는 2021 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공동학술대회)에 한국IT서비스학회와의 

공동 “융합세션”과 “독립세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zoom 세션). 관련하여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 일시: 2020년 8월 16일 (월)~18일(수) 

        ■ 장소: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전체일정 (경영학회 홈페이지 https://www.kasba.or.kr/ 참조) 

        ■ 기술경영경제학회참가 세션: 8월 18일 오전 10:00 ~ 12:15 (2세션)

          (온라인 zoom 세션)

         1. 기술경영경제학세션 : 오전 10:00 ~ 11:00

         2. 한국IT서비스학회-기술경영경제학회 공동세션 : 오전 11:00 ~ 12:15

        ※ 학술대회 참가비는 없으며, 한국경영학회 이벤트(경품추첨등)를 위해 사전등록

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련 추후 안내는 경영학회 홈페이지 참조

 

2021년 7월 16일
                                 
기술경영경제학회장 이정원 (STEPI)

학술위원장 김연배 (서울대)
기획위원장 이정훈 (연세대)

간사 임지훈 (호서대)

 ※ 모든 발표원본 및 발표자료는 저작권 (발표자 및 저자 귀속)의 보호를 받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모든 발표는 녹화를 진행합니다(배포는 안함). 발표자(저자)들은 녹화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녹화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학회측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들은 각자 발표자료 (ppt)를 준비하여 발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kas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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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경영경제학회 세션 (링크) 온라인 Zoom
   좌장 : 김규남 (경기대) 8/18 발표시간 10:00∼11: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파생상품 보유가 미래이익의 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최민주(발표자)

박선영, 하석태 

(경북대)   최현도

  (동국대)

2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Opportunity and 

Business Model Design and Change

김종석(발표자),

 김병근, 강민정

(한국기술교육대)

3
 미래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어영준 

(국회미래연구원)

  김규남 

  (경기대)4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른 중복 효과에 관한 연구: ICT 벤

처기업을 중심으로

정도범 (발표자),

유화선 

(KISTI)

5 병원의 혁신역량과 진화
한경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IT서비스학회-기술경영경제학회 세션 (링크) 온라인 Zoom

   좌장 : 조재희 (광운대) 8/18 발표시간 11:00∼12:15

구

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BSC프레임워크 기반 ERP시스템의 재무 성과 영향요

인:전략적 연계성의 상호작용효과와 고객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의 매개 효과 (IT서비스학회)

박기호 (호서대) 조재희(광운대)

2
한국어-수어 1대1 스크립트 데이터셋 제작 방식에 관

한 연구 (IT서비스학회)

서종우 (발표자)

김지용, 박영환, 

김도현, 김태욱

전문구 

(광주과학기술원) 

조재희(광운대)

3
공공자전거 이용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 설계 

및 구축 연구 (IT서비스학회)

백가은 (발표자)

조재희 

(광운대)

조재희(광운대)

4 메타버스 가상세계의 생태계 구조와 혁신모델 (기경학회)

시새롬 (발표자), 

윤정현

(STEPI)
김연배 (서울대)

5
이러닝(E-learning) 분야의 지적 구조를 통한 동향 분석: 

COVID-19 pandemic 관점에서 (기경학회)

임혜정 (발표자), 

서창교

(경북대)

https://zoom.us/j/92691040316?pwd=eFFlTnFEU3JTVmtOZ2xDeEU2NDJJZz09
https://zoom.us/j/92691040316?pwd=eFFlTnFEU3JTVmtOZ2xDeEU2NDJJZz09
https://zoom.us/j/92691040316?pwd=eFFlTnFEU3JTVmtOZ2xDeEU2NDJJZz09
https://zoom.us/j/92691040316?pwd=eFFlTnFEU3JTVmtOZ2xDeEU2NDJJZz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