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청 장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3회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학회장 윤관호

제43차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총회

일 시：2017년 7월 13일(금) - 16일(월)
장 소：서울 배화여자대학교 필운관/상해국제학술대회, 해외문화탐방(상해경영대학, 상해박물관 등)
주요일정
7월 13일(금) :

10：30∼11：00
11：00∼11：50

이사회(필운관 B1층 계단식강의실)

개회식(장소 : 필운관 B1층 계단식강의실, 진행 : 사무국장)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개회사(윤관호 학회장, 배화여자대학교)

11：50∼12：50
12：50∼13：30

총 회
등록(필운관 1층) 및 중식(복지관 1층 교직원식당)
공통분과 및 토론(필운관 B1층 계단식강의실, 사회자: 지상현교수)
< 분과별 학술발표회 및 토론 >

13：30∼15：00

1분과(세무분과) : 필운관 (3103)호
2분과(회계분과1) : 필운관 (3104)호

3분과(회계분과2) : 필운관 (3201)호
4분과(경영분과) : 필운관 (3202)호
5분과(지방세분과) : 필운관 (3105)호
6분과(국제분과) : 상해경영대학

7월 14일(토) :

15：00 ~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20:00 상해푸동공항으로 출발)

10：00∼12：00

상해숙소 상해경영대학 도착

12：00∼13：30
13：30∼14：30

중식(교직원식당, 상해경영대학 부총장)
개회사(윤관호 학회장, 배화여자대학교)

→

부총장축사(장연호 교수님 통역, 상해경영대학)
한국세무회계학회 및 참석자 소개(문홍태 교수님)
상해경영대학 및 참석자 소개(장연호교수님, 상해경영대학)
감사패 증정(부총장/장연호교수, 회장)
14：30∼17：00
17：00 ~
7월 15일(일) ∼ 7월 16일(월)

폐 회
< 국제분과 학술발표회 및 토론 >
6분과(국제분과) : 상해경영대학
석식 및 숙소로 출발

해외문화탐방

：
박：상해(상해국제학술대회 및 해외문화탐방 참가자)

참가비 10,000원 (국내학술발표대회 참가비)
숙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분과별 학술발표 ▒▒▒▒▒▒▒▒▒ 2018년 7월 13일(금)
발표시간

논

제

발 표 자

[ 공통분과 ] 사회자 : 지상현(백석대학교)
12:50-13:30

장소 : 필운관 B1층 계단식강의실

연구윤리 교육

김영락(계명문화대학교)

- 부당한 저자표시와 부당한 중복게재를 중심으로-

[ 제1분과 : 세무분과] 사회자 : 김종민(동의과학대학교)
13:30-13:55

13:55-14:20

14:20-14:50

장소 : 필운관 3103호

성실납세제도 채택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문예영(배화여자대학교)

이익조정이 이연법인세 정보와 차기 이후

김완용(숭의여자대학교)

납부세액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최기호(서울시립대)

조세감면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

문진주(거제대학교)
홍기용(인천대학교)

[ 제2 분과 : 회계분과1] 사회자：김재문(카톨릭상지대학교)
13:30-13:55

13:55-14:20

14:20-14:50

토 론 자

기업설명회와 타인자본비용의 관련성 연구

회계기초교육을 위한 회계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김종민(동의과학대학교)
지상현(백석대학교)

윤우영(계명문화대학교)

사회적 책임활동(CSR)의 연속성이 기업가치 및

강경이(경기대학교)

경영성과에 주는 영향

배수현(대구가톨릭대학교)

[ 제3 분과 : 회계분과2] 사회자：류장열(구미대학교)

문진주(거제대학교)

문예영(배화여자대학교)

김완용(숭의여자대학교)

장소：필운관 3104호
강경이(경기대학교)

김지영(배화여자대학교)

김진욱(건국대학교)

장소：필운관 3201호
김문태(조선대학교)
류일한(조선대학교)

13:30-13:50

환경성적에 대한 신용평가에 관한 연구

유원희(조선대학교)

이원일(대전보건대)

함혜진(조선대학교)
황윤정(조선대학교)
13:50-14:10

14:10-14:30

14:30-14:50

사회책임투자 기업의 회계보수주의 수준에 관한
연구
제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한 회계교육의
방향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가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진섭(부산대학교)

지상현(백석대학교)

강경이(경기대학교)
조용탁(김포대학교)

김진섭(부산대학교)

김혜숙(홍익대학교)
황성준(경남도립남해대학)

윤우영(계명문화대학교)

[ 제4 분과 : 경영분과] 사회자：김인식(청암대학교)
13:30-13:50

장소：필운관 3202호
윤관호(배화여자대학교)

대학생의 창업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

송석명(대구보건대학교)

대학 창업교육 서비스 품질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장광희(대전보건대)

영향에 관한 연구

이원일(대전보건대)

14:10-14:30

관계금융과 해저드모형을 이용한 생존요인 분석

김지영(배화여자대학교)

14:30-14:50

기업의 동반성장활동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3:50-14:10

이찬호(부산대학교)
신영미(부산대학교)

[ 제5 분과 : 지방세분과] 사회자：김영락(계명문화대학교)

김지영(배화여자대학교)

윤관호(배화여자대학교)
이찬호(부산대학교)
김문태(조선대학교)

장소：필운관 3105호

13:30-13:55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대한 연구

장상록(대구광역시청)

박광현(우리회계법인)

13:55-14:20

납세순응행위에 관한 연구

김영락(계명문화대학교)

정원홍(더존회계처리학원)

박광현(우리회계법인)

김영락(계명문화대학교)

지방세관계법 상 실질과세 원칙의 쟁점과

14:20-14:50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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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 분과 : 국제분과] 사회자：문홍태(경남도립남해대학)

장소：상해상학원

14:30-14:55

非期望产出下的地方民生财政支出效率评价

高涓(上海商学院)

14:55-15:20

Study on status of utilization of agricultural
accounting and management

Yoon, Seok Gon
(Namseoul uni.)
Yoon, Kwan Ho
(Baewha women’s uni.)

Treatise on the Taxpayers Rights Protection

15:20-15:45

Act

15:45-16:10

Tsui-Yang Kuo
(SHU-TE Uni.,
TAIWAN )

刘倩(上海商学院)
Ji, Sang Hyun
(BAEKSEOK

Uni.)

高涓(上海商学院)

coffee break

中国城镇职工养老保险制度一体化的可行性分析
——基于财政分担的视角

16:10-16:35

16:35-17:00

토론자

A Study on the Impact of

Foreign Investors on

Discretionary Accruals

:

Using investment horizons of foreign investors

刘倩(上海商学院)

Tsui-Yang Kuo
(SHU-TE University)

Ji, Sang Hyun
(Baekseok Uni.)
Ryu, Ye Rin
(Pusan national uni.)
Lee, Won Il(Daejeon
Health Institute of
Technology)
Park, Mi Hee(Yong-in
Songdam College)

Yoon, Seok Gon
(Namseoul uni.)

찾아오시는 길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길 34 배화여자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