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대의 글

2021년 제23회 하계융합학술대회에  
정중히 초대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님, 경영 관련 학회 회원님, 기관회원과 특별회원님, 여러분을 2021년 제23회 하계
융합학술대회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한국경영학회와 37개 경영 관련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경영학회와 매일경제가 주관하며, 서울시를 
비롯해 22개 기관에서 후원하는 이번 하계융합학술대회는 서울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글로벌 아시아시대
의 제2창업”의 주제로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됩니다.

지난 22년 동안 하계융합학술대회는 국내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나,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 학술대회가 처음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적 구심점을 활용하여 한국경영학회 회원님과 기업 및 연구
기관과 함께 산학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작년 하계융합학술대회와 
같이 코로나19 방역 기준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올해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는 37개 학회와 함께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주제로 우리나라 기업이 글
로벌 아시아시대의 리더가 되기 위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1960년대의 척박한 상황에서 눈부신 경제발전
을 이루어 낸 1세대 창업자들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향후 10년 후에 도래할 글로벌 아시아시대에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창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지경학적 특성과 통상환경의 변화, 
우리 기업의 경영 혁신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미래 우수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학술세션과 산·학·연 
특별 세션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새롭고 올바
른 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한국경영학회의 2030 비전에 대한 소통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계융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우수기업과 우수경영자를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부문
별로 선정하여 ‘경영학자 선정 경영대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최우량기업대상을 수상하는 ㈜ SK하이닉
스 이석희 대표이사님, 경영자대상 수상자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님, 혁신경영대상수상자 ㈜ 하이브 (HYBE) 
방시혁 의장님, 강소기업가상 수상자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 
아시아시대에 필요한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과 경영혁신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계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허 대 식

한국경영학회장 
박 영 렬

2021년 하계융합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37개 경영 관련 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특별세션을 
기획해 주신 준비위원님,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기업과 한국경영학회 회원님께 깊은 감
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으로 인해서 회원님과 현장에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시대의 DSG(Digital-Sustainable-Global) 전략을 활용하여 회원님을 비롯한 전국민이 참여하는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대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하계융합학술대회를 코로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모든 분이 온라인 세상의 새로운 즐거움을 찾는 기회 
로 승화시키고자 하오니 학술대회 개최 및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주시면 더 멋진 학술대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님과 경영 관련 학회 회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
시고 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한국경영학회 하계융합학술대회가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경영학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플랫폼이 되어 제2의 경영학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는 첫걸음이 될것을 기대해봅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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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참가안내

주요 안내사항  •  온라인 컨퍼런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일반참가자 
 는 온라인으로만 행사 참여가 가능한 점 회원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단, 특별세션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수상자, 기조연설자 등 사전 초청자는 원활한 학술대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사장 참여가 가능합니다.

   •  등록비 무료: 사전등록, 당일등록 모두 무료입니다.
   •  이벤트 참여 및 경품 제공: 학술대회 세션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추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단, 사전 등록 후 참여시에는 경품 참여기회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1년 8얼 16일(월) ~ 18일(수) 09:00 ~ 19:00
• 온라인 컨퍼런스:  www.Kasba2021.kr
• 오프라인 행사장: 연세대학교 백양누리 그랜드볼룸

문의 연락처   1.  행사운영 사무국(마이스산업연구원)  
 전화: 053-943-1400 l 팩스: 053-943-1401 
 E-mail: rain8014@hanmail.net

   2.  한국경영학회 사무국 
 전화: 02-2088-2840~1 ㅣ팩스: 02-2088-2842 
 E-mail: kasba@daum.net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06



온라인 학술대회
참가혜택

경품추천 이벤트  위의 일자별 세션 중에서 *표시가 있는 7개 세션들의 사진(유튜브 화면을 본인의 얼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의 ‘한국경영학회 채널’로 보낸 참가자 중에서 추첨하여 경품 증정!

   ※ 세션별 1장, 최대 7장까지 가능하며 많이 보내실수록 당첨 확률이 증가합니다.
   8월 18일(수) 마지막 세션 종료 후 경품을 받을 행운의 참가자가 추첨됩니다.
   다이슨 청소기 V10(1명), 아이패드 에어 4세대(1명), 보타닉센스 화장품(30명), 현대백화점 상품권(50만원 1명,  

   30만원 2명, 20만원 4명, 10만원 10명), 치킨 기프티콘(10명), 아이스크림 기프티콘(20명)까지

   다양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세션에 참석하신 후 카카오톡의 ‘한국경영학회 채널’로 ‘참석합니다’ 다섯글자를 보내주시면 그 중 
선착순 50명에게 기프티콘 증정!

   ※선착순 50명 이벤트는 융합학술대회 등록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사 전 카카오톡에서 ‘한국경영학회’를 검색 후 미리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 09:00~10:20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 10:30~11:50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향 모색
- 13:00~13:50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 14:00~14:50 글로벌 아시아 시대, 한국기업이 선도하려면?
- 15:00~15:50 AACSB-KABEA Joint Workshop
- 16:00~16:50 <강소기업가상> 시상*

- 09:00~09:50 스타트업 경영사례: 창업에서 투자라운드까지
- 10:00~10:50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Global Supply Chains:  

 Coopetition among Korea, US, China and Japan
- 11:00~11:50 한국 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13:00~14:50 개막식 및 기조연셜, <최우량기업대상> 시상*
- 15:00~16:50 플리너리 세션*
- 17:00~17;50 <경영자대상> 시상*

- 09:00~09:50 아트와 기업, More than a Beauty
- 10:00~10:50 리테일 테크놀리지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 11:00~11:50 클라우드 생태계의 도전과 대응전략
- 13:00~14:20 중국 사회적 기업 창업과 한중 협력방안
- 14:30~15:50 일·생활균형과 기업경쟁력
- 16:00~16:50 <혁신경영대상> 시상*
                       <차차기회장 후보자연설>*
- 17:00~17:50 <매경최우수논문상>과 <매경신진학자논문상> 시상*

8월 16일 (월)

8월 17일 (화)

8월 18일 (수)

일자별 기프티콘 증정 세션 및 참가가능시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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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KASBA)의 

기존 “대상(大賞)” 심볼( )의 오리지널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첨단의 느낌을 더하고 영광스러운 빛의 미래를 표현



2021	경영학자	선정		
경영대상

제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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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기업대상

한국경영학회는 탁월한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성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기업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우량 기업으로 시상한다. 최우량 기업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연관 기업 생태계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다른 기업들의 모범이 되는 국가 대표 기업이어야 한다. 
최우량기업대상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여 국가 브랜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업을 경영학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올해 최우량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선정되었다

• 1984 ~ 1988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 학사
• 1988 ~ 1990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 석사
• 1995 ~ 2001  Stanford University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박사
• 2000 ~ 2010  Intel, Principal Engineer and Process Integration Group leader
• 2010 ~ 2013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부교수
• 2013 ~ 현재    SK하이닉스  

[상훈]
• 2017  은탑산업훈장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이사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강소기업가상

한국경영학회는 기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추세를 통찰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업계를 선도하는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의 경영자를 선정하여 강소기업가상을 시상한다. 강소기업가상을 통하여 진취적인 기업가정신과 확고
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을 일구어 청년창업가와 중소기업인에게 귀감이 
되는 경영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올해 강소기업가상 수상자로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 1981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 1987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응용물리학 박사
• 1994  AEA-Stanford Executive Institute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1988 ~ 1997  Park Scientific Instruments Corp.(미국법인) Chairman and CEO
• 1997 ~ 현재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

[상훈]
• 2020  제12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대상’ 수상
• 2017  (사)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7한국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 2014  동아일보 선정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 2009  피터드러커 혁신 CEO상 수상
• 2007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 수상

수상기업	바로가기

수상기업	바로가기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10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글로벌투자전략가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한국경영학회는 기업보국의 신념을 바탕으로 진취적 기업가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개별 기업뿐아니라 업계 전반의 
건실한 발전을 이끌고 국가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을 시상한다. 본 상은 확고한 가
치관과 선도적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관행을 변화시키고 기업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여 존경
받는 경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대표 기업인을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올해 경영자대상 수상자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선정되었다.

• 1997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설립
• 2001  미래에셋 회장
• 2002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9  제3회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
• 2011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인상 대상
• 2017  제26회 다산금융상 대상
• 2018 ~ 현재  미래에셋 Global Investment Strategy Officer(GISO)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한국경영학회는 창조적 경영을 통하여 산업혁신 및 기업경영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경영자를 선
정하여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수상 대상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초월하는 창조적이고 도전적
인 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왔고 고용을 창출하여 미래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책임질 수 있는 선구자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경영자로 한다.

올해 혁신경영대상 수상자로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선정되었다.

• 1994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
• 1997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2001  JYP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
• 2005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설립
•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
• 2019  ‘The Recording Academy’ 회원 선정
• 2021  Billboard International Power Players 선정

수상기업	바로가기

수상기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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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제23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전체 행사 일정

8월 16일(월) 8월 17일(화) 8월 18일(수)

09:00 
~10:20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10:00~12:00
가족프로그램

[Zoom 영어교실]
글로벌 마인드로  

영어 실력을  
경영한다

09:00 
~09:50

스타트업 경영사례:  
창업에서 투자라운드까지

09:00 
~09: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아트와 기업,  
More than a Beauty

10:00 
~10:50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Global Supply Chains:

Coopetition among Korea,
US, China and Japan

10:00 
~10: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리테일 테크놀리지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10:30 
~11:50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향 모색 11:00 

~11:50
한국 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11:00 
~11: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클라우드 생태계의
도전과 대응전략

12:00 
~13:00 휴식(점심시간) 12:00 

~13:00 휴식(점심시간) 12:00 
~13:00 휴식(점심시간)

13:00 
~13: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13:00 

~14:50 

개막식 및 기조연설
개회사: 박영렬 한국경영학회 회장

환영사: 오세훈 서울시장
축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

기조연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비욘드 그래비티(Beyond Gravity)

<최우량기업대상> 시상
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

13:00 
~14:20

중국 사회적 기업
창업과 한중 협력방안

14:00 
~14: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글로벌
아시아시대,
한국기업이
선도하려면?

14:30 
~15:50

일·생활 균형문화와  
기업경쟁력

15:00 
~15:50

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AACSB-KABEA  
Joint Workshop: 

Value of Local and 
Global Accreditation 

in South Korea 15:00 
~16:50

플리너리 세션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

<제1세션> Keynote Speech
“2030년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기회와 도전”

<제2세션> 전문가 패널 토의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경영혁신,

기업가정신, 인재육성”

<제3세션> 한국경영학회 비전 2030

16:00 
~16:50

<강소기업가상> 시상
파크시스템스(주) 박상일 대표이사

<학술공헌상> 시상
동국대 이영면 교수

16:00 
~16:50

<혁신경영대상> 시상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

<차차기회장 후보자연설>
명지대 김재구 교수

17:00 
~18:50 Doctoral Consortium 17:00 

~17:50

<경영자대상> 시상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글로벌투자전략가

17:00 
~17:50

<매경최우수논문상> 시상
<매경신진학자논문상> 시상
<한국경영학회 우수논문상>

폐회식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
일시: 2021년 8월 16일(월) ~ 8월 18일(수) 
장소: 온라인 컨퍼런스

※ 아래 표에서 세션명을 클릭하시면 상세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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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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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8월 16일(월) 09:00 ~ 10:20

2021년은 글로벌 아시아시대가 본격화되는 첫해가 될 것이다. 2030년 경제 규모는 1위 중국, 3위 인도, 4위 일본, 
그리고 5위권의 아세안(ASEAN)이 글로벌 맹주로 성장할 것이며 결국 세계 경제의 중심은 성장을 쫓아 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의 높은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위기상황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아시
아시대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제2창업을 하는 것과 같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미래의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아시아시대를 향한 도전과 창조적 파
괴의 혁신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

8월 16일(월)특별세션

사회 및 좌장: 이춘우 교수┃기업가정신학회 회장, 서울시립대학교

• 2019 ~ 현재 (사)기업가정신학회 학회장

• 2002 ~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2019.3 ~ 2020.12 기업가정신연구소 소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2016 ~ 2018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 경영대학원 원장

발표자2: 배준형 교수┃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기업가형 과학인재 양성: 관정 교육재단 사례

• 2020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2019 ~ 2020 UNIST 경영학부 조교수
• 2019 ~ 전략경영학회 이사
• 고려대 경영학사 / USC 경제학 석사 / Purdue대학교 경영학 박사

발표자1: 이형희 위원장/사장┃SK SUPEX 추구협의회 SV위원회 
제2창업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기업가정신

• SK SUPEX 추구협의회(SK그룹의 최고의사결정기구) SV위원회 위원장 / 사장 

•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

• (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 (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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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2: 김재구 교수┃사회적기업진흥원 초대원장, 명지대학교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Board Member (現)

• 함께일하는재단 비상임이사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차기 회장

발표자3: 김상균 교수┃성균관대학교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기업가형 과학인재 양성: 관정 교육재단 사례

• 2014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매니지먼트 전공)
• 2019 ~ 현재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EMBA 학과장
• 2019 ~ 현재 한국전략경영학회, 상임이사
• 2020 ~ 현재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토론자3: 김기찬 교수┃한아세안 학회장, 가톨릭대학교

•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

• 서울대 경영학박사

• (전) 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연구소 연구위원

• (전) ICSB(International Council of Small Business) 회장

• (전) 유엔글로벌 콤팩트 코리아 이사

•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 분과위의장

토론자1: 한상만 교수┃차기경영학회장, 성균관대학교

• (현)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 한국경영학회 차기회장

• (현) 하나투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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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영어교실
8월 16일(월)

일 시 : 8월 16일(월) 10:00 ~ 12:00

ㅣ취지와 비전ㅣ
사람마다 영어 실력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고, 요구되는 실력의 수준도 다양하다. 모두가 완벽한 영어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실력 만들기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글로벌 시장을 나와 너의 경쟁이 
아닌 협력과 동반성장의 무대와 기회라고 인식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를 질문하게 된다.

ㅣ목 표ㅣ
① 영어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한다. 
② 글로벌 시장을 협력과 동반성장의 기회와 무대로 인식한다. 
③ 영어  커뮤니케이션의 표준 시스템을 만들고 글로벌 자신감을 만든다.

