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년 춘계 학술대회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국제경영관리학회 회원님들께
2021년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 간 대면을 통한 학술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하지 못해 아쉬움이 크지만
추계학술대회를 기약하며 이번 춘계 온라인 학술대회를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이번 학회에서도 총
5개 세션, 20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온라인이라는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발표
및 토론, 사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들 간 활발한 학문 토
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일 시 : 2021년 5월 29일(토)
장 소 : 온라인(ZOOM)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회장

이 언 승 배상
강 낙 중 배상

일 정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시

간

13:10 ~ 13:20

일

정

ZOOM 링크

접수 및 등록(ZOOM 문의 등)

□ 개회식 – 사회 : 문상영 사무국장
● 개회사 : 강낙중 - (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장

● 공로패 시상 소개

● 글로벌 프론티어 대상 및 글로벌 CEO 대상 소개
▶ ㈜정호시스템, 김병호 회장
▶ 관세법인 샤인, 김남영 대표

● 석박사 논문상 및 국제경영리뷰 우수논문상 소개
▶ 최우수 석사학위 논문상: 원지선(서강대), 지도교수: 이강표

13:20 ~ 13:50
“외국인 임직원과의 접촉이 다국적기업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
직 일체감에 미치는 영향 및 조직 관행 현지화의 조절”
▶ 최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고재경(서울대), 지도교수: 이동기
“The Determinants and Performance-The Case of Korean
Subsidiaries of MNCs-of Local Philanthropic Strategy”
▶ 국제경영리뷰 최우수 논문상(공동수상)
1) 김도의(서강대), 정재휘(대구대), 이철(서강대), 민용기(서강대)
“국내 수출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의 결정요인: 기업요인,
시장요인, 정부요인 관점”

2) 권일숙(한남대), 이진호(한남대)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상장효과에 관한 연구”

□ 이사회 & 총회

13:50 ~ 14:30
□ 윤리교육 동영상 시청(5분 내외)

14:30 ~14:40

Break Time & 세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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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link
https://us02web.zoom.
us/j/86700739701?pwd
=VndvNDVPUkJVdnUvS
0RDMXRFbzFWZz09
ID
867 0073 9701
Password
tC0r43

ZOOM link

□ Session A Global Business StrategyⅠ

https://us02web.zoom.us
/j/86700739701?pwd=Vnd
vNDVPUkJVdnUvS0RDMX
RFbzFWZz09

ID : 867 0073 9701
Password : tC0r43

학술세션 Ⅰ
□ Session B Digitalized Global Business
14:40 ~ 16:00

ZOOM link
https://zoom.us/j/9432
7331814?pwd=d3dqaDQ
3TjlZTkYwTzJFZkxPT2p
YZz09
ID : 943 2733 1814
Password : 58nj0t

□ Session C MNE & Foreign Direct Investment

ZOOM link
https://pusan.zoom.us
/j/89994388492?pwd=Y
nlRNXB3ejhOaWhTemx
BM0RCQVZuQT09
ID : 899 9438 8492
Password : 057324

16:00 ~ 16:10

Coffee Break

□ Session D Global Marketing

ZOOM link
https://us02web.zoom.
us/j/86700739701?pwd
=VndvNDVPUkJVdnUvS
0RDMXRFbzFWZz09
ID : 867 0073 9701
Password : tC0r43

학술세션 Ⅱ
16:10 ~ 17:30

□ Session E Global Business StrategyⅡ

ZOOM link
https://pusan.zoom.us
/j/89994388492?pwd=Y
nlRNXB3ejhOaWhTemx
BM0RCQVZuQT09
ID : 899 9438 8492
Password : 05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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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세부일정
■ 학술세션 Ⅰ (14:40 ~ 16:00)
[Session A: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6700739701?pwd=VndvNDVPUkJVdnUvS0RDMXRFbzFWZz09
[ID] : 867 0073 9701

[Password] : tC0r43

Session A Global Business StrategyⅠ

사회 김주태(단국대)

발 표 자

논 문

박상현(충북대)
정진섭(충북대)
이경구(동의대)

자동차 기업의 제품 관리 방법론적 시도요소가
불량 안정화에 미치는 관계분석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개방과 경제성장의 비
선형 관계에 대한 국가 간 비교분석

최돈승(안동대)

신규상장기업의 내부역량 및 자원이 국제인수에

김기현(한성대)
정재호(고려대)

