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청 장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제45차 하계
국제학술발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부산대학교와 괌대학교에서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시어 한국세무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를 빛내주시고
아울러 회원 간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여러분!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가 열리는 부산과 괌에서 뵙겠습니다.
2019년 5월

한국세무회계학회 학회장

박

태

종

▌제 45 차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및 총회
일

시：2019년 6월 26일(수) ～ 30일(일)

장

소：부산대학교(부산캠퍼스 통합기계관) / 괌주립대학교(경영대학 컴퍼런스홀)

상세 일정 :
6월 26일(수) :

10：30∼11：00
11：00∼11：30

11：30~12：00
12：00∼13：00
13：00∼13：30
13：30∼16：00

6월 27일(목) :

16：00 ~
09：00∼10：00
10：00∼10：30

10：30∼13：00
13：00∼14：30
14 : 30∼17：00
17：00 ~
6월 28일(금) ∼ 6월 30일(일)

이사회
개회식(진행 : 문홍태 사무국장)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개회사(박태종 학회장, 경남도립남해대학)
총 회(모범경영대상식)
등록 및 중식
특별강연(강연자: 유창호 교수, 부산대)
< 분과별 학술발표회 및 토론 >
1분과(세무분과)
2분과(회계분과1)
3분과(회계분과2)
4분과(회계일반분과)
5분과(경영일반분과)
6분과(국제분과) : 괌대학
김해국제공항으로 출발(22:00 괌공항으로 출발)
괌숙소→괌대학 도착
개회식(진행 : 문홍태 사무국장)
개회사(박태종 학회장, 경남도립남해대학)
경영대학장 축사(괌대학교)
한국세무회계학회 및 참석자 소개
괌 경영대학 및 참석자 소개
감사패 증정(괌대학 경영대학장, 회장)
폐 회
< 국제분과 학술발표회 및 토론 >
6분과(국제분과) : 괌대학교 경영대학
중식(괌대학식당)
대학투어
석식 및 숙소로 출발
학술대회 토론

참가비(현장납부)：10,000원
학회당일 영구회원 및 정회원 가입 가능
영구회원(개인) 가입비 : 20만원(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영구회비 납부)
정회원(개인) 연회비 : 3만원(별도의 가입비는 없으며 연회비 납부)

찾아오시는 길(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051512-0311))
승 용 차 : 경부고속도로 이용 – 부산톨게이트에서 8km(약 10분 소요)
남해고속도로 이용 – 북부산톨게이트에서 15km(약 30분 소요)
고속버스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하차 → 지하철1호선 노포역(신평방향)승차후, 부산대역에서 하차
(지하철 탑승 시간 약 15분)
비 행 기 : 김해국제공항 도착
택

시 : 약 40분 소요

지하철 : 김해-경전철(강서구청방향) 승차 → 대저역 하차 →부산지하철 3호선(수영방면) 환승
→ 연산동역 하차 → 부산지하철 1호선(노포동방면) 환승 → 부산대역 하차(약 1시간)
기

차 : 부산역 하차
지하철 : 부산역 광장 → 지하철1호선 부산역(노포동방향) 승차 → 부산대역에서 하차
(약 32분, 15개 역 이동). 부산대역 3번 출구로 나와서 부산대 순환버스 탑승하거나,
부산대학교까지 약 851m 걷기(약 13분)
버

스 : 급행 1004(부산역) → 일반 77(롯데호텔백화점, 서면역) → 부산대학교후문
일반 17(부산역) → 일반 77(롯데호텔백화점, 서면역) → 부산대학교 후문
(버스 약 58분, 도보 6분 소요)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분과별 학술발표 ▒▒▒▒▒▒▒▒ 2019년 6월 26일(수)~30(일)
발표시간

논

제

발 표 자

[공통 분과] 사회자 : 문홍태(경남도립남해대학)

13:00-13:30

최신 기술 Trend 분석

발표시간

논 제

장소 : 통합기계관 207호 대강당

유창호(부산대)

발 표 자

[제1분과 : 세무회계] 좌장 : 김종민(동의과학대)

13:30-14:00

14:00-14:30

14:50-15:20

장소 : 통합기계관 401호 강의실

납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이운식(부경대)

하석태(경북대)

박태종(경남도립남해대)
박수경(부산대)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

이균봉(부산대)

박정환(부산외대)

Coffee Break
조세지원제도와 기술혁신의 산업별 비교

문진주(거제대)

-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

15:20-15:50

세무보고공격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15:50-16:20

경영자 영향력과 유효법인세율

정우성(부산외대)
박유각(부산외대)

양해면(호원대)

[제2분과 : 재무회계1] 좌장 : 박주철(울산과학대)

13:30-14:00

황광석(부경대)

주류 판매업자의 세제인지도, 조세정책 및 납세윤리가

14:30-14:50

토 론 자

윤우영(계명문화대)

하순금(동아대)

장광희(대전보건대)

장소 : 통합기계관 402호 강의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투자가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

황성준(경남도립남해대)

차정화(부산대)

조용언(동아대)
14:00-14:30

감리제재조치가 이익조정 및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하순금(동아대)

최미화(부산외대)

박경희(동아대)