최낙훈
캐나다 밴쿠버 거주. 영어 커뮤니케이션 멘토, 강연자, 스토리텔러

국내강연 • Speak Like a Leader   • Inside-out, Outside-in  

 • Orchestrate Your Innate Talents    

 • 가장 한국적인 것이 글로벌이다   • 영어 교육과 창업 멘토링

영어 캠프 • Speak Like a Leader (서울 소재 10개 대학교)   • IvyCamp (미국, 캐나다)

해외강연 • Basic Communication Skills   • On Schooling     

 • Learn Korean Through K-POP

공감소통 아카데미 ZOOM Classes
 • Learn Korean for Foreigners 

 • Dual Communication Skills : (1)English & Japanese  

    (2)English & Spanish  (3)English & Korean     

 • Speak Like a Leader

• 현재: Boston English Lab Inc. 대표.  West Vancouver Foundation Committee

• KBS TV 인생 바꾸기: “최낙훈의 인생도전”

• 저서: 틀영어 (*틀려보고 실수하면서 영어의 틀을 만든다) 

가족프로그램:
글로벌 마인드로 영어 실력을 경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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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6일(월) 10:30 ~ 11:50

ㅣ세션 개요ㅣ
2019년 181개의 글로벌 기업 CEO가 Business Roundtable 선언을 통해 목표지향적 비즈니스 (purpose-
driven business)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추구할 것을 천명하였다. 그 진정성과는 무
관하게 이들의 선언만으로도 자본주의의 이정표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시작되어 최근의 ESG 대유행에 이르는 경제체제 및 사회구조 변화의 배후에 이해관계자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장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점이 이해관계자의 허용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될 때 우리는 
시장자본주의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대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게 된다. 

하지만 학자들과 산업계 리더들이 CSR이나 지속가능경영 등의 이름으로 대안을 모색하면서 다양한 용어들을 만
들어 왔지만 그 어떤 개념도 20세기 중후반 경제와 산업을 지배했던 신고전주의 경제학의 문제점만 지적했을 뿐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미래로 가능성을 공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이론과 실행 모델을 개발하는 데 학계가 나서서 정치, 사회, 문화 및 산업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본 세션이 그 논의의 출발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방향 모색

사회자 및 좌장: 김종대 교수┃인하대학교

• (현)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녹색금융대학원 주임교수

• (사) SSR 학회 회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비상임이사

• 국민연금기금 사회책임 전문위원

• 산업자원부 지속가능경영위원회 위원장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심의위원

발표자1: 김재구 교수┃명지대학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

• 명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 Board Member (現)

• 함께일하는재단 비상임이사

•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차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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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2: 이준서 교수┃동국대학교 
우려사안 발생 기업의 ESG 보험효과에 대한 연구

•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 한국재무학회 부회장, 한국증권학회 감사
• 한국파생상품학회 차기회장
• 우정사업본부 예금자금운용위원회 위원

발표자3: 신현상 교수┃한양대학교 
소비자 의식 변화와 시장의 ESG 압력(Market Pressure)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임팩트비즈니스연구센터장
• 스탠퍼드 소셜 이노베이션 리뷰(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한국어판 편집장
• 임팩트리서치랩(Impact Research Lab) 설립
•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 한국경영학회 이사
•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사회적기업학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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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6일(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3:50

ㅣ세션 개요ㅣ
초경쟁 글로벌 경쟁환경 하에서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전 인
류의 생활과 글로벌 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더 이상 과거의 글
로벌 경영전략으로 효과적인 글로벌화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세션에서는 한국 중
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현황을 진단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시대에 한국 중소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전략
적 방향성을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다.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공동주최 특별세션

사회자: 이재은 교수┃순천대학교

• 순천대학교 무역학전공 교수

•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집행위원

• (전) 순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스타트업PLUS센터장

• (전) 순천대학교 창업교육센터장

발표자: 송영철 박사┃중소벤처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 경제학박사

•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토론자1: 하태형 부회장┃미코그룹

• 미코그룹 부회장겸 (주)미코파워 대표이사

•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

• (전) 현대경제연구원장

• (전) 법무법인 율촌 연구소장겸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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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2: 이영주 본부장┃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본부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사업조정위원 

•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실무위원 

좌장: 이형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역임

• 차기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토론자3: 김태중 교수┃충남대학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충남대학교 창업지원단 부단장

• ㈜엔비티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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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ㅣ세션 개요ㅣ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한국 기업이 선도하려면 빠른 추격자 (fast follower)전략에서 탈피하여 혁신 선도 전략으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세션에서는 혁신 선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한다. 또한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
고 핵심역량의 중요성이 더해짐에 따라 한국기업들도 그간의 과도한 다각화를 줄이고 핵심사업위주의 사업 포트
폴리오 재조정을 시도하고 있기에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사업 포
트폴리오 조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기업의 글로벌 전략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려
면 이제는 국제화와 현지화가 가치창출의 보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현지법인의 바람직
한 역할을 제시한다. 

이승현 교수┃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한국 기업, 글로벌 전략을 업그레이드하라

• 달라스 텍사스대학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국제경영전락 교수 
• 오하이오주립대학 (The Ohio State University) 경영학 박사학위 취득 
• 미국 중소기업청 우수논문상 수상 
•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JIBS 등에 다수 논문 게재 

송재용 교수┃서울대학교 
한국 기업, 혁신을 선도하라

• 서울대 경영대 아모레퍼시픽 석학교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  Academy of Management 국제경영분과 회장 (Chair, International Management Division)
•  Area Edito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ellow,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 Columbia대/연세대 교수/한국전략경영학회 회장 역임

장세진 교수┃KAIST,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한국 기업,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라

• KAIST Techno-SK 석좌교수 겸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Lim Kim San Chair Professor
• Associate Editor,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Fellow, Strategic Management Society
• Area Editor,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ellow,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 고려대학교 교수, NYU Stern School 교수 역임

글로벌 아시아 시대, 
한국 기업이 선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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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6일(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6일(월) 15:00 ~ 15:50

ㅣ세션 개요ㅣ
Schools pursue the accreditation to gain status internationally and build global partnerships, e.g. 
recognition through rankings such as QS Rankings and FT MBA rankings. The standards also 
provide a framework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educational quality, impact, and research 
quality, that are consistent with a school’s goals.

The strong focus on a principles -based, mission driven approach provides flexibility for 
schools to remain relevant to the constituents they serve, align with their mission, while 
achieving high quality standards that are externally validated globally.

In short, AACSB standards can be adapted to local context as a flexible, principles-based 
standards, and also challenge a school to continuously improve through alignment with the set of 
globally recognized, externally validated standards that serves as valuable feedback from peers.

AACSB-KABEA Joint Workshop:  
Value of Local and Global Accreditation 
in South Korea

한국경영교육인증원, AACSB 특별세션

발표자: Geoff Perry┃AACSB International 
Value of local & global accreditation in South Korea

•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chief officer of Asia Pacific, AACSB International
• Achieved a PhD in economics with a focus on labor and international economics.
•  Has academic and private sector experience in his home country of New Zealand as 
 well  as more broadly in the Asia Pacific region.

사회자: Guodong Xu┃AACSB International

• Regional Head, East Asia, AACSB International 
• Achieved BA at Peking University, and MA at Sun Yat Sen University
•  Served for 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 (CIPFA-UK) 
 as China Principal Counsellor

•  Served for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Certified Professional Accountants (AICPA-US)  
 as Market Director for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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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이사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강소기업가상 시상식

일 시 : 8월 16일(월) 16:00 ~ 16:50

한국경영학회는 기업규모는 크지 않지만 기술발전과 시장변화 추세를 통찰하는 선견지명을 가지고 국내외에서 업계
를 선도하는 탁월한 성과를 보인 기업의 경영자를 선정하여 강소기업가상을 시상한다. 강소기업가상을 통하여 진취
적인 기업가정신과 확고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신기술과 신시장을 성공적으로 개척하여 글로벌 강소 기업을 일구어 
청년창업가와 중소기업인에게 귀감이 되는 경영자를 발굴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올해 강소기업가상 수상자로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대표이사가 선정되었다.

파크시스템스는 박상일 대표가 1997년 설립한 원자현미경(AFM: Atomic Force Microscope) 개발 생산 판매업체
로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싱가포르 현지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30여 개국에 판매망을 갖추고 나노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AFM기업이다. 독보적 기술력(산업용AFM 세계1위, 연구용AFM 세계2위) 뿐 아니라 창의적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사회적책임을 다하여 투자자, 임직원, 협력사 모두를 배려하며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그 결과 포브스(Forbes) 선정 ‘2020 아시아 200대 유망중소기업’에 이름을 올렸으며, ‘제12회 대한
민국코스닥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여 명실공히 코스닥 대표기업임을 입증하였다.

• 1981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
• 1987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응용물리학 박사
• 1994  AEA-Stanford Executive Institute 최고경영자 과정 수료
• 1988 ~ 1997  Park Scientific Instruments Corp.(미국법인) Chairman and CEO
• 1997 ~ 현재    파크시스템스㈜ 대표이사

[상훈]
• 2020  제12회 대한민국코스닥대상 ‘대상’ 수상
• 2017  (사)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7한국인적자원개발 대상’ 수상
• 2014  동아일보 선정 ‘10년 뒤 한국을 빛낼 100인
• 2009  피터드러커 혁신 CEO상 수상
• 2007  한국공학한림원 ‘젊은 공학인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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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이영면 교수

한국경영학회 학술공헌상 시상식

일 시 : 8월 16일(월) 16:00 ~ 16:50

이영면 교수는 2020년 한국경영학회 회장으로서 2020년도 융합학술대회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한국경영학회
를 포함한 43개 관련 학회와 기업에서 1,800명이 넘는 학계 전문가 및 기업인이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경영 전략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그에 맞추어 온-오프라인 행사로 
빠르게 전환하여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개최하였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반등하는 기업과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주제로 진행된 융합학술대회에서는 43개 학회가 학
술세션의 장을 열어 350여개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플리너리세션(포스트코로나19시대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을 비롯한 다양한 특별세션 (경영대학장 포럼, Post코로나 시대의 산업변화, Doctoral Consortium, 언택트 시대
의 재택근무, Post Corona 시대의 기술혁신과 일터혁신, 그리고 인간노동의 미래, 여성과 경영 Sheconomy기업전
략, 경영학의 위기:종말인가 재도약인가?, 인천공항의 교통체계 다각화 방안 수립 등), Global Session(GFin-tech 
and its Future, Chinese Company Response to Post-Corona Era Forum, Workplace Innovation Forum), 
특별워크샵, 경영학연구방법론 워크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칫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융합학술대회를 철저한 방역 아래 온-오프라인 세션으로 진행함
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보고, 세션 참여를 하였으며, 행사 후 녹화본을 제공하여 회원 및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제작물을 공유하여 언제든 접속 및 시청이 가능하도록 처리하여 온라인 학술대회의 지평을 열고, 온라인 
학술대회의 표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기업, 기업인을 발굴하고 사례를 개발함으로써 논문게재 및 영문화 작업을 통해 K-Management: 
Success Stories from Incheon 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발간, 국내외 홍보를 진행하여 인천시의 발전에도 많은 기
여를 하였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Indutrial Relations 박사
• (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전)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장겸 경 영전문대학원장
• (전) 한국경영학회장, 한국인사조직학회장, 한국윤리경영학회장
• (전) 인사조직연구, 산업관계연구, 윤리경영연구 편집위원장
• (현) 고용노동부 정책심의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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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일 시 : 8월 16일(월) 17:00 ~ 18:50

2021년 Doctoral Consortium은 국내 박사학위과정의 마무리단계에 있거나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자를 대
상으로 향후 진로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소개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였습니다. 
1부는 “Going Abroad for Career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외에서 경력
개발을 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양성병 교수님(MIS, 경희대)과 이상윤 교수님(경영전략, KAIST)의 스토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 1부는 메타버스 및 공개강연, 2부는 사전신청자만 참여가능

2부는 “Research Coaching, Career Mentoring”이라는 제목으로 각 전공별로 교수 2명과 박사과정 3명이 소
그룹을 만들어 논문작업과 진로설계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사전신청자만 참여가능)

양성병

• 박사학위: KAIST 경영공학
• 전공: MIS
•  해외 기관(체류기간): 
 McGill University  
 (Postdoc, 2008.3 ~ 2010.8) 

•  현재 소속: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이상윤

• 박사학위: KAIST 경영공학
• 전공: 경영전략, MIS
•  해외 기관(체류기간):  
 - Univ. of Michigan  
 (Visiting Scholar, 2009.9 ~ 2010.12) 
 - Univ. of Southern Denmark  
 (Assistant Professor, 2011.3 ~ 2016.11)

• 현재 소속: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Doctoral Consortium

멘토명 전공 소속 멘토명 전공 소속

강신형 인사조직 충남대 심정은 생산 광운대
김민직 재무 KoreaTech 안현철 MIS 국민대
김병직 인사조직 울산대 왕수봉 금융 아주대
김선미 회계 전남대 원지성 마케팅 동덕여대
김소형 국제경영 경기대 임미희 국제경영 명지대
남현정 국제물류 덕성여대 정지용 국제경영 덕성여대
박흥주 금융 성균관대 황인덕 회계 계명대

8월 16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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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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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7일(화) 09:00 ~ 09:50 

ㅣ세션 개요ㅣ
전세계적으로 대세가 되고 있는 창업흐름에서 실제 스타트업 현장에서 뛰고 있는 스타트업 경영자들의 이야
기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세션에서는 최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 최고경영
자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비즈니스모델을 듣고 실제 경영현장의 고충과 스타트업 환경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대기업 위주의 경영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에서 작고 빠른 애자일 조직을 배경으로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경영학이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대에 경영학도라면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가지
고 함께 논의해 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스타트업 경영사례:  
창업에서 투자라운드까지

사회, 좌장 및 발표자1: 박항기 대표┃메타브랜딩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희망이다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전)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
• (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현) 메타브랜딩 대표

발표자2: 김희수 대표┃라이트브라더스 
자전거 전문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사례 발표

• 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 수료
• 중앙대 러시아어학과 졸업
• (전) 컨셉츄얼 이사
• (현) 라이트브라더스 대표

발표자3: 김영빈 대표┃파운트 
인공지능투자 1위 스타트업 <파운트> 사례 발표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전) 보스턴컨설팅그룹 시니어컨설턴트
• (현) 파운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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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7일(화) 10:00 ~ 10:50

ㅣ세션 개요ㅣ
Enormous changes in global supply chains reflect dynamic international relations and 
competitive market realities. This special session presenters discuss how to manage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 pandemic world.  In the context of Asia-Pacific, it examines technology 
and innovation, clarifies the priorities of the present and envisions the desirable future from a 
viewpoint of Korea.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Global Supply Chains:  
Coopetition among Korea, US,  
China and Japan 

사회자: Geon-Cheol Shin┃Kyung Hee University

•  Professor, Kyung Hee University

• Country Director, AIB Korea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발표자1: GAO XU DONG┃Tsinghua University 
Dealing with challenges in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Global Supply 
Chains: A China perspective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 Management, Tsinghua University

• Editor, China Industrial Economy

• Editorial Board, JABS and IJBSR

• Chief Professor of the Schwarzman College, Tsinghu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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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2: Dr. Jusuke Ikegami┃Waseda University 
Covid-19 and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in Japan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Business & Finance,Waseda University

• Associate Dean, Waseda Business School

• Country Director, AIB Japan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 President, Waseda Blue Ocean Shift Institute

발표자4: Heungchong Kim┃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nnovation and Technology in Global Supply Chains: Perspectives  
from South Korea

• President,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President, KOPEC (Korea National Committee for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 President, APEC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 President, EUSA-Korea

