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년 융합학술대회
(한국국제경영학회와 공동주최)

초대의 말씀
존경하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한국국제경영학회 회원님들께
2021년 경영학관련 통합학술대회가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개최됩니다.
주지하시는 것처럼 이번 통합학술대회 역시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프
라인 참석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에 한국 국제경영관
리학회 및 국제경영학회 공동학술대회를 또다시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회원님들 간 대면을 통한 학술적 교류 및 친목 도모를 하지 못해 아쉬
움이 크지만, 팬데믹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
립니다.
특히 이번 통합학술대회에서는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세션을 마련해 진행하게 됩니다. 융합학술대회
홈페이지 및 한국 경영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될 예정이오니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총 4개 세
션, 12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온라인이라는 제약요건에도 불구하고 발표 및 토론, 사회에 참여해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들 간 활발한 학문 토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
니다.
전례없는 폭염과 코로나 속에서 항상 건강하시고 학회 당일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융합학술대회 국제경영관리학회 조직위원장 정진섭
2021년 융합학술대회 국제경영학회 조직위원장 이형오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장 강낙중
한국국제영학회장 박용석

일 시 : 2021년 8월 16일(월) 13:00
장 소 : 연세대 백양누리 온라인(Z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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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융합학술대회 일정
2021년 8월 16일 월요일
시

간

일

정

□ [특별세션]
한국국제경영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공동주최 특별 세션

“포스트 코로나시대,
한국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
13:00 ~ 13:50 ◎ 사회자: 이재은 교수(순천대)
◎ 발표자: 송영철 박사(중소기업벤처연구원)
◎ 토론자 1: 하태형 부회장(미코그룹)
◎ 토론자 2: 이영주 본부장(산업연구원)
◎ 토론자 3: 김태중 교수(충남대학교)

ZOOM 링크

1) 융합학술대회
홈페이지 -실시간 시청
www.kasba2021.kr

2) 한국경영학회
유튜브 채널 시청
https://www.youtube
.com/channel/UCur
QK3BBEpnc7ImYgF4r
mBQ

◎ 좌 장: 이형오 교수(숙명여자대학교)

13:50 ~14:00

Break Time & 세션 정비
ZOOM link

https://us02web.zoo
m.us/j/2108303359?p
□ Session 1-1
wd=U3lWckRDVkVUc
재난과 현지시장 철수, 기업비전과 성과, 운영 GdYd1RhNzY5WTM4
dz09
효율성
ID : 210 830 3359
Password : 1234

학술세션 Ⅰ
14:00 ~ 14:50

ZOOM link

https://zoom.us/j/51
26500437?pwd=clF4R
□ Session 1-2
EdKRHpoMEN5V1Zza
부패와 다국적기업,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
Fp0NEExdz09

슬, 전략적 혁신

ID : 512 650 0437
Password : 8kcWPs

14:50 ~ 15:00

Coffee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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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link

https://us02web.zoo
m.us/j/2108303359?p
□ Session 2-1
wd=U3lWckRDVkVUc
ESG 전략, 공급사슬구조, 해외자회사와 역지식 GdYd1RhNzY5WTM4
dz09
이전
ID : 210 830 3359
Password : 1234

학술세션 Ⅱ
15:00 ~ 15:50

ZOOM link

https://zoom.us/j/51
26500437?pwd=clF4R
□ Session 2-2
EdKRHpoMEN5V1Zza
인적자본과 성과, 인터넷 전문은행(토스), 제도
Fp0NEExdz09

적 거리와 진입방식

ID : 512 650 0437
Password : 8kcW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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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대회 세부일정
■ 학술세션 1 (14:00 ~ 14:50)
[Session 1-1: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2108303359?pwd=U3lWckRDVkVUcGdYd1RhNzY5WTM4dz09
[ID] : 210 830 3359

[Password] : 1234

Session 1-1 재난과 현지시장 철수, 기업비전과 성과, 운영 효율성
사회 고경일(백석대)
발 표 자

논 문

토 론 자

지각된 규제/질병·재난 위험과 현지시장 철수의지

장유진(순천대)

간 관계에서 위험감수성의 조절효과 검증:

이재은(순천대)

박정민(울산대)

아시아시장 진출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양오석(강원대)

기업 비전이 추구하는 개념과 기업의 재무적

윤상로(강원대)

성과 간 관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중심으로

Yong-Jeong Kim(김용정),
Silvana Trimi

최돈승(안동대)

Analysis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나경아(충북대)

International Logistics Hub Ports

Sang-Gun Lee(이상근)

[Session 1-2: ZOOM link]

https://zoom.us/j/5126500437?pwd=clF4REdKRHpoMEN5V1ZzaFp0NEExdz09
[ID] : 512 650 0437

[Password] : 8kcWPs

Session 1-2 부패와 다국적기업,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전략적 혁신
사회 박병일(한국외대)
발 표 자
정대훈(강릉원주대)
강지훈(안동대)

논 문

토 론 자

본국과 현지국 간 부패 거리가 다국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연성(덕성여대)

:비즈니스연계와정치적연계의조절효과를중심으로

박명현(숙명여대)

코로나19와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기업

오준석(숙명여대)

대응방향 분석: 무역원활화 관점을 중심으로

Zhongju Liao(Zhejiang

Linking Trust, Synergetic Innovation Capability,

Sci-Tech Univers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Emerging Market

Simon Shufeng Xiao

Firms: The Moderating Role of Environmental

(초수봉, 숙명여대)

Hos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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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목원대)

이건희(영남대)

■ 학술세션 2 (15:00 ~ 15:50)
[Session 2-1: ZOOM link]
https://us02web.zoom.us/j/2108303359?pwd=U3lWckRDVkVUcGdYd1RhNzY5WTM4dz09
[ID] : 210 830 3359

[Password] : 1234

Session 2-1 ESG 전략, 공급사슬구조, 해외자회사와 역지식이전
사회 김주태(단국대)
발 표 자
강나연(단국대)
김주태(단국대)

논 문

토 론 자

인터넷 기업의 ESG 전략 : 카카오의 사례

김소형(경기대)

김용정(서강대)

서비스사이언스 관점의 서비스 공급사슬구조

하병천(서강대)

탐색

박재찬(영남대)

한국기업 해외자회사의 내·외부 네트워크
한가록(순천대)

연결강도와 중심성이 본사로의 역지식이전에

이재은(순천대)

미치는 영향: 해외자회사의 탐색적 역량과 활용적

양영수(한신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Session 2-2: ZOOM link]

https://zoom.us/j/5126500437?pwd=clF4REdKRHpoMEN5V1ZzaFp0NEExdz09
[ID] : 512 650 0437

[Password] :

8kcWPs

Session 2-2 인적자본과 성과, 인터넷 전문은행(토스), 제도적 거리와 진입방식
사회 최순권(부경대)
발 표 자

논 문

서민교(대구대)

인적자본과 기업성과: 기업의 국제화 경험과

권순환(계명대)

혁신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태우(순천향대)

제도적 거리가 진입방식과 파트너 선택에

김균환(KAIST)

미치는 영향: 중국 정부소유지분의 조절효과를

이지환(KAIST)

중심으로

토 론 자
노태우(순천향대)

김정포(부산외대)

한국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진출과 결제
김소형(경기대)

활용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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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애(국민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