미치는 영향

런루이져(부산대)
이언승(부산대)
강낙중(동의대)

동태적 역량, 시장 지향성 및 혁신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 조선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토 론 자
이태희(계명대)

고경일(백석대)

강신애(서울과기대)

김정포(부산외대)

[Session B: ZOOM link]
https://zoom.us/j/94327331814?pwd=d3dqaDQ3TjlZTkYwTzJFZkxPT2pYZz09
[ID] : 943 2733 1814

[Password] : 58nj0t

Session B Digitalized Global Business

사회 설원식(숙명여대)

발 표 자

논 문

박수황(한국산업정보연구소)
김태중(충남대)

최고경영자의 디지털역량이 혁신 활동에 미치는

최순권(부경대)
문교수(부경대)
조예희(동명대)

영향
대규모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에 의한 국제 경영
의 신독점화(Neo-Monopolization)

김창근(강원대)
양오석(강원대)

디지털 전환이 제조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양병모(강원대)
양오석(강원대)

글로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자원기반관점

(채널과 가치를 중심으로)

과 동태적 역량 관점의 개념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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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자
양오석(강원대)

정무섭(동아대)

정재휘(대구대)

김태중(충남대)

[Session C: ZOOM link]
https://pusan.zoom.us/j/89994388492?pwd=YnlRNXB3ejhOaWhTemxBM0RCQVZuQT09
[ID] : 899 9438 8492

[Password] : 057324

Session C MNE & Foreign Direct Investment
발 표 자
박철형(충남대)
진규호(광주과학기술원)
이형진
(고려대 아시아 경영센터)
박준민(고려대)
정창화(고려대)
권순환(계명대)
Jing Li (Simon Fraser Univ.)
Yong Li (Univ. of Nevada)
Peng Zhang(Simon Fraser Univ.)
천이밍(부산대)
이언승(부산대)
강낙중(동의대)

사회 오준석(숙명여대)

논 문

토 론 자

모방적 동형화 압력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선
활동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비용과 출신국비용의

박병일(한국외대)

조절효과
Cash

rules

everything

around

me?

CEO

compensation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이재우(부산대)

conflict-prone countries
Stronger
Agglomeration,

Together:
Regulatory

Country-of-Origin
Burden

and

MNE

박철형(충남대)

Location Choice
전략적 제휴 기업 간 거리적 요소가 제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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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정(동아대)

■ 학술세션 Ⅱ (16:10 ~ 17:30)
[Session D: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86700739701?pwd=VndvNDVPUkJVdnUvS0RDMXRFbzFWZz09
[ID] : 867 0073 9701

[Password] : tC0r43

Session D Global Marketing

사회 최순권(부경대)

발 표 자
정갑연(안동대)

조효은(고려대)
정인식(고려대)

논 문

토 론 자

수출업자의 감성지능이 고객지향성을 통해 수
입업자와의 라포르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시장과 신제품출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춘수(부경대)

조연성(덕성여대)

글로벌 시장 맥주소비자의 문화적 가치에 따
유원표(강원대)
양오석(강원대)

른 구매행위 관계에 미치는 디지털 전환 효과
비교 연구 - 기업 이미지와 기업CEO이미지를

임정훈(경일대)

중심으로
주가기(충북대)

스마트 헬스케어의 시스템적 특성이 고객의

정진섭(충북대)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조상리(동의대)

[Session E: ZOOM link]
https://pusan.zoom.us/j/89994388492?pwd=YnlRNXB3ejhOaWhTemxBM0RCQVZuQT09
[ID] : 899 9438 8492

[Password] : 057324

Session E Global Business StrategyⅡ
발 표 자
왕붕(강원대)
권종욱(강원대)
장위옥(강원대)

논 문
How

Global

is

Corporate

토 론 자
Social

Responsibility

Research in International Business?
주역의 시용

박상철(전남대)

사회 정진섭(충북대)

변선영(동아대)

(時用)에 관한 소론 (Ⅲ): 규괘 (睽

卦)의 괘사와 효사에 대한 경영관리론적 관점의

문철주(동아대)

해석을 중심으로
장영봉(강원대)
권종욱(강원대)
왕효기(강원대)
지엔항(계명대)
김민숙(계명대)

The CSR in China: Does it matter to be close to
central or local government

화상회의 플랫폼 이용 의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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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일숙(한남대)

홍가혜(부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