발표자3: Paul Hong┃The University of Toledo 
Managing Global Supply Chains in A Post Pandemic World:  
A Perspective of the United States

•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of The University of Toledo

• Fulbright - Nehru Teaching and Research Excellence Award (2016)

• Books: - Rising Asia and American Hegemony (Springer,2020)

               - Creative Innovative Firms (2019), Building Network Capabilities I & II (201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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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특별세션

일 시 : 8월 17일(화) 11:00 ~ 11:50

ㅣ세션 개요ㅣ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한국 기업이 선도하려면 이를 위한 한국 경영대학과 대학원들의 교육 등 측면에서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본 세션에서는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영학 교육의 개혁 필요성과 지속가능한 한국 경영대학
의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바람직한 인재
상을 제시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인재상을 토대로 미래 세대가 습득해야 할 능력을 대학이 교수법·커리큘럼 개선 
및 평생교육 등을 통해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미국의 주요 선도 대학들의 
교육 플랫폼 혁신사례 등을 통해 한국 경영대학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국 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과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자: 김동순 교수┃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학장(현)
• (사)한국경영대학대학원협의회 이사장(현)
• 중앙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역임
• 한국증권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장 역임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발표자: 여은정 부교수┃중앙대학교 
한국 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현)
• 한국증권학회 이사(현)
• 증권학회지, 금융연구, 경영학연구, 금융안정연구 편집위원(현)
•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역임, 한국재무학회 및 한국금융학회 이사 역임 
• Academy of Economics and Finance, Distinguished Ph.D. Paper Award

한국 경영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사)한국경영대학ㆍ대학원 협의회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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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1: 이성근 전무이사, 경영관리본부장(CFO)┃동아에스티(주)

• 동아에스티㈜ 경영관리본부장 (전무이사, CFO) (현)
• 동아제약㈜ 경영지원실장 (상무이사, CFO) 역임 
• 삼일회계법인 (Samil PwC) Deal 부문 Partner 역임
• 공인회계사 2차시험 합격, 1995년

패널2: 이기상 인재혁신본부장┃미래에셋증권

• 미래에셋증권 인재혁신본부장(현)
• 미래에셋증권 인사팀장
• 미래에셋증권 WM사업팀장
• 미래에셋증권 WM기획팀장
• 미래에셋증권 돈암동 지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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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개막식

일 시 : 8월 17일(화) 13:00 ~ 13:50

개막식

개회사: 박영렬 회장┃한국경영학회

• (현) 한국경영학회 회장
•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현) 연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원 원장
• (현) 연세대학교 농구부 부장 
• (현) 중국 절강대학 School of Management 국제 자문위원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장 역임

축사: 서승환 총장┃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제19대 총장 
•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 박사
• 국토교통부 장관 역임
• 한국응용경제학회 및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 역임 
•  한국경제학회 청람상, 시장경제대상 논문대상,  
 대한민국녹조근정훈장 수상

환영사: 오세훈 시장┃서울특별시

• (현)제38대 서울특별시장
• 제33·34대 서울특별시장 역임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역임
• 한국국제협력단(KOICA) 중장기 자문단 페루·르완다 시정 자문관 역임
• 제16대 국회의원 역임
• UN공공행정상 2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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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기조연설

일 시 : 8월 17일(화) 13:50 ~ 14:20

10년 뒤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가 글로벌 GDP 순위 1, 3, 4위로 뛰어오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중
심이 되지만 한국은 다섯손가락 안에 들지 못합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돌
파구가 필요합니다. 1960년대 국내 창업자들이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키워낸 것처럼 다시 한번 창
업가의 정신으로 한국의 미래를 일궈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비욘드 그래비
티', 우주입니다. 우주는 지금 기업가정신의 미래경연장이 됐습니다. 리처드 브랜슨,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
크 등 글로벌 경제를 주무르는 빅테크들은 모두 우주에 주목합니다. G7의 공통점은 모두 우주선진국이란 점입
니다. 2030년 G7을 넘어G5진입을 목표로 하는 한국이 가야할 길은 명백합니다. 우주는 한국의 생존과도 직
결됩니다. 통신, 모빌리티, 안보, 기후, 빅데이터, 안보의 종착역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산업을 자동차 산업
만큼 확대한다면 일자리는 50여만 개가 생겨납니다.

한국도 NASA가 추진하는 아르테미스 플랜에 참여하며 기술력과 도전정신만 갖춘 한국 기업이 우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망망대해같은 우주 산업을 키우기에는 지금 만한 적기가 없습니다. 姑이병철 회장
은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다. 한 발만 앞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한 발을 먼저 내딛는다면, 우주
시대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조연설
비욘드 그래비티(Beyond Gravity)

기조연설: 장대환 회장┃매경미디어그룹 

• (현) 매경미디어 그룹 회장
• (현) 세계지식포럼 (World Knowledge Forum) 집행위원장
• (현) 한국신문협회 고문
• 뉴욕대학교 국제경영학 박사, 세종대학교 명예경제학 박사
• 한국신문협회 회장,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 역임
• 세종문화회관 이사장 역임
• 한국언론인연합회 제12회 자랑스러운 한국인대상 최고대상
• 이탈리아 국가공로훈장(OM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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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이석희 대표이사

일 시 : 8월 17일(화) 14:20 ~ 14:50

한국경영학회는 탁월한 경영성과와 파급효과를 성취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기업을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최우량 기업으로 시상한다. 최우량 기업은 개별 기업의 성과가 우수할 뿐 아니라 전후방 산업의 연관 기
업 생태계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여 한국 경제의 성장기반과 국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다른 기업들의 모범
이 되는 국가 대표 기업이어야 한다. 최우량기업대상을 통하여 한국 기업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높이여 국가 브랜
드의 제고와 동시에 국민적 자부심을 고양시키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기업을 경영학계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

올해 최우량기업대상 수상기업으로 SK하이닉스㈜가 선정되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반도체 세계 2위 기업으로 이천, 청주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하여 중국 우시(无锡), 충칭(重庆)
까지 총 4곳의 생산기지와 전세계 4개의 연구개발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2020년 SK
하이닉스는 고부가가치 서버용 D램 부문에서 최초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초고속 D램 HB M2E 시장에서
도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처럼 SK하이닉스는 높은 기술 경쟁력으로1984년 국내 최초로 16Kb S램을 
시험 생산한 이래, 세계 최초-최소-최고속-최저전압의 혁신적인 반도체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며 리더십을 공고히 
해 왔다.
SK하이닉스는 노사 상생 경영 우수 대기업이기도 하다. 2015년 하이닉스 노사는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에 지원하는 ‘노사 사회적 책임 실천 협약식’을 맺어 모범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기술경쟁력과 노사협력을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메모리반도체 산업 호황에 힘입어 좋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1984 ~ 1988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 학사
• 1988 ~ 1990  서울대학교 무기재료공학 석사
• 1995 ~ 2001  Stanford University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박사
• 2000 ~ 2010  Intel, Principal Engineer and Process Integration Group leader
• 2010 ~ 2013  KAIST 전기및전자공학과, 부교수
• 2013 ~ 현재    SK하이닉스 

[상훈]
• 2017  은탑산업훈장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최우량기업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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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화)
플래너리세션

일 시 : 8월 17일(화) 15:00 ~ 16:50

ㅣ세션 개요ㅣ
2030년에는 세계 경제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하는 글로벌 아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영국의 CEBR 리포
트에 의하면 2030년 GDP 규모로 평가한 경제규모는 1위가 중국, 2위는 미국, 3위 인도, 4위 일본, 5위 독일
로서 최상위 5개국 중에서 3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2030년 기준 ASEAN 10개국의 GDP 
규모는 세계 5위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결국 2030년이 되면 우리의 이웃인 아시아에 세계 1위 중국, 3위 인
도, 4위 일본, 5위 ASEAN이 포진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 시장이 이웃에 있다는 절
호의 기회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시아 시장에서 외면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존재한다.

우리 기업은 1960년대 경제를 부흥시켰던 창업자들의 기업가정신을 계승하여 2030년 글로벌 아시아 시대를 
맞아 제 2창업에 준하는 기업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후 우리기업은 선진 다국적기업은 물론이 
거니와 거대 내수 시장에 기반한 신흥 기업들에게도 뒤쳐저서 경쟁에서 낙오할 수 도 있다. 한국경영학회 하계 
융합학술대회의 플리네리 세션에서는 우리 기업이 글로벌 아시아시대가 제공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잠
재적 위기 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2021년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플리너리 세션: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

사회자: 허대식 교수┃연세대학교

•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한국생산관리학회 회장 역임
• 아시아태평양의사결정학회 회장 역임
• (현) 한국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부회장
• (현)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 심사위원

기조연설1: 안덕근 교수┃서울대학교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국제통상환경 변화와 한국 기업의 대응

• (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현)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장

• (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소장

• 국제통상학회장, 무역구제학회장 역임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 역임

• (현) WTO 및 한·미 FTA, 한·EU FTA, 세계은행 ICSID 중재패널 등 국제분쟁의 패널후보위원

<제1세션> Keynote Speech 2030년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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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2: 강지경 총장┃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경영교육의 목적과 방향

• (현) 총장/학장,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AIM)
• (현) MVP 석좌교수 (마케팅), Asian Institute of Management
• (현) AACSB International 이사회 의장
• (현) EFMD, PRIME, AAPBS 이사
• (현) 필리핀 Security Bank 사외이사
• (현) 인도 Kesoram Industries 사외이사

패널1: 최선미 학장┃베트남 VinUniversity
• (현) 베트남 VinUniversity 경영대학 초대 학장 (Founding dean)
• (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부학장 역임
• 연세대학교 국제부처장 역임

패널2: 최명환 본부장┃CLSA증권
• (현) CLSA증권 리서치본부장 (Managing Director)
• 라자드자산운용 운용역 (Senior Vice President, 싱가폴) 역임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헤지펀드팀장 (이사)
• Tiedemann Investment Group 운용역 (Executive Director)
• MIT Sloan경영대학원 MBA졸업

패널3: 고영경 교수┃말레이시아 Sunway University
• (현) 말레이시아 Sunway University 경영대 Adjunct Senior Lecturer
• (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
• 말레이시아 Univeriti Tunku Abdul Rahman 조교수 역임
• 말레이시아 UNITAR International University 조교수 역임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기조연설3: 박상훈 대표이사┃STONE BRAND COMMUNICATIONS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한국경영학회의 비전 : 배경과 방향

• (현) STONE BRAND COMMUNICATIONS (유) 대표이사 사장
• YG Entertainment (주) 사외이사 역임
•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및 GLS 겸임교수 역임
• 국가브랜드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 한국 경영학회 수석 부회장 역임
• Interbrand Korea, Pillsbury Korea 대표이사/사장 역임

<제2세션> 전문가 패널 토의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경영혁신, 기업가정신, 인재육성

<제3세션> 한국경영학회 비전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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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8월 17일(화) 17:00 ~ 17:50

한국경영학회는 기업보국의 신념을 바탕으로 진취적 기업가정신과 탁월한 경영능력을 발휘하여 개별 기업뿐아니라 
업계 전반의 건실한 발전을 이끌고 국가 경제 성장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기업인에게 ‘대한민국 경영자 대상’을 시상
한다. 본 상은 확고한 가치관과 선도적 리더십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 관행을 변화시키고 기업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데 크게 기여하여 존경받는 경영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대표 기업인을 선정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그 목
적으로 한다.

올해 경영자대상 수상자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선정되었다.

박현주 회장은 1997년 미래에셋 창업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투자문화를 선도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8년 국내 최초 뮤추얼 펀드 ‘박현주 1호’를 출시한 이후 “저축에서 투자”, ”직
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투자의 대중화를 이끌었으며, “국내에서 해외로”, “주식에서 자산 배분으로” 투자의 지평을 
넓혀 가며 저금리 시대 '투자를 통한 국민 부의 증대와 평안한 노후 준비'에 기여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고객 우선'의 창업 정신을 최우선 가치로 자산관리, 혁신기업 투자, 글로벌 ETF 등 각 영역에서 차별화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립 투자전문그룹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대우증권 인수로 자기자본 10조 규모
의 명실상부 한국을 대표하는 증권사로 성장하였으며, 미래에셋생명은 PCA생명 인수로 은퇴설계명가로 한 단계 도
약하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펀드 수출에 성공하였으며, 2018년 인수한 ETF 운용사 Global X 는 유
니크한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테마형 ETF를 통해 미국 ETF 시장의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3년 홍콩 자산운용사 설립으로 시작된 박현주 회장의 글로벌 도전은 한국 금융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
다. 세계의 중심인 미국, 영국은 물론 인도, 중국, 베트남 등 15개 지역 34개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우량
자산을 발굴하고 투자 위험을 분산하며, 투자기회를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한국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을 지속하고 있는 박현주 회장의 기업가정신은 자본시장을 넘어 
한국 사회와 경제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현주 회장은 2017년 다산금융상 대상, 
2011년 금융투자 인상 대상, 2009년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 글로벌투자전략가
• 1997  미래에셋벤처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설립
• 2001  미래에셋 회장
• 2002  하버드대학교 비즈니스스쿨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 2009  제3회 언스트앤영 최우수 기업가상 마스터상
• 2011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인상 대상
• 2017  제26회 다산금융상 대상
• 2018 ~ 현재  미래에셋 Global Investment Strategy Officer(GISO)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경영자대상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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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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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특별세션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09:50

ㅣ세션 개요ㅣ
본 세션은 21세기에 더욱 가속화된 다양한 ‘아트’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에 대한 발제입니다. 과거 마케팅의 다
양한 원칙들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인스타그램 월드로 변해가는 등, 시각이미지 세계의 중요성은 더욱 가속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아트 마케팅 뿐만 아니라, ‘아트’ 라는 주제는, 고객과의 접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매우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본 강의는 아트와 기업의 전통적인 아트 스폰서쉽에 의한 후원 마케팅, 럭셔리와 아트, 아트 투자라는 3개의 분야
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한국에서의 아트 경영에 대한 전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트와 기업,  
More than a Beauty

좌장 및 발표자1: 이지윤 대표┃숨 프로젝트 
아트와 기업, More than a Beauty

• 숨 프로젝트 대표

• Courtauld Institute of Art 미술사학 박사

• 2014.06 ~ 2016.1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부

• 2011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겸임교수

• 2003 ~  숨 아카데미 앤 프로젝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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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2: 오혜원 상무┃LG전자 
Art & Luxury

• LG전자 상무

• (전) 제일기획 이사

발표자3: 이정봉 대표┃서울옥션블루 
Art Investment

• 서울옥션블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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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특별세션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0:50

ㅣ세션 개요ㅣ
최근 유통시장은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 접목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기
존 유통산업의 밸류체인이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른바 파괴적 커머스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경제의 활성화로 온라인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커머스, 보이
스커머스 등 새로운 형태의 커머스모델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4차산업혁명으로 촉발된 유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이 가속화됨으로써 유통산업은 기존의 제품소싱과 점포운영 중심에서 데이터와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혁
신적인 사업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유통은 테크놀리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리테일
테크놀리지를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스타트업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본 세션을 통해 리테일테크놀리지 분야
의 발전동향과 미래전망을 확인해보고 투자관점에서의 가치 평가도 해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사회자: 조춘한 교수┃경기과학기술대학교

토론자1: 김호성 과장┃산업통상자원부

개회 및 인사말: 정연승 회장┃한국유통학회

토론자2: 서용구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발표자: 박기호 대표┃ LB인베스트먼트 
리테일 테크놀리지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스틱인베스트먼트 투자본부장 / 상무

리테일 테크놀리지의  
발전동향과 향후 과제

한국유통학회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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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특별세션

발표자2: 임태건 상무┃네이버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성장세와 비즈니스 전략 및 ESG경영

• 네이버클라우드 상무 (2007 ~ 현재)
• 한국HP, 한국IBM, 한전 KDN

일 시 : 8월 18일(수) 11:00 ~ 11:50

ㅣ세션 개요ㅣ
4차산업혁명시대의 오늘날, 글로벌 비즈니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이미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루어지
고 있으며, 향후 그 리더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클라우드 생태계에서의 이슈를 산업계와 학
계의 대표 리더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술
적 발전 과정과 제도적 제약, 예상되는 이슈들을 들어보고, 각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는 장
을 갖고 미래방향을 통찰해보고자 한다.