14:30-14:50

Coffee Break

이균봉(부산대)
14:50-15:20

주식 가격제한폭 확대와 회계이익의 가치관련성

류예린(울산발전연구원)

박기석(안동대)

지상현(백석대)

15:20-15:50

15:50-16:20

기업의 보상시스템과 무형자산성 지출 간 적합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ERP 도입특성이 접대비에 미치는 영향

이혜진(경북대)

하석태(경북대)

김문태(조선대)

조용언(동아대)

[제3분과 : 재무회계2] 좌장 : 강승모(거제대)

장소 : 통합기계관 408호 강의실

13:30-14:00

외국인투자기간과 이익정보의 가치관련성

14:00-14:30

최고경영자 지배력과 동반성장 활동

14:30-14:50

14:50-15:20

김종민(동의과학대)
지상현(백석대)

14:00-14:30

박종국(영남대)

Firm Performance?

문홍태(경남도립남해대)

한정희(울산과학대)

홍영은(영남대)
이균봉(부산대)

대표이사의 업무 충실성과 기업가치

박정환(부산외대)

이익조정 유형이 비대칭적 원가행태에 미치는 영향

노길관(부산대)

- 한국, 일본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

김동일(부산대)

지상현(백석대)

이원일(대전보건대)

장소 : 통합기계관 409호 강의실

Meta frontier analysis를 이용한 사립전문대학 상대적

이병화(거제대)

효율성 분석

김규철(경북대)

사회화 통제방안이 공급망 성과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

14:30-14:50

14:50-15:20

조용언(동아대)

김수진(영남대)

Why is Executive Compensation not Responsive to

[제4분과 : 회계일반] 좌장 : 이찬호(부산대)
13:30-14:00

류예린(울산발전연구원)

Coffee Break

15:20-15:50

15:50-16:20

이균봉(부산대)

최종민(경북대)

윤우영(계명문화대)

이연희(계명대)

Coffee Break
최성희(계명대)

TQM 실행의 특성이 서비스품질,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도상호(계명대)

- 금융업을 중심으로 -

이병화(거제대)

김윤진(계명대)

15:20-15:50

창의적 교수법이 회계교육성과에 미치는 영향

15:50-16:20

경영성과에 대한 조직학습 매개효과 분석

[제5분과 : 경영일반] 좌장 : 유창호(부산대)

최미화(부산외대)
조경제(계명대)
안홍복(계명대)

이진수(부경대)
이연희(계명대)

장소 : 통합기계관 124-5호 강의실
이정현(부산대)

13:30-14:00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 창업지원그룹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유창호(부산대)
이진규(부산대)

박제선(부산대)

백광렬(부산대)
박제선(부산대)
14:00-14:30

스마트 팩토리 구축 의지와 실행에 관한 관계 분석

유창호(부산대)

: 정부 지원금과 기업 부담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진규(부산대)

이봉준(부산대)

백광렬(부산대)
14:30-14:50

Coffee Break
이봉준(부산대)

14:50-15:20

여성기업가 육성을 위한 여대생의 전공계열에 따른 기업
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유창호(부산대)
이진규(부산대)

이정현(부산대)

유영환(부산대)
윤혜란(부산대)
15:20-15:50

결제수단의 다양화로 인한 신용카드사의 수익성 변화에
관한 연구

유창호(부산대)
이진규(부산대)

이정현(부산대)

백광렬(부산대)
조영진(부산대)
15:50-16:20

공무원의 기업가정신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유창호(부산대)
이진규(부산대)
백광렬(부산대)

윤혜란(부산대)

▌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분과별 학술발표 ▒▒▒▒▒▒▒ 2019년 6월 26일(수)~30(일)

발표시간

논

제

발표자

[ 제6 분과 : 국제분과] 사회자：윤우영(계명문화대학교)

장소：괌대학교 경영대학
Martha G. Suez-Sales

TAX IMPLICATIONS OF CRYPTOCURRENCY

(PMBA, CPA, Instructor of
Accounting, UOG)

10:30-11:15
The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Going-concern Audit Opinion between Big4 and Non
Big4 Auditor

Park, Ju cheul
(Ulsan Science Uni.)

Exploring the Impact of Culture in Strengthening the
Stewardship of U.S. Compact Funds in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 Convergent Exploratory Mixed
Method Approach

Zeny Asuncion-Nace
(CPA, Former Comptroller, UOG)

MVP Development Strategies for Hardware Startups
via the Lean Start-up Theory.

Yu, Chang Ho
Baek, Gwang Ryeol
Yu, Yeonghwan
(Pusan national uni.)
Moon, Hong Tae
(Namhae Provin Uni.)

11:15-12:00

12:00-13:15

Lunch

The Characteristics of Taxation System in the South
Pacific Micronesian Area of the United States

Jason Katigbak
(Deputy Chief Financial Officer,
IP&E Holdings, LLC)

The Model of a New Self-owned Brand Product’ Ad
Expenditure and Pricing

CAO Jiantao
(Shang Business School, China)

A CEO Power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ervice Corporation

Ryu, Ye Rin
(Ulsan Dev. Institute)
Park. Tae Jong
(Namhae Provin Uni.)
Lee, Won Il
(Daejeon Health & Tech Uni.)
Ji, Sang Hyun
(Baekseok Uni.)

13:15-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