사회자: 황재훈 교수┃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2021)
• 삼성 SDS 책임 역임

발표자3: 석진호 상무┃아마존코리아 
클라우드를 활용한 경영 혁신 전략

• 아마존웹서비스 제조산업 사업개발담당 상무
• 두산 BOBCAT EMEA 전략 기획 총괄 팀장 역임
• 두산 BOBCAT 글로벌 전략 기획 총괄 팀장 역임
• UC Berkeley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학사
• MIT Sloan School of Management MBA 석사

클라우드 생태계의 도전과 대응전략
한국경영정보학회 특별세션

발표자1: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과 클라우드의 역할

•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자동차산업학회 회장 
• 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장
• 면세점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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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특별세션

발표자1: Tianli Feng┃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A Multiple case study on Organizational resilience in social enterprise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Management and Economics, University of Electronic 
Science and Technology of China

•  Vice director and co-founder of the Center for Philanthropy and Social Enterprise of 
 UESTC

•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in Stanford University (2013 ~ 2014）
• Visiting scholar in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12 ~ 2013)

사회: Jung-Min Park ┃University of Ulsan

•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Ulsan
•  Departmental Head of Business Administration, School of Business,  
 University of Ulsan

일 시 : 8월 18일(수) 13:00 ~ 14:20

ㅣ세션 개요ㅣ
코로나 19 팬데믹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코로나를 
가장 먼저 겪고 또 극복한 중국은 최근 사회적 기업의 창업, 즉 ‘사회적 창업’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하다. 사회적 
창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경영 활동을 하는 사
회적 기업의 창업을 말한다. 중국에서 사회적 창업은 2006년 방글라데시의 경제학 교수 무함마드 유누스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무담보 소액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라민은행 설립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15년 리커창 국무원 총리의 ‘대중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사회적으로 창업 붐이 일
어났으며 최근의 코로나 19로 인해 사회적 창업이 다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올해는 “중국 사회적 기업 창업과 한
중 협력방안”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창업과 관련한 중국의 학계, 실무, 정책기관 인사를 초
청하였다.

중국 사회적 기업 창업과 
한중 협력방안

한중포럼(주관: 중국인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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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2: Shi Yan┃Shared Harvest(Beijing) Agriculture Development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Reconnect People with Land

• Founder and executive director of Shared Harvest (Beijing) Agriculture Development Ltd.

• Co-president of International CSA Network (URGENCI)

발표자3: Chenyu Wang┃Chengdu Gongyi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Center 
Overview of Policy and Development Practice of Chinese Social Enterprises

•  Manager of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and Research, Chengdu Gongyi Social 

 Enterprise Certification Center

• Honours Bachelor of Commerce (Management), University of Ottawa

토론자3: Jooyoung Kwak┃Yonsei Universit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al Hea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Commerce, Global Leaders College, 

 Yonsei University

• Director, Center for Global Sustainability, Yonsei University

• Member, Dispute Settlement Committee, Korea Trade Insurance Company

• Member, Advisory Council for Minister of Trade Negotiation (2018 ~ 2019)

Session Organizer: Eunyoung Roh┃Executive director of KASBA

토론자2: Xuelian Piao┃KwangWoon University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KwangWoon University

• Inviting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Gachon University (2019 ~ 2020)

• Manager, Overseas Sales and Marketing in Samsung Electronics(2002 ~ 2012)

토론자1: Khan-Pyo Lee┃Sogang University

• Professor of International Business, Business School, Sogang University

• Fulbright Visiting Scholar,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Kansas(201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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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수)
특별세션

일 시 : 8월 18일(수) 14:30 ~ 15:50

맞벌이 가구 증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일·생활 균형 정책 및 제도 추진, 도입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 즉 워라밸(Work-Life Balance)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기본 전제 조
건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기업 특히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관리 방식 및 문화는 경직된 관행
에 머물러 있어, 이들 제도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적 실효성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
화가 보다 광범위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는 등 일생활균형문화가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는 동시
에 여성들이 가정에서 돌봄노동으로 인해서 조직내의 입지가 약해지는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일·생활 균형 제도와 문화의 확산이 여성들에게 여
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전략을 모색하고자 합니
다. 발표자와 참석자들간의 토론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연구주제를 탐색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생활 균형 문화와 기업경쟁력
한국경영학회 여성위원회 특별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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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및 좌장: 김효선 교수┃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 한국경영학회 여성과 경영 위원회 위원장

•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 (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위원

발표자1: 이승윤 교수┃홍익대학교 
워라밸 지수 개발과 중장기적 활용 방안 

• 홍익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 University of Michigan경영학 박사, 조직행동 전공
• 주요연구분야는 조직 내 감정과 정서, 활력관계, 팀 내 프로세스
• (전) 한국인사조직학회 일·가정양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일·생활균형 및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 위원
• 한국인사조직학회 상임이사
• 한국인사관리학회 상임이사

발표자3: 김용희 대표이사┃더부엔지니어링 
미래사회 달라지는 노동환경 - 유연근무제를 통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 

• 2019년도 가족친화인증 여성가족부장관 표창
• 2021년도 근무혁신인센티브제 우수기업 선정 
• 삼성물산에서 근무
• 삼풍백화점, 바로크가구 디자이너
• 동덕여자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졸업

발표자2: 성상현 교수┃동국대학교 
재택근무의 현황 및 과제 

•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인사조직 전공)
• (현) 한국경영학회 부회장 
• (전) 대한리더십학회 회장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적극적고용개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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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1: 구자숙 교수┃경희대학교

•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한국인사조직학회 부회장
• (전) 행정자치부 정부혁신 관리위원회 위원
• (전) 재정정경제부 산하기관 혁신지원 위원회 위원
• (전)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혁신 관리평가단 평가위원
• (전) 방위사업청 정책연구 심의회 위원

토론자2: 강민정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노동부 적극적고용개선 전문위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분과위원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위원

• 사회학 박사

토론자3: 이은석 교수┃중앙대학교

•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MIT 경영학 박사, 조직행동 전공

• 주요연구분야: 조직동일시, 리더십

• 한국인사조직학회 편집위원

• 한국윤리경영학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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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 시상식

일 시 : 8월 18일(수) 16:00 ~ 16:30

한국경영학회는 창조적 경영을 통하여 산업혁신 및 기업경영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수행한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경영자를 선정하여 「경영학자 선정 대한민국 혁신경영대상」을 시상한다. 수상 대상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초월
하는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경영을 통하여 기업을 성장시켜왔고 고용을 창출하여 미래 한국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
할을 책임질 수 있는 선구자적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경영자로 한다.

올해 혁신경영대상 수상자로 ㈜하이브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 선정되었다.

2005년 하이브의 전신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이래 탁월한 감각의 프로듀서이자 혁신적 철학을 지닌 경
영인으로서 기업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 왔다. ‘음악을 통해 위로와 감동을 전한다’는 믿음과 ‘음악산업을 혁신
하겠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방탄소년단과 같은 뛰어난 아티스트를 배출했으며, 음악산업 영역의 확
대 및 엔터테인먼트 팬 경험의 확장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금년에는 사명을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변경하면서 음악을 기반으로 확장된 콘텐트를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넘어 관련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이를 팬들에게 전달하는 ‘엔터테인먼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기업을 지향하고 있
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에 맞춰 사업 구조는 레이블ㆍ솔루션ㆍ플랫폼 세 축으로 나눴다.  
특히 금년 들어 미국 본사인 하이브 아메리카(HYBE AMERICA)가 음악, IT, 영화,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타카 홀딩스(Ithaca Holdings) 지분 100%를 인수하여 저스틴 비버(Justin Bieber), 아리아나 그
란데(Ariana Grande), 데미 로바토(Demi Lovato) 등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파트너로 맞았다. 양사의 결합은 글로
벌 톱 아티스트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평가되는데, 지난해 국제음반산업협회(IFPI)에서 발표
한 글로벌 레코드 뮤직 매출 톱10 아티스트 중 세 팀(1위 방탄소년단, 8위 아리아나 그란데, 10위 저스틴 비버)이 하
이브와 이타카 홀딩스 소속이다. 이타카 홀딩스를 품에 안음으로써 하이브가 명실공히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1994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
• 1997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2001  JYP 엔터테인먼트 공동 설립
• 2005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설립
• 2017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해외진출유공 부문 대통령 표창
• 2019  ‘The Recording Academy’ 회원 선정
• 2021  Billboard International Power Players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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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별	학술세션·	
학회간	융합세션	일정

제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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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별 진행요원 연락처
학회명 사무국 담당자 사무국 연락처 사무국 담당자 연락처

기술경영경제학회 임지훈 간사 02-877-2310 010-8399-7265

기업가정신학회 최윤정 간사 - 010-8625-0035

메커니즘경영학회 여현지 연구원 - 010-5431-6657

사회적기업학회 이재윤 간사
050-7984-4167    
050-7957-6425

010-5124-1646

실천경영학회 박상현 편집위원 051-890-1448 010-5720-1849

지속경영학회 이화진 사무국장 - 010-8876-9192

한국APEC학회 아미나 간사 02-961-0420 010-2495-8415

한국IT서비스학회 오충환 사무국장 02-400-7088 010-7906-6636

한국경영공학회 신효숙 선임연구원 02-3786-0578 010-2731-2970

한국경영과학회 이계영 사무국장 02-522-5577 010-9037-0203

한국경영사학회 임현빈 교수(우석대) 063-290-1831 010-4414-4183

한국경영정보학회 정재정 사무국장 02-795-1354 010-6313-1943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심재선 간사 02-961-9225 010-3253-4829

한국경영컨설팅학회 권일숙 사무차장 02-2077-7298 010-6566-9592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신효숙 선임연구원 02-3786-0549 010-2731-2970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김명환 간사 010-4508-3379 -

한국국제경영학회 수몬이 사무차장 0505-717-9125 010-9584-3567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정연주 사무차장 051-890-1541 010-3711-4728

한국로지스틱스학회 노지현 차장 010-9694-1955 010-9694-1955

한국마케팅학회 김형우 사무국장 010-9171-1903 010-9171-1903

한국미디어경영학회
김민기 기획이사(KAIST 경영대 교수) 

신선경 총무간사
02-2173-3009

010-5461-9721 
010-2295-9066

한국산업경영학회 황수정 사무차장 053-580-6388 010-9913-5377

한국생산관리학회 박시영 사무국장 - 010-9259-0759

한국생산성학회 이유석 사무국장 02-300-0751 010-7420-8921

한국세무학회 권석미 연구원 02-365-4366 010-3347-4366

한국유통학회 김현아 간사 031-8005-3410 010-6810-8956

한국윤리경영학회 이한솔 행정간사 02-2123-5484 010-4116-9624

한국인사관리학회 양한울 간사 063-270-2989 010-7520-6568

한국인사조직학회 김지영 간사 010-5131-1011 010-5131-1011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이희옥 학술위원장 051-501-7511 010-6763-2000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김진성 사무국장 051-510-2582 010-3590-4426

한국전략경영학회 이승혜 간사 010-8931-2727 010-8931-2727

한국전략마케팅학회 변충규 사무차장 055-772-3455 010-8556-2686

한국중소기업학회 심선정 사무국장 02-785-2450 010-8686-1447

한국증권학회 한선희 사무국장 02-783-2615 010-3664-9523

한국창업학회 황정빈 간사 02-6490-2227 010-6795-0030

한국회계학회 유영신 사무국장 02-363-1648 010-2055-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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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별 학술세션·학회간 
융합세션 일정

※ 한국경영교육인증원 : 8월 17일(화) 10:00~11:00 / 15:00~16:10 / 16:30~17:40

8월 16일(월) 8월 18일(수)

13:00~13:50 14:00~14:50 15:00~15:50 09:00~09:50 10:00~10:50 11:00~11:50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기업학회 사회적기업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한국APEC학회 한국APEC학회 메커니즘경영학회
지속경영학회

메커니즘경영학회
지속경영학회

메커니즘경영학회
지속경영학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실천경영학회 실천경영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경영공학회 한국경영공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한국로지스틱스학회 한국경영사학회 한국경영사학회

한국산업경영학회 한국산업경영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경영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경영 
커뮤니케이션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조사협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조사협회

한국마케팅학회
한국조사협회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 학회

한국인터넷 
전자상거래 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미디어경영학회

한국전략경영학회 한국전략경영학회 한국전략경영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생산관리학회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한국전략마케팅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유통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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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별 학술세션·학회간 
융합세션 상세일정

기술경영경제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00
사회자 : 김규남(경기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민주(경북대) 최현도(동국대) 파생상품 보유가 미래이익의 주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김종석(한국기술교육대) 최현도(동국대)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s Opportunity and  

Business Model Design and Change

여영준(국회미래연구원) 김규남(경기대) 미래 적응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정도범(KISTI) 김규남(경기대) 정부의 지원 유형에 따른 중복 효과에 관한 연구: ICT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경주(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규남(경기대) 병원의 혁신역량과 진화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IT서비스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1:00 ~ 12:15
사회자 : 조재희(광운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박기호(호서대) 조재희(광운대)
BSC프레임워크 기반 ERP시스템의 재무 성과 영향요인:전략적 연계성의  

상호작용효과와 고객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점의 매개 효과 (IT서비스학회)

 서종우 
(광주과학기술원)

조재희(광운대)
한국어-수어 1대1  

스크립트 데이터셋 제작 방식에 관한 연구 (IT서비스학회)

백가은(광운대) 조재희(광운대)
공공자전거 이용패턴 분석을 위한 데이터마트  

설계 및 구축 연구 (IT서비스학회)

시새롬(STEPI) 김연배(서울대) 메타버스의 재부상과 생태계 구축 전략 (기경학회)

임혜정(경북대) 김연배(서울대)
이러닝(E-learning) 분야의 지적 구조를 통한 동향 분석: COVID-19 

pandemic 관점에서 (기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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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커니즘경영학회, 지속경영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0:15
주   제 : Sustainable Development
사회자 : 박기찬(인하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용식 
(IPS 연구교수)

고영희 
(aSSIST)

Negative Effect of Current Account Surplus on Long-term Growth; 
Focused on the Cases of Japan, S. Korea and China

홍성식 
(IPS 연구교수)

양지연 
(수원대)

내 책상 위의 4차 산업혁명, RPA솔루션의 적용 사례와 문제점

박준원, 박제곤, 김정현 
(LG전자)

이윤철 
(한국항공대)

LG Way와 ESG 경영 메커니즘: 정도경영으로 지속가능성장의 실천

윤기동 
(한국공항공사 /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김지희 
(한국항공대)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의 발전

메커니즘경영학회, 지속경영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30 ~ 11:45
주   제 : Innovative Mechanism in Airline Industry 
사회자 : 이윤철(한국항공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병권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고영희 
(aSSIST)

빅데이타를 활용한 항공사의 신시장 진입전략

이희정 
(인천국제공항공사 

/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양지연 
(수원대)

COVID-19가 항공화물시장에 미치는 영향

허주희 
(한국공항공사 

/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김지희 
(한국항공대)

저비용항공사 취항이 공항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 세계 주요공항분석을 중심으로

김영희 
(한국항공대 박사과정)

박기찬 
(인하대)

COVID-19 위기환경을 경험한 항공서비스 스케이프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가치와 항공사 선택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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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5:50
사회자 : 전홍준(신구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산 수석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 김정태 대표(MYSC) 

서종식 실장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전홍준 교수 (신국대)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 인센티브 

김상준 교수(이화여대)
최지흥 교수 

(Eastern Michigan University)

민간영역 주체로만 구성된 사회혁신 인센티브 시스템의  
분석 모형 개발 

유한나, 한상일 
(연세대)

김상준 교수 
(이화여대 교수) 

오단이 교수 
(숭실대) 

엄영호 교수 
(동의대)

사회적경제 조직의 부문 간 협력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 특성별 차이 규명

오유림, 라준영 
(가톨릭대)

사회 성과 보상(Social Performance-based Incentive)  
제도 비교 연구 

서경준 사무총장 
(더좋은세상)

사)피피엘 사회혁신 창업기업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사례 연구

양용희, 조성희 
(서울신학대)

라준영 교수 
(가톨릭대) 

유미현 수석연구원 
(사회적가치연구원) 

임태균 교수 
(전북대)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영향 측정도구 개발

이재형 
(SK텔레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환경투자사업의 실물옵션 분석:  
해피해빗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실천경영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2:00
주   제 : 4차산업 혁명시대에 실천경영 전략 
사회자 : 이정원(동의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심민보(동의대)
이경구(동의대)

김창태(동의대)
패션헤어 서비스품질이 이용고객의 자존감과 정신건강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김동석(동의대) 박상봉(동의대) 금형제조사의 인지된 서비스 품질이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재형(동의대) 장휘(동명대)
중소기업의 종합적 품질경영활동 

(TQM)이 기업역량,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정은(동의대) 이정원(동의대) 정보시스템품질이 기술수용모형과 사용자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상현(충북대) 장휘(동명대) 이동철(동의대)
SWOT, TOWS분석을 활용한 ㈜쌍용자동차의  

경쟁력 분석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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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PEC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30 ~ 15:00
주   제 : APEC and Korea: In Search of Post-Pandemic Business Opportunities
사회자 : 김흥종(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이용식  
(조지아 주립대)

"Regulatory Autonomy under the WTO Agreement on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Implications of 

Korea–Import Bans, and Testing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Radionuclides"

박상철   
(한국산업기술대)

The Future of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in the 
Asia Pacific Region and Major Economies’ Strategies for the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Young Woo Lee  
(Kyung Hee University)

Geon-Cheol Shin  
(Kyung Hee University) 

Yin Nam Li 
(Far East University )

The Effect of Ad Model Fit on Consumer Attitudes: Focusing on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한국경영공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50
주   제 : 가상융합경제와 경영공학
사회자 : 이홍주(숙명여자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이해인, 김종모, 손미애 
(성균관대)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템 그룹 발견 및 그룹 기반의 협업 필터링 적용 연구

배상완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이 액셀러레이터 선택 시 고려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관한 연구

김운선
(한국발명진흥회)

국유특허의 기술적 특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성과에 미치는 실증 분석

유인식
(디아지오코리아)

선물(Gift Giving)에서 체면 민감성이 구매성향 및 채널 검색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홍주
(숙명여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제품의 소비 트렌드 분석과 마케팅 전략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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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30
주   제 : ESG경영환경시대에 있어서 기업가의 역할
사회자 : 이종호(공주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한주희, 최명철 
(가천대)

서문석(단국대)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최고경영자 구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성기(총신대) 차동옥(성균관대) 재일본 동포기업인들의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과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2:00
주   제 : 경영과학 세션
사회자 : 모정훈 교수(연세대 산업공학과)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남승주, 윤희권(항공안전기술원)  
송운경(한국항공대 경영학부)

항공 정비조직 경쟁력 분석(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AMO) 
Competitiveness Analysis)

이재근(세명대 글로벌경영학부) 중앙정부와 경기도 공공정책의 전략적 정렬에 대한 논의: 신성장동력정책을 중심으로

Yongkil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ih-Chuan Tsai 

(National Taiwan Normal University)

What Factors Are Associated with Stock Price Jumps in High Frequency?

신택수(연세대 경영학부)
김기연(연세대 원주의과대학)

손연정(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최지혜(연세대 원주의과대학)

Explainable Prediction of Korean COVID-19 Vaccine Hesitancy Using LightGBM 
Classification and Tree SHAP Method

김진우, 안병천, 신택수
(연세대 경영학부)

딥러닝을 이용한 암호화폐 도지코인 가격 예측

하지민, 이종혁, 신택수
(연세대 경영학부)

감성분석과 LSTM을 이용한 테마형(2차전지) 상장지수펀드(ETF) 가격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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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정보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0:50
주   제 : 디지털 뉴딜과 경영정보활용
사회자 : 전성민(가천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전성민(가천대) 
이정훈(중앙대)

블록체인을 이용한 게임 아이템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가능성

Seok Noh  
(Jeju National University) 

JaeJung Kang  
(Jeju National University)

Factors Influencing Information Contribution Intention in China’s SMEs

윤우섭, 김명종(부산대) 기업부실예측 앙상블 모형의 AUROC 최적화

전희진, 권영옥(숙명여대) 코로나19 이후 대학 온라인 수업의 교육 방향 탐색: 수업 수기 분석을 중심으로

유경민, 김명종, 조성임 
(부산대)

기업부실 예측의 성과개선을 위한 기하평균 정확도 기반의 앙상블 학습

이지우, 정지훈, 문혜정
(세종대)

SNS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 배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연구

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1:50
주   제 : 고객중심 경영커뮤니케이션
사회자 : 정의선(한국경영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Ty Choi, Reid McLa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박용승 
(경희대)

Why is Youth Entrepreneurial Activity Lacking in Korea?

심재선(경희대)
김정아 

(한양대)
의료기관 조직구성원의 개인과 업무 특성이 커뮤니케이션  

만족에 미치는 영향

김범수(KT)
장혜정 

(경희대)
트랜스포머 NLP를 활용한 비정형 데이터인 뉴스기사 기반  

주식매도 타이밍 예측 AI모델링

손민석(KT)
이새봄 

(경희대)
Bert모델을 활용한 딥러닝 기반 인공지능 도메인 특화  

언어 모형 개발

정의선(미래에셋생명) 이상기(성신여자대) 생명보험의 고객경험 중심 경영 사례

최영주(키다리아줌마) 우건조(고려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시작, 브랜드네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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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컨설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5:50
주   제 : 혁신적 마케팅과 창업
사회자 : 지성구(한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형철(남서울대) 신용재(삼육대) 창업가의 디지털 역량이 인지된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Zhongju Liao 
(Zhejiang SciTech University)

Shufeng Xiao(숙명여대) 

남현정 
(덕성여대)

Toward more thinking and understanding of 
experimental culture, improvisation capability, 
and firm performance : Evidence from China

전문박(부산외대)
최민철(동아대)

이한근
(목포대)

중국과 미국 간의 정치적 이슈가 한국 제품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중국 소비자의 세계시민주의를 조절변수로

이인구
(한국교통대)

이호택
(계명대)

긍정심리자본과 판매성과 간의 관계

한국경영컨설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5:50
주   제 : 국제경영전략과 사례
사회자 : 홍의(광운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국춘우(계명대) 
이태희(계명대)

김정포
(부산외대)

비대면 상황을 극복한 중국 물류업체 사례연구:  
중국 순펑 택배회사 중심으로

한정(계명대) 
이태희(계명대)

제혜금
(전주대)

전자상거래가 중국의 수출무역에 미치는 요소에 관한 연구 
-무역중력 모델을 중심으로

오준석(숙명여대)
최돈승

(안동대)
데이터세 도입에 대한 주요 쟁점과 

다국적기업에의 전략적 시사점

강신애(서울과기대) 
취디(서울과기대)

김응규
(한밭대)

노동투자효율성이 환노출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제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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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객만족경영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30 ~ 11:50
주   제 : ESG경영 시대의 CS경영의 새로운 접근 
사회자 : 김연성(인하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신현암
(팩토리8)

ESG경영은 MZ세대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키는가: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김서영, 김연성
(인하대)

미래공항의 ESG 가치를 그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이해관계자 만족 사례

김계수
(세명대)

시스템 다이내믹스 관점의 사회적 가치측정모델 개발

이상훈(수원여대)
박민서(인하대)

CS의 새 지평을 열어 줄 구독모델 트렌드 분석

최동수, 강현나, 한진수
(경희대)

COVID-19에 따른 호텔 서비스품질, 위생안전방역 인식, 고객만족,
행동의도 간의 영향 관계 연구 : 수정된 IPA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30 ~ 15:30
주   제 :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관련 이슈와 쟁점
사회자 : 김기승(부산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명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홍지훈
(부산대)

비정규직 비율이 분위별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조현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사업장간 경쟁과 파편화를 넘어 조정된 교섭으로  
-자동차부품 하청업체 사례를 중심으로 -

최종석(고려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산업 안전 관리에 있어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역할

정영훈
(한국노동연구원)

장영석
(전국언론노조)

단체교섭에서의 공정대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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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주   제 : 국제화 1-1 : 재난과 현지시장 철수, 기업비전과 성과, 운영 효율성
사회자 : 고경일(백석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장유진(순천대) 
이재은(순천대)

박정민(울산대)
지각된 규제/질병·재난 위험과 현지시장 철수의지 간  

관계에서 위험감수성의 조절효과 검증:  
아시아시장 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오석(강원대) 
윤상로(강원대)

최돈승(안동대)
기업 비전이 추구하는 개념과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 관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Yong-Jeong Kim(김용정)
Silvana Trimi

Sang-Gun Lee(이상근)
나경아(충북대)

Analysis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International 
Logistics Hub Ports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주   제 : 국제화 1-2 : 부패와 다국적기업,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적 혁신
사회자 : 박병일(한국외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정대훈(강릉원주대) 
강지훈(안동대)

조연성(덕성여대)
본국과 현지국 간 부패 거리가 다국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 비즈니스 연계와 정치적 연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명현(숙명여대) 
오준석(숙명여대)

이민재(목원대)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분석:  

무역원활화 관점을 중심으로

Zhongju Liao 
(Zhejiang Sci-Tech University) 

Simon Shufeng Xiao 
(초수봉, 숙명여대)

이건희(영남대)
Linking Trust, Synergetic Innovation Capability, and 

Enterprises’ Financial Performance: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al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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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5:00 ~ 15:50
주   제 : 국제화 2-1 : ESG 전략, 공급사슬구조, 해외자회사와 역지식이전
사회자 : 김주태(단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강나연(단국대)
김주태(단국대)

김소형(경기대) 인터넷 기업의 ESG 전략: 카카오의 사례

김용정(서강대)
하병천(서강대)

박재찬(영남대) 서비스사이언스 관점의 서비스 공급사슬구조 탐색

한가록(순천대)
이재은(순천대)

양영수(한신대)
한국기업 해외자회사의 내·외부 네트워크 연결강도와 중심성이  

본사로의 역지식이전에 미치는 영향: 해외자회사의 탐색적  
역량과 활용적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5:00 ~ 15:50
주   제 : 국제화 2-2 : 인적자본과 성과, 인터넷 전문은행(토스), 제도적 거리와 진입방식
사회자 : 최순권(부경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서민교(대구대)
권순환(계명대)

노태우(순천향대)
인적자본과 기업성과:  

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혁신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태우(순천향대)
김균환(KAIST)
이지환(KAIST)

김정포(부산외대)
제도적 거리가 진입방식과 파트너 선택에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소유지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김소형(경기대) 김경애(국민대)
한국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진출과 결제 활용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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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케팅학회(한국조사협회 공동주최)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1:50
주   제 : 소비자와 마케팅 조사의 최근 트렌드
사회자 : 정환(건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연미 본부장(입소스) 한국마케팅학회 코로나시대의 소비자 행태변화와 글로벌 트렌드

김기주 상무(한국리서치) 한국마케팅학회
소비자 행동 이해를 위한 대안적 방법  

(패널을 이용한 Passive Measurement)

조한백 이사(PMI) 한국마케팅학회 광고효과조사 플랫폼

한국로지스틱스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3:50 / 14:00 ~ 14:50
사회자 : 이성희(호서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박진수(경북대) 친환경 공급사슬관리 활동이 친환경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

여민영(고려대) Managing customer's revealed preference for going green

이상준(연세대)
Evaluating and Measuring Revenue Performance for  

Television Home Shopping Programs

이성희(호서대) 최소 품질 표준과 기업의 최적 품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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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0:50
주   제 : OTT 등 디지털 미디어 경쟁과 디지털 전환
사회자 : 김민기(KAIST)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장채윤(고려대) 
임철민(고려대)  
김성철(고려대)

지성욱(한국외대) 국내 OTT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역량에 대한 비교 분석

이정민(CJ미래경영연구원) 곽규태(순천향대)
스트리밍 사업의 성장 전략: 

애니메이션, 게임에 걸쳐 IP 기반 진화하는 트랜스미디어

임희종(서울시립대)
최보름(서울시립대)
송지희(서울시립대)

이대호(성균관대)
기업의 디지털 전환(DT) 경쟁력 분석 모형개발 및 적용: 

공기업 10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50
주   제 : 인사조직
사회자 : 김상덕(경남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류동우(영남대)
박태경(영남대)

김기근(대구한의대)
박지호(한국도로공사) 

김충현(영남대)
Knowledge-based HRM practices, absorptive capacity and 

innovation performanc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strategic orientation of HR functions

조기석(계명대) 김대건(대경대)
조직유형의 관점에서 본 공공기관장들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 –권력거리 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Md Alamgir Mollah(계명대)
신진교(계명대)

권순환(계명대)
The Influence of Leader-member Exchange on 

Organizational Innovation in Bangladesh:  
A Mediated-moderation Model

심현용(크레텍책임) 김은실(경남대)
중소기업의 핵심인재관리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업종 및 규모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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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50
주   제 : 마케팅, 운영서비스
사회자 : 김경호(계명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백영미(경일대)
김용(경일대)

배수현(대구카톨릭대)
은행의 내부고객지원활동이 시장지향성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승준, 박영근(창원대) 이형탁(계명대)
시간적 초점이 도시재생관광지의 자아일치성과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종호(서울여대) 
김태민(서강대) 

이세리(서울여대) 
이채린(서울여대)

박혜경(아주대)
ESG활동과 브랜드자산과의 관계: 

혼합연구법 (Mixed Method Approach)의 활용

Chu Chia Chia(경북대)
김성수(경북대) 

김길환(계명대) Supply chain agility and supplier selection - A Survey  

한국산업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30
주   제 : 경영전략, 회계
사회자 : 정재휘(대구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재혁(계명대) 
여경환(계명대) 

장수덕(한남대)
정보화 역량이 소규모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합리문화와 산업유형의 조절효과

오현주(경일대)
김용(경일대)

이장형(대구대)  기업특성에 따른 이익조정과 조세회피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이상원(계명대)
신진교(계명대)
여경환(계명대) 

조정일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기업가 정신이 중소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기술혁신의 매개효과 및 마케팅역량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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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관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09:50
주   제 : Rising challenges to operations management in digital era
사회자 : 오재영(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박지현, 이승준(중앙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람들의 오프라인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

Oriana Aragon 
(Clemson University)

Min Kyung Lee 
(Baylor University)

Aleda Roth 
(Clemson University)

Identifying Realized Customer Value for Wellness
- Centric Features in Hospit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EEG Signals

오재영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Facilitator vs. Obstructor in Supplier Integration (SI) 
for New Product Development (NPD)

한국생산관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0:50
주   제 : Data driven intelligence in operations
사회자 : 박승재(연세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임현욱, 정승환, 오경주 
(연세대)
이희수

(세종대)

채권시장과 금리시장 지표에 기반한 외환시장 환율예측 연구:
인공지능 활용의 실증적 증거

Minseok Park 
(Salisbury University)

Pelin Pekgu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Manoj Malhotra(Case Western 

Researve University)
Sriram Venkataraman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inar Keskinocak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An Empirical Analysis of Buyer Strategic Ordering Decisions
through a Behavioral Experiment

박승재(연세대)
이승래(한국외국어대)

Sridhar Seshadri(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Variations of the Bullwhip Effect Across Foreign Subsidi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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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산성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20
주   제 :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과 생산성 1
사회자 : 김경호(계명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이창원(한양대 )
손이펑(한양대)

김현철(군산대)
자동차산업 에서의 품질, 고객만 족 및 재구매 의 도와의 관계 :

중국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종용(강원대)
윤현중(강원대)

한철호(KB인베스트먼트) 국내 가족기업의 신규상장 성과에 관한 연구

정석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심상오(한밭대)
국가연구장비 공동활용이 연구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

공유경제와 개방형 혁신이론 중심으로

한국생산성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30 ~ 15:50
주   제 : 글로벌 아시아 시대의 제2창업과 생산성 2
사회자 : 노경호(대림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하준철(한밭대)
이준우(한밭대)

문재승
(대전대)

사내기업가정신이 혁신행동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 분석

한천영(영남대)
담락묘(영남대)
안성익(영남대)

채희선  
(부경대)

참여적 리더십이 상사신뢰에 미치는 영향:
상사의 능력 및 부하의 권력거리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준희(KT경제경영연구소)
김병도(서울대)
이유석(명지대)

이준섭
(강릉원주대)

CSR 활동의 홍보가 제품 성과에 미치는 영향:
브랜드 원산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제갈란(충북대)
김학수(충북대)

이수진
(전남대)

조직지원인식과 상사지원인식의 일치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및 팀 재직기간의 조절역할:

다차항 회귀분석과 반응표면 방법론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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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50
사회자 : 박종수(고려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성태(경희대)
손한(경희대)

박성욱(경희대)
박시훈(명지전문대)

내·외부적 CSR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 국제 다각화 수준을 중심으로 -

김도영(한양대)
고종권(한양대)

이예지(서울시립대) 미환류소득에 대한 세제의 실효성

송재익(동국대)
김갑순(동국대)

박시훈(명지전문대)
김성태(경희대)

국가 간 UTB 공시 사례 비교를 통한 K-IFRS
2123호 도입 효과와 개선방안

이동식(경북대)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한국유통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1:10 ~ 12:30
사회자 : 이수동(국민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유신양(성균관대)
손정화(성균관대)

장명균(백석문화대)
Traditional WOM versus e-WOM:

Which one has a greater influence on purchase intention?

유성종(고려대)
김재욱(고려대)

김태완(성균관대)
외부 위기 상황 동안 본부의 관리방식이

가맹점의 재계약 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석원(단국대)
정연승(단국대)
왕후청(단국대)

이성호(한밭대)
라이브커머스상에서 소비자구매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최진(한밭대)
이성호(한밭대)

이호택(계명대)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소매점 자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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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6:00
주   제 : ESG 와싱 리스크와 기업 컴플라이언스
사회자 : 김상수(용인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조창훈
(한림국제대학원대)

ESG 와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업 컴플라이언스

용석광
(한국준법진흥원)

ESG 시각에서 본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기준서

장윤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ESG평가기관의 컴플라이언스 강화방안

종합토론
류윤교(한국사내변호사회) 
송영선(한국법제연구원)

이지윤(연세대)

한국인사조직학회 & 한국인사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20
주   제 : 조직행동/인사 Ⅰ
사회자 : 김기태(상명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박준서(국방대)
손승연(국방대)

최우재(청주대) 권위적인 리더, 능력있는 리더

김대호(성균관대)
최세경(백석대)

조영삼(경상대)
심리적 임파워먼트의 재발견:

개인-직무 적합성과의 상호작용이 창의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미옥(서정대)
주한재(동양대)
한용수(동양대)

곽원준(숭실대) 직장인의 그릿이 조직신뢰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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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조직학회 & 한국인사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30~15:50
주   제 : 조직행동/인사Ⅱ

사회자 : 이승윤(홍익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동철(한국외대) 김철영(명지대)
혁신성이 위험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 CEO창업경험의 조절된 매개효과

임현명(연세대)
양혁승(연세대)

신수영(영남대)
수직적 임금격차가 이직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패널데이터

분석: 근속연수 및 호봉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정원(경기대) 한준구(강남대)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가치의 역할 탐색 : 기업의 ESG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구성원의 혁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재윤(한양대)
양경욱(순천향대)
채연주(전북대)
박경원(한양대)

서유미(서울시립대)
An Empirical Test of an Integrative Model

of Emotional Labor Process

한국인사조직학회 & 한국인사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20
주   제 : 조직이론/전략Ⅰ

사회자 : 김민정(전남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박소현(U. of Minnesota)
이무원(연세대)
김보경(연세대)

김희연(Cornell U.)
Status and Reputation in Learning from Errors
: The Case of Auto Recalls from 2000 to 2015

한종운(고려대) 류원상(KAIST)
(The) Relationship between Founder’s Prior Startup

Experience and Start-up Performance:
Moderating Role of Business Accelerator Components

이서울(서울대) 이용훈(HKUST)
What Makes Some People More Susceptible

to Social Influence than Others?
The Musiclab Experiment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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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조직학회 & 한국인사관리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30 ~ 15:50 
주   제 : 조직이론/전략 Ⅱ
사회자 : 박선현(서울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Christina Fang(New York U.)
김지현(연세대)

Joseph Porac(New York U.)
김도현(성균관대) 퍼지(Fuzzy)한 정체성 하에서의 인종간 분리

장가영(한양대)
강형구(한양대)

이진주
(Hitotsubashi ICS)

Organizational Learning for Exchange -Traded Fund
Management with Illiquid Underlying Assets

최승호(이화여대)
Gerry McNamara

(Michigan State U.)
김상준(이화여대)

김지현(연세대)

Staying or Switching the Course
: The Effect of Prior Innovation Attributes

on Organizational Vacillation between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0:00
주   제 : 기업 사례 Ⅰ
사회자 : 김희봉(현대자동차)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정영재(LS미래원) 김덕중(IBM)
자원관리에서 경험관리로의 진화: 

직원경험의 구성요소, 설계 및 시사점 인사

강윤진, 전선호
(키스톤 컨설팅그룹)

탁제운(SKT) 위계형 문화의 조직건강도(OHI) 진단조직

박상욱(삼성물산(주))
송영수(한양대)

이재영(국민대)
국내 대기업 밀레니얼 세대 구성원의

팔로워십 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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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11:00
주   제 : 논문 연구 Ⅰ
사회자 : 손승연(국방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천상은, 박희태
(동아대)

박지성(충남대) ESG 인적자원 관리 평가 지표 비교분석연구

김은지, 송영수
(한양대)

김철영(명지대) 직업훈련 평가자의 역량모델 개발

조희숙, 송영수
(한양대)

이금희(경상대)
대졸 청년층의 이직의도 영향 관계 탐색:

미스매치와 기업 평판을 중심으로

김정호(경성대)
정윤정(경상대)

채희선(부경대)
소셜미디어의 활용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1:00 ~ 12:00
주   제 : 논문 연구 Ⅱ
사회자 : 송경수(부산카톨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선동익, 손승연(국방대) 하성욱(한성대) 위선적인 리더와 구성원의 과업성과

김병성(울산대) 신수영(영남대)
진성리더십이 변화지향조직시민행동에 미지는 영향:
그릿, 긍정심리자본의 다중직렬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세은, 김희봉
(현대자동차그룹인재개발원)

박희태(동아대) 비대면 상황에서 요구되는 리더십에 관한 제언

정동섭, 이희옥(경성대)
이민수

(육군사관)
탐험과 활용 혁신과 기업성과:

기업가 지향성의 매개효과와 혁신수용성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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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3:50
사회자 : 이종화(동의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이종화(동의대)
이현규(부경대)

채용정보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직무 스펙 연구

윤지혜(울산과학대)
이종화(동의대)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한 CSR 키워드 트렌드 분석

이은경, 전중옥(부경대) 온오프라인 환경에서 소비자 감정 반응의 추출 및 구조화

김영철, 두자오이
(경상국립대)

세무계획이 미래 법인세 정보에 미치는 영향

박기남(동의대) 블록체인 정보시스템의 예비타당성조사에 Fuzzy AHP 접목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사회자 : 정대현(부산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정대현, 김진성
(부산대)

고객충성도 제고를 위한 정보공유와 CSV 활동

김상희
(부산대)

웹사이트 패스워드 변경에 대한 사용자 저항에 관한 연구:
행동경제학 관점에서

용해명, 남인용
(부경대)

중국 타오바오 앱 품질과 감성가치가
타오바오(淘宝)의 소비자의 만족도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이석인, 최수정
(목포대)

중화권 옴니채널 구축을 통한 국내기업의 글로벌 셀링 지원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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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15
주   제 : 기술혁신 전략
사회자 : 김영규(고려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이정현, 김상균
(성균관대)

노태우(순천향대) 국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 혁신 현황

장용진, 김봉선, 김언수
(고려대)

최현도(동국대) 민군겸용 기술개발이 혁신 성과에 미 치는 영향

김은지, 김수현(숭실대)
장가영(한양대) 

현은정(홍익대)
How to Apply Artificial Intelligence

for Social Innovations

한국전략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4:15
주   제 : 경쟁전략
사회자 : 이상윤(성공회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장유진, 이병희
(한양대)

진규호(GIST)
The impact of ESG activities on firm value: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etition within the industry

신예인, 김언수
(고려대)

남윤성(동아대)
No one puts new wine into old wineskins:

A new theoretical framework for competitive
strategies in Platform business

이승주, 최승호, 김상준
(이화여대) 

박철형(충남대)
Get Opportunities from the middle of difficulty
: The effect of market problems of incumbents

to entrepreneurial firms’ marke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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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25 ~ 15:40
주   제 : 플랫폼 비즈니스
사회자 : 홍성진(영남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박진수, 김언수
(고려대)

김추연(건국대)
The nature of the platforms: Pipeline and
Platform business comparison through

Transaction Cost lens

Mengjin Gao, 김영규
(고려대)

김상준(이화여대)
Incumbents’ Platformization: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Statuson
Platform Business Model

김주희, 김도현
(국민대)

최원용(상명대)
How Complementors Use Quality Signal in Platform:

Evidence of the Moderating Effects
of Platform Design in Equity Crowdfunding Platform

한국전략경영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25 ~ 15:40
주   제 : 불확실성 관리 
사회자 : 유재욱(건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신서원, Suresh Kotha
(Washington)

박의성(Syracuse)
민정원(Sophia)

A blessing or a curse?
Being a unicorn firm in the IPO market

류세라(SUNY, Binghamton)
최승호(이화여대)

Wen Zhen(ShanghaiTech U)
Joseph T. Mahoney(U of Illinois)

김봉선(고려대)
When you are running out of imagination:

Vicarious learning as a mechanism
to revitalize your unutilized knowledge

민정원(Sophia)
Hyonok Kim(Tokyo Keiza)

Konari Uchida(Kyushu)
임미희(명지대)

Picturing a Rosy Future: Temporal Offsetting under
Earnings Pressure from Management Fore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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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략마케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3:00 ~ 13:50
주   제 : COVID19 이후 마케팅의 변화
사회자 : 하환호(경상국립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신현희
(HS Ad)

변숙은(광운대) Post COVID 19, 경험 마케팅의 진화 방향

김태훈
(코리아 리서치)

김장현(군산대) COVID 19 이후의 HCPC Customer Engagement 전략

한국전략마케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5:50
주   제 : Doctoral Consortium
사회자 : 정강옥(한남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정한(경남대) 이호택(계명대)
관계수명주기에 따른 제조업체의 영향전략이

소매업체의 기회주의에 미치는 영향

전문박(부산외국어대) 하환호(경상국립대)
중국인들의 브랜드 국적인지에 따른

글로벌 소비성향과 성별이 제품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허은재(계명대) 김상덕(경남대)
B2B 산업에서 영업사원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판매영향전략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 가치기반판매의 조절효과

변홍주(경상국립대) 이영일(부산외국어대)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마케팅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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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일   시 : 8월16일(월) 13:00 ~ 13:50
주   제 : 기업성장과정
사회자 : 유재욱(건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나현, 김상준(이화여대)
노성철(사이타마대)

이은선(경상국립대) 소셜 벤처의 성장과 문화형성의 공진화 과정 고찰

한주희(가천대)
이주일(울산대)

김상준(이화여대)
박지훈(한양대)

국내 유니콘 기업들의 성장 궤적 고찰: 
창업과정 관점

변해진(성공회대) 최영근(상명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과 초기 안정화 요인 탐색: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역조합 설립 사례 분석

한국중소기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주   제 : 중소기업, 고객, 그리고 사회
사회자 : 최영근(상명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이종욱
(서울여대/한국모빌리티학회)

유승직(숙명여대)
이지만(연세대)
이병희(한양대)

강승완(가천대)
사회적 책임 및 ESG: 규제인가 경영혁신인가 위선인가?

- ESG 위원회의 지배구조 중심의 사례연구-

김대종(세종대) 이우진(국민대) 중소기업 창업과 ESG 연구

왕후청(단국대)
정연승(단국대)

오한나(경북대)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이 관계성과 및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 혁신성향의 조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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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50
주   제 : 기업가정신과 리더십 
사회자 : 진병채(카이스트)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차민석(창원대) 서리빈(포항공대) 진정한 기업가정신과 적응적 혁신: 테슬라는 와해성 혁신인가?

전제필, 전희준(InnoTraining Inc.) 최동원(이화여대) 신경과학 기반의 뉴로-리더십

정유리(성공회대) 이주일(울산대) 경남산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창업그룹 특성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5:00 ~ 15:50
주   제 : 창업 및 혁신 생태계 자원
사회자 : 이상윤(성공회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안현진(성공회대) 한주희(가천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립에서의 기업가적 자원 연구

- 의왕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사례

배경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상준(이화여대)
지방혁신도시의 산업집적지로서 지식산업센터의  

효과적인 정책적 활용방안

김상준(이화여대)
이주일(울산대) 
한주희(가천대)

진병채(카이스트)
The Role of Community-Level Resources in the 

Emergence of New Organizational Forms: 
Two Illustrations

한국증권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09:00 ~ 10:20
주   제 : ESG와 은행차입
사회자 : 박광우(KAIST)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동범, 정성준(서울대) 이준엽(UNIST)
Are Socially Responsible Firms Really Responsible? 

Main Street Lend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박흥주, 한중호(성균관대)
Chao Jin(HKUST)

강기윤(연세대)
Geographical Concentration and Creditor Coordination :

Evidence from Syndicated Loan Covenants

김학겸(한국거래소)
안희준(성균관대)

이희범(고려대)
사회책임투자채권에 발행프리미엄이 존재하는가? :

COVID-19를 전후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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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30 ~ 11:50
주   제 : IPO와 금융시장 
사회자 : 김누리(한양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조은영(국민연금연구원) 이상원(서울시립대)
IPO Motivation and Peer Effects:

Evidence from the Korean Stock Market

박준호(명지대)
Hao Liang, Wei Zhang

(Singapore Management
University)

김태현(중앙대)
Riding off into the Sunse:

Dual-Class Structure
in the Age of Unicorns Going Public

이희수(세종대) 이장욱(한국개발연구원) Contagion Network Test in Financial Markets

한국증권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30 ~ 11:50
주   제 : 펀드와 자산가치
사회자 : 안희준(성균관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병호, 한재훈(연세대)
김시청(한국투자증권)

양철원(단국대) 상장지수펀드의 주식소유비중과 변동성에 관한 검정

정지웅(고려대)
Koren Jo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Sejin Kang

(Ohio State University)
김재욱(국민연금연구원)

반주일(상명대)
The Intended Consequences of More Frequent

Portfolio Disclosure of Mutual Funds

이동욱(고려대)
Lingxia Sun 

(Sun Yat-sen University)

박훈석 
(Univ. of Melbourne)

What Explains Cross-Country Difference in Corporate
Valuations? Growth Opportunities or Profi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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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창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45
주   제 : 여성기업가정신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장우정, 송지희, 이성호
(서울시립대) 강영선

(서울시립대)

여성기업가 역량 모델에 관한 개념 고찰

성상현
(경상국립대)

서지정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여성기업가정신 글로벌 연구 동향 분석

한국창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55 ~ 15:55
주   제 : 창업과 기업가정신 관련 정책연구와 국제비교연구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영환 등(STEPI)
이성호(서울시립대)

해외 주요국 창업생태계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방안

김종식(단국대)
창업환경 요인이 창업인식(개인/조직)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국·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00 ~ 14:45
주   제 : 조직 및 경영 현안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진수연(부산대)
박철우(부산가톨릭대)

상사의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소진의 매개효과

강철승(중앙대)
With & Post COVID19 Pandemic Era

韓國 ESG 現況과 測定 政策 方向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 81



한국회계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50
주   제 : 재무회계
사회자 : 선우희연(세종대)
발표내용(Program in English)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Shin Hyoung Kwon
(Hanyang University ERICA)

Hyunsoon Yim
(Penn State Behrend)

Joongseo Kim
(Penn State Behrend)

Free 
Discussion

Looking Far or Close: The Explanatory Role of Myopic 
Manag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Dominanc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onsuk Ha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Investors' Portfolio Adjustment after 
Shareholder Litigation

Eugenia Y. Lee
(Seoul National University)

 Auditor Liabilities Backfired: 
International Evidence on Opinion Shopping

한국창업학회 시상식

일   시 : 8월 16일(월) 10:00 ~ 11:50
주   제 : 창업경영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식
사회자 및 좌장 : 장우정(서울시립대), 김상욱(한신대), 전광호(서울사이버대)
발표내용

세션(일정) 내 용

세션1(10:00 ~ 11:00) 수상기업 공적 사례 발표

세션2(11:10 ~ 11:50) 수상식

한국창업학회

일   시 : 8월 16일(월) 14:55 ~ 15:55
주   제 : 창업역량과 창업교육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형선(한양대)
김상욱

(한신대)

창업역량 진단 챗봇 Prototype 개발

김보혜(계명대)
디자인씽킹교육이 창업자기효능감,

창업의지와 문제해결능력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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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50
주   제 : 재무 및 세무회계, 회계감사
사회자 : 정준희(대구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최정운(대구대)
이동헌(고려대)

최승욱(경희대) Analyst Lifetime an d Forecast Accuracy

양준선, 전종은
(서강대)
천준범

(서강대/신승회계법인) 자유토론

코로나19 시기의 현장감사일수가
감사시간 및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박종일, 이윤정
(충북대)

적자회피 및 기업지배구조가 현금유효세율과
GAAP 유효세율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한국회계학회

일   시 : 8월 18일(수) 10:00 ~ 11:50
주   제 : 기타 정책 및 회계 사례 연구
사회자 : 강정연(선문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강나라(한경대) 손혁(계명대)
분기보고에서 비기대이익에 대한 

달력의 영향과 시장의 평가

박지은(경북대)

자유토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경태(경북대) R&D지출 및 정부R&D 지원 데이타의 회계학적 재조명

김영준(한국외대)
조미옥(서울대)
이수정(인하대)

콜옵션 전환사채와 경영권 강화: 현대엘리베이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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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일   시 : 8월  17일(화) 16:30 ~ 17:40
주   제 : 경영교육혁신 세미나(회계 전공)
사회자 : 김갑순(동국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범준(가톨릭대) 구정호(금오공대)
박진하(숭실대)
박청규(동국대)

정주렴(서울시립대)
조형태(홍익대)

역량중심 회계교육과정 운영 사례 :
관리회계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송승아(서울여대)
회계전공을 위한 Flipped Learning

수업 설계 전략 및 운영 사례:
학습자 주도 예습 노트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일   시 : 8월 17일(화) 15:00 ~ 16:10
주   제 : 경영교육혁신 세미나(조직인사 전공)
사회자 : 김해룡(울산대)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토론자(소속) 논문 제목

김병직(울산대)

김종우(한양대/한양대 
경영교육혁신센터)

박지성(충남대)
봉현철

(전북대/한국인사관리학회)
정동섭(경성대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정세윤(한국방송통신대)

문제 기반 학습 (PBL, problem based learning)의 힘: 
U 대학교의 교과 및 비교과 과정 사례

전상길(한양대)
디지털 변혁기 IC-PBL기반 경영교육의 실제사례와 시사점: 

인사조직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일   시 : 8월 17일(화) 10:00 ~ 11:00
주   제 : 2021 경영교육인증 컨퍼런스
사회자 : 김홍식(한국경영교육인증원)
발표내용

발표자(소속) 논문 제목

김종우(한양대) 인증심사자 워크숍: 통합인증기준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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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임원 명단

운영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회장 박영렬 연세대
차기회장 한상만 성균관대

수석부회장 임건신 연세대
수석부회장 장혜정 경희대

수석상임이사 박정민 울산대
감사 김광현 고려대
감사 김성환 광운대

어워드 선정위원장 송재용 서울대
경영교육혁신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대외협력위원장 김동순 중앙대
산학협력위원장 김중화 한국외대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웅희 한양대
하계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허대식 연세대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이재혁 고려대
동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김건하 명지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효선 중앙대
주니어위원회 위원장 하성욱 한성대

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신현한 연세대
KBR 편집위원장 이성근 성신여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주권 건국대
인천경기지회장 김태동 차의과학대
대전충청지회장 박유식 충북대
대구경북지회장 신진교 계명대

강원지회장 변혜영 강원대
부산지회장 정동섭 경성대

울산경남지회장 정대율 경상국립대
광주전라지회장 정진철 조선대

제주지회장 정순여 제주대

고문단 및 자문단

구 분 성 명 소 속

고문단

김성수 경희대
김정권 이화여대
김태현 연세대
남명수 인하대
문형구 고려대
박경희 이화여대
박성수 전남대
박헌준 연세대
손태원 한양대

고문단

안종태 강원대

유성기 동북아협력 
위원회

이문선 한양대
이순룡 동국대
이중우 인제대
이진규 고려대
조희영 동국대
최원철 전주대
한진수 동국대
황호영 전북대

자문단

강정애 숙명여대
강혜련 이화여대
고일상 전남대
권석균 한국외대
권선국 경북대
권익현 동국대
김경수 전남대
김동재 연세대
김동훈 연세대
김석수 부산대
김언수 고려대
김용덕 숭실대
김종배 성신여대
김창완 부경대
김홍섭 인천대
남익현 서울대
노승종 명지대
도상호 계명대
류춘호 홍익대
문병준 경희대
문희철 충남대
박경혜 충남대
박기찬 인하대
박상언 충북대
박성연 이화여대
박성환 한밭대
박영근 창원대
박영석 서강대
박재기 충남대
박종희 울산대
박찬정 청주대
박철순 서울대
반선섭 강릉원주대
백권호 영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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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단

서민교 대구대
손성규 연세대
신동엽 연세대
신진영 연세대
안종석 전주대 
오재인 단국대
유규창 한양대
윤방섭 연세대
윤성수 고려대
윤성욱 동아대
윤태화 가천대
이동기 서울대
이성석 서원대
이웅규 대구대
이장섭 전남대 
이태희 국민대
이호선 단국대
이홍 광운대

임영균 광운대
장석권 한양대
정범구 충남대
정연앙 중앙대
정용기 전남대
정재연 강원대
조남신 한국외대
조성표 경북대
조영복 부산대
차동옥 성균관대
최성용 서울여대
표정호 순천향대
하영원 서강대
현정석 제주대
황용철 제주대
황인태 중앙대

부회장

구 분 성 명 소 속

수석부회장
임건신 연세대
장혜정 경희대

부회장

구자숙 경희대
권택호 충남대
김갑순 동국대
김건하 명지대
김경묵 덕성여대
김동순 중앙대
김봉진 이화여대
김재구 명지대
김주권 건국대

부회장

김태동 차의과학대
김효선 중앙대
민상훈 강남대
박광우 KAIST
박기우 성균관대
박노윤 성신여대
박유식 충북대
변혜영 강원대
성상현 동국대
송재용 서울대
신경식 이화여대
신진교 계명대
심덕섭 전남대

윤병섭 서울벤처 
대학원대

이미영 건국대
이성호 서울시립대
이웅희 한양대
이윤철 한국항공대
이재혁 고려대
이지만 연세대
이형오 숙명여대
임달호 충북대
임상훈 한양대
임효창 서울여대
전성률 서강대
정대율 경상국립대
정동섭 경성대
정명호 이화여대
정순여 제주대
정진철 조선대
조명현 고려대
최경규 동국대
최순규 연세대
최정철 인하대
허대식 연세대
허문구 경북대

상임이사

구 분 성 명 소 속

수석상임이사 박정민 울산대

상임이사

강명수 한성대
강보현 경북대
강성춘 서울대
강승완 가천대
강우성 동국대
곽주영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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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권성우 고려대
권순식 창원대
권종욱 강원대
김도현 국민대
김동배 인천대
김범성 선문대
김보영 한양대
김상덕 경남대
김상희 전남대
김성문 연세대
김승용 동국대
김정포 부산외대
김주태 단국대
김학균 성균관대
김혜진 세종대
김확열 부경대
김환일 전북대
노경호 대림대
노은영 성균관대
류수영 충남대
문두철 연세대
문정빈 고려대
문철주 동아대
박경민 연세대
박우성 경희대
박정은 이화여대
박종철 조선대
박진용 건국대
반혜정 안동대
배병렬 전북대
백윤정 경북대
성민 경성대

손정민 인제대
송윤아 조선대
신형덕 홍익대
우건조 고려대
유재언 계명대
윤나라 홍익대
이건희 영남대
이기은 대구대
이무원 연세대
이상근 서강대
이상명 한양대
이상철 동국대
이석규 성균관대
이세용 가톨릭대
이수진 전남대
이영일 부산외대
이은주 성균관대

상임이사

이을터 군산대
이재은 순천대
이정열 홍익대
이종건 중앙대
이지은 중앙대
이지환 KAIST
이춘우 서울시립대
임수빈 연세대
정강옥 한남대
정연승 단국대
정예림 연세대
정창화 고려대
조성도 전남대
주재훈 동국대
최정일 숭실대
최지은 강원대
하성욱 한성대
홍재범 부경대
홍재원 경남과기대

이사

구 분 성 명 소 속

이사

간형식 한국외대
강성호 조선대
강신애 서울과기대
강신형 충남대
강주영 아주대
고경일 백석대
고대영 군산대
곽원준 숭실대
곽준식 동서대
권기욱 건국대
권순동 충북대
권준엽 경북대
김민직 KoreaTech
김병수 영남대
김병직 울산대
김보영 서울과학종합대
김보영 국민대
김상준 이화여대
김선미 전남대
김소형 경기대
김억환 차의과학대
김용덕 기술보증기금
김인식 청암대
김재열 건양대
김태중 충남대
김현경 한양사이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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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동만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남윤성 동아대
류성민 경기대
문보영 단국대
박경미 농협대
박상연 배재대
박상철 대구대
박세열 연세대
박승재 연세대
박연희 공주대
박재찬 영남대
박종성 숙명여대
박지성 충남대
박희태 동아대
서미옥 동아대
서승범 연세대
성상현 경상대
성지영 전북대
손수진 조선대
신인용 부경대
안성익 영남대
안현철 국민대
양영수 한신대
양재완 한국외대
원지성 동덕여대
윤종철 계명대
윤현중 강원대
이동일 세종대
이민수 육군사관학교
이승윤 홍익대
이은철 동덕여대
이주일 울산대
이환우 경북대
임승희 수원대
임태균 전북대
장수령 연세대
조광희 동국대
조윤형 조선대
조재민 울산대
조항준 한화자산운용
지성구 한밭대
차경천 동아대
차윤석 동아대
채수준 강원대
천미림 청주대
최미화 부산외대
최석봉 고려대
최우재 청주대

이사
홍태호 부산대
황인덕 계명대

DSG팀

구 분 성 명 소 속

DSG팀

팀장 박정민 울산대

D팀
(Digital)

권준엽 경북대
김용덕 기술보증기금
성상현 경상대
조재민 울산대
조항준 한화자산운용

S팀 
(Sustainable)

김상준 이화여대

나동만 한국직업 
능력개발원

이주일 울산대

G팀
(Global)

손정민 인제대
송윤아 조선대
양영수 한신대
이재은 순천대
이정열 홍익대

위원회

구 분 성 명 소 속

어워드  
선정위원회

위원장 송재용 서울대

위원

강진아 서울대
김봉진 이화여대
성상현 동국대
신현한 연세대
유승원 고려대
이성근 성신여대
임건신 연세대

경영교육 
혁신위원회

위원장 임상훈 한양대
부위원장 김중화 한국외대

위원

김갑순 동국대
김창수 서강대
김해룡 울산대
송수영 중앙대
안성제 서울시립대
이호배 홍익대
최세학 서울과기대

대회협력 
위원회

위원장 김동순 중앙대

위원
배종석 고려대
안희준 성균관대
양채열 전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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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협력 
위원회 위원

유규창 한양대
이미영 건국대
이유재 서울대
이인무 KAIST
한영춘 영남대

산합협력위원회

위원장 김중화 한국외대

위원
김성건 인하대
최승현 한국외대
천세학 한국과기대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웅희 한양대

하계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허대식 연세대

위원
박승재 연세대
박세열 연세대
서승범 연세대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재혁 고려대

동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김건하 명지대

시니어 
위원회

위원장 최성용 서울여대

위원

고승희 단국대
김성수 경희대
남명수 인하대
박상규 강원대
송계충 충남대
유성기 총신대
이건희 이화여대
이문선 한양대
이순룡 동국대
이정도 경북대
이차옥 성신여대
정준수 부산대
천도정 전북대
최석신 전남대

여성 
위원회

위원장 김효선 중앙대

위원

공혜원 경기대
구자숙 경희대
성상현 동국대
안지영 이화여대
이수진 전남대
이승윤 홍익대
차운아 경북대

주니어 
위원회

위원장 하성욱 한성대

위원
위원

강신형 충남대
김민직 KoreaTech
김병직 울산대
김선미 전남대
김소형 경기대
남현정 덕성여대 

주니어위원회 위원

심정은 광운대
안현철 국민대
원지성 동덕여대
임미희 명지대
정지용 덕성여대
황인덕 계명대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김주권 건국대

위원

구자숙 경희대
김태동 차의과학대
박유식 충북대
변혜영 강원대
신진교 계명대
정대율 경상국립대
정동섭 경성대
정순여 제주대
정진철 조선대
차경진 한양대

공천위원회

위원장 박영렬 연세대

위원

한상만 성균관대
이두희 고려대
김용준 성균관대
이영면 동국대
강성춘 서울대
김보영 한양대
심덕섭 전남대
이미영 건국대
이성호 서울시립대
임건신 연세대
임달호 충북대
정재연 강원대
허문구 경북대
황재훈 연세대

기금관리 
위원회

위원장 한인구 KAIST

위원

박영렬 연세대
임건신 연세대
이준서 동국대
김갑순 동국대
하성욱 한성대

발전위원회 위원장 박영렬 연세대

사전편찬 
위원회 위원장 조대우 충남대

회원증강 
위원회

위원장 박영렬 연세대

위원회

한상만 성균관대
임건신 연세대
장혜정 경희대
김동순 중앙대
김중화 한국외대
신현한 연세대
이성근 성신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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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회

인천경기지회 성 명 소 속

인천경기지회 지회장 김태동 차의과학대

인천경기지회 운영위원

강승완 가천대
강주영 아주대
고재민 인하대
김상수 용인대
김상훈 인하대
박구웅 인천대
박호환 아주대
배일현 협성대
서정대 가천대
안영효 인천대
오세진 강남대
이돈희 인하대
이동현 가톨릭대
이성철 강남대
이승창 한국항공대
이재은 신한대
이창환 아주대
이현아 가천대
임성철 강남대
조재운 아주대
지홍섭 인천대
최현정 성결대
허원무 인하대

대전충청지회

지회장 박유식 충북대
고문 박경혜 충남대

운영위원

이형택 충북대
강호정 배재대
송우용 한밭대
정철호 목원대
구혜경 서원대
권택호 충남대
김범성 선문대
나준희 교통대
최우재 청주대

대구경북지회

지회장 신진교 계명대

운영위원

강성배 동국대
김민숙 계명대
박상철 대구대
신진교 계명대
이건희 영남대
이태희 계명대
정갑연 안동대
정재휘 대구대
허문구 경북대

강원지회 지회장 변혜영 강원대

강원지회 운영위원

김문섭 강원대
김소형 상지대
김태완 강릉원주대
박하연 가톨릭관동대

강원지회 운영위원

양오석 강원대
이주용 강원대
정재연 강원대
황재훈 연세대
황정태 한림대

부산지회

지회장 정동섭 경성대

운영위원

김상조 동의대
김석수 부산대
노정구 동명대
변영태 경성대
이상식 경성대
이희옥 경성대
홍순구 동아대

울산경남지회

지회장 정대율 경상국립대

고문
박영근 창원대

반성식 한국글로벌기업
가정신연구원

운영위원

김상덕 경남대
안태혁 창원대
오재신 경상국립대
오창규 경남대
장형유 경상국립대
천면중 울산대

광주전라지회

지회장 정진철 조선대

운영위원

김문태 조선대
심덕섭 전남대
양동민 호남대
오현성 전주대
이을터 군산대
이한근 목포대
조성도 전남대
조윤형 조선대
채준호 전북대

제주지회

지회장 정순여 제주대

운영위원

강재정 제주대
고창열 제주대
곽재우 제주 한라대
김근형 제주대
김동욱 제주대
김윤정 제주 국제대
김정훈 제주대
김행선 제주대
라공우 제주대
박운정 제주대
방호진 제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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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회 운영위원

송상섭 제주 관광대
양성국 제주대
이동철 제주대
조부연 제주대
허윤석 제주대
현민철 제주대
현정석 제주대
홍성화 제주대
홍재성 제주대

산업계

구 분 성 명 소 속 직 위

부회장

김만수 키투웨이 회장
김성한 DGB 생명 대표
김세진 한국펀드평가 대표
김윤회 라이언자산운용 회장
김재호 패스파인더 대표
문관식 한국의료재단 대표

박광서 페이거버넌스 
글로벌컨설팅 부회장

박상훈 스톤브랜드 
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박영숙 플래쉬먼힐러드 코리아 대표
박태선 보타닉센스 대표
박항기 메타브랜딩 회장
백영철 태성씨앤아이 대표
서양원 매일경제 전무
설도원 넥스트월드 인사이트 회장

양원준 포스코 경영지원 
본부장

윤대인 대방산업개발 대표
이상진 CGN 코리아홀딩스 부회장
이지윤 숨 프로젝트 대표
최호식 베스트네트워크 대표
홍영표 딜로이트 상임고문

이사

강창동 ㈜두코 대표
강희찬 금강오토텍 대표
고기영 삼화왕관 대표
권영상 키투웨이 대표
김경찬 포스코 상무
김승훈 스타비전 전무
김유승 비자코리아 상무
김천광 골프존 상무
명성식 강원전선 주식회사 대표
문성후 ESG중심연구소 소장
박대순 비즈니스디자인포럼 대표
박민숙 우창 대표
박성열 골드피쉬 대표

이사

손민선 LG유플러스 상무
손용민 8 Dimension 대표
송대섭 네이버 이사

심태호 LPK로보틱스 대표

엄석종 포르텍 대표이사
이수진 페이팔 코리아 대표
이승훈 영창케미칼 대표
이윤재 매일경제 차장
이준혁 디케이메디칼솔루션 대표
이진우 매일경제 부장
정영일 이음연구소 파트너
최소현 퍼셉션 대표
최원호 마이다스아이티 이사

한국경영학회 사무국
담당자 김민정 사무국장, 김아름 간사

전화번호 02-2088-2840~1 

팩 스 02-2088-2842

이메일 kasba@daum.net

주 소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34길 67,  

광진트라팰리스 B동 303호  
(사)한국경영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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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학회 기관회원

대방산업개발

한국펀드평가 숨프로젝트 라이언스자산운용파파존스

유진저축은행 표갤러리 키투웨이와이엠건설

전국경제인연합회 라이나생명 코오롱골프존

(주)덕일 한양증원 에이아이에프패스파인더

컴앤에스 아이엠엠희망재단 퓨트로닉포스코

(주)옵트론텍 주식회사 하이스틸 대한항공삼화왕관(주)

주식회사 화인파트너스 주식회사 한독 한빛아카데미(주)태성씨앤아이

노루홀딩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에프앤가이드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

쌍용제지주식회사 일신창업투자 DGB생명보험(주)우창

(주)두코 (주)엠피대산_미스터피자 (주)기흥디케이메디칼솔루션(주)

에프앤에프 (주)퍼셉션 강원전선(주)베스트네트워크(주)

한국은행 대한제강 넥스팜코리아영창케미칼주

삼성전자(주) 마이다스아이티 대지철강(주)아모레퍼시픽그룹

CJ대한통운 삼양식품 (주)현대경제연구원스톤브랜드커뮤니케이션즈

삼성KPMG 한영회계법인 (주)포스코건설(재) 서울의과학연구소

한국에이엔디 하나생명금강오토텍 CJ제일제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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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안내   1. 기관회원 연회비

2.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5-03504 (사)한국경영학회

기관회원 제공 혜택 1.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우대 참여
   2. 산학협력을 위한 학교와의 연결 및 교류의 기회
   3. 기업 맞춤형 인력 확보
   4. 직원의 경영학 교육을 위한 기회
   5. 사회적 책임 경영 수행 및 홍보

한국경영학회 기관회원 가입 안내

1956년에 창립된 한국경영학회는 우리나라 경영학계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학문적 수월성 추구는 
물론 기업과의 산학협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한국경영학회
는 학계와 업계에 계신 9,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영학의 모태이자 최고·최
대의 학회입니다. 

격변의 시대에 한국경영학회가 학회구성원과 우리의 동반자인 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고, 연
결하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새롭고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D·S·G -Digital(디지
털화), Sustainable(지속가능화), Global(글로벌화) - 전략을 산학협력을 통해 적극 추진하고자 합
니다. D·S·G 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 학회의 동반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경영학 발전을 위해 부디 동참하셔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롭고 올바른 
길”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경영학회 활동 및 기관회원 가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구 분 연매출액 연회비

연매출 규모에 따른 기관 연회비
1,000억미만 100만원

1,000억이상 1조미만 200만원
1조이상 300만원

협회 및 유관기관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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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 제공 혜택  1. 학회가 주관하는 제반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우대 참여
   2. 산학협력을 위한 학교와의 연결 및 교류의 기회
   3. 기업 맞춤형 인력 확보
   4. 직원의 경영학 교육을 위한 기회
   5. 사회적 책임 경영 수행 및 홍보

연회비 안내  1.  특별회원 연회비: 50만원
   2.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5-03504 (사)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특별회원 가입 안내

한국경영학회 회원 가입 안내

본 학회는 대학, 대학교 및 대학원에서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학회 입회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본 학회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을 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회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안내  1.  후원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070101-04-071709 (사)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서는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문의처 (한국경영학회 기관회원 가입, 특별회원 가입, 회원가입, 후원금 등) 
 (사)한국경영학회 사무국 
 02-2088-2840~1 / kasba@daum.net 
 www.kasba.or.kr

한국경영학회 후원 안내

한국경영학회는 경영학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지정기부금을 받습니다. 기부금은 한국경영학회 관련 
사업 및 연구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법인 및 개인 누구나 후원이 가능하오니 많은 후원 바랍니다. 

한국경영학회에서는 기업의 임원 분들을 특별회원으로 모십니다. 

글로벌 아시아시대의 제2창업 95



2020년 3월 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현재 4번째 웨이브를 맞

이하여 지속적으로 수도권에서 감염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하계융합학술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확진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으로 운영합니다. 

행동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사장 출입이 금지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장에는 예외 없이 메인세션 참가자(발표자, 토론자, 

사회자 등)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2. 행사장 입장전 QR코드 체크인 또는 안심콜로 입장등록 

및 체온체크 하신 분에 한해 입장이 가능합니다. 

3.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동료와 선후배 사이지만, 인사는 

악수나 주먹치기보다 눈인사와 목례로 대신해 주십시오. 

4. 모든 참가자는 항상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발표와 토론 시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

니다. 수시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를 이용해 주십시오.

5. 회의장 내에서는 취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간식은 원

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으며, 불가피한 경우 개별포장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음료는 뚜껑이 있는 것만 가능하고, 

음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바로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6. 행사장 내 동시 수용가능한 인원수는 50명입니다. 본인의 

발표세션이 종료 후에는 퇴장하시어 온라인으로 행사를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식사제공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행

사장 참석의 경우, 등록시에 당일 점심쿠폰을 제공할 예

정입니다. 식사 시에도 대화는 삼가 주시기 바라며, 식사 

전/후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8.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시거나 체온 37.5도 이상인 

분들은 근처 운영요원에게 바로 알려주신 후 운영요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 또는 근처 선별진료소로 이동하여 검사

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상연락망 :  융합학술대회 방역관리팀장  

 최민환 010-3803-0173)

1. 코로나19 서강대역사 광장  
임시선별검사소 
서울 마포구 서강로 지하 118 
행사장과의 거리 : 2.8km / 차량 8분

2. 코로나19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T. 02-3153-9037 
행사장과의 거리 : 4.2km / 차량 8분

3. 코로나19 신촌기차역 공영주차장  
임시선별검사소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21-32 
행사장과의 거리 : 2.3km / 차량 6분

4. 코로나19 세브란스병원 선별진료소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T.1599-1004 
행사장과의 거리 : 2.3km / 차량 6분

행사장 인근  
선별진료소 안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참석자 행동수칙과 추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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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합학술대회를 위해 
수고하신 분들

한국경영학회   

매일경제신문 

 

마이스산업연구원  

임건신  
수석부회장

장혜정
수석부회장

허대식 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박승재 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

박세열 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

서승범 융합학술대회 
조직위원

송재용  
어워드위원장

신현한 경영학연구  
편집위원장 

하성욱  
주니어위원장

박정민  
수석상임이사 김민정  사무국장 김아름  간사

서양원 전무 이진우  부장 이윤재 차장 원호섭 기자

최민환 팀장 김은경 과장

융합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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