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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연구실 (제2사무국장)

한국세무회계학회 제24대 학회장에 취임하며
학회장

강 승 모

(거제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

존경하는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여러 가지
로 부족한 제가 2017년 한국세무회계학회 24대 회장을 맡게 된 점에 감사드리면서 개인적으
로 영광이지만, 한편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학회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헌신하신 역대 회장님들과 임원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우리는 직장이나 사회적 주변 환경에서 많은 시련이 있었으며, 특히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학회의 얼굴인 『세무회계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
는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을 이루어 준 전임 이기육회장님, 김영락 등재지추진위원회 위원장님, 배기수 편
집위원회 위원장님께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술지 『세무회계연구』가 등재지로 승격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학회 회원여러분!! 저는 금년 회장으로서 현재 우리학회의 위상을 바탕으로 학회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고,
학회 활성화를 위해 다음 몇 가지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회지 등재 심사 평가가 2018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2018년에 『세무회계연
구』가 등재지로 승격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Identity가 더 명확하도록 노력하며, 많
은 회원들께서 논문을 쉽게 투고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학회는 다른 학회에 비해 회원 간 교류가 많고, 유대감이 높다는 점입니다. 저도 이러한 학회의 전통을 이
어 받으면서 학회의 각종 행사와 업무를 더욱 건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학술대회를 명실상부한 전국학술대회로
확대하고, 논문투고, 논문 발표, 학술대회 참여, 회원 간 교류 등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회 발전의 기반은 충분한 기금의 조성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학회의 기금을 확대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적 균형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학회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2017년 한해도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이
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24대 학회 임원진은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아래 한국세무회계학회가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건
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7년 1월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장

拜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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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대 학회 임원 선임(2017.01~2017.12)
법인임원
이사장

최수천(계명문화대 010-3526-1522)

이 사

박주철(울산과학대 010-9321-8899)

송동섭(단국대 010-5431-1407)

장병식(우송정보대 010-2418-1835)

학회임원
이인호(울산과학대 010-3526-0900)

고문

손판대(동명대 011-876-3320)

이신웅(대덕대 011-907-1991)

이영태(송원대 010-6645-5525)

김재갑(명지전문대 010-4703-8135) 삭제요청

김은수(부산경상대 010-8102-1110)

이대승(충북보건과학대 016-447-9720)

최재열(송원대 010-6473-8174)

최화섭(인천대 011-9759-6648)

우무신(동부산대 010-9779-0691)

최한석(창원문성대 010-2855-6785)

김재문(가톨릭상지대 010-3828-8907)

최수천(계명문화대 010-3526-1522)

이두기(구미대 010-3814-9250)

석기준(동명대 051- 629-1956)

김영락(계명문화대 010-3515-7556)

김종민(동의과학대 010-4568-6627)

이기육(우송대학교 010-5420-4767)

명예회장 장병식(우송정보대 010-2418-1835)
박주철(울산과학대 010-9321-8899)

회 장

강승모(거제대 010-2837-7143)

수석부회장

감 사

손원일(우송정보대 010-9435-2204)

한정희 (울산과학대 010-3806-4564)

사무국장

문진주(거제대학교 010-9196-6950)

김지영(배화여자대 010-2518-4116)

김상규(경원대 010-2712-7569)

윤관호(배화여자대 010-3753-0109)

위원장 김진욱 (건 국 대 010-3567-2226)
고창열 (제 주 대 010-7255-2286) 곽지영 (세 명 대 010-9991-8820) 김진태 (중 앙 대 010-3018-8083)

편집위원회

위 원

배기수 (충 북 대 010-4487-5113) 윤성욱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1-818-677-2428)

이원기(경남과기대 010-3370-4223) 정재원 (경 일 대 010-9210-7436)

이한상 (고 려 대 010-9954-4517)
조성표(경북대 010-8833-5446)

채수준 (강 원 대 010-7269-5593)

이 사 박청규 (아 주 대 010-3567-2226)
간 사 권영민 (건 국 대 010-8587-1541)
위원장 김영락 (계명문화대 010-3515-7556)

등재지추진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학술상선정위원회
위원회

공적상심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여성위원회
윤리위원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 원
위원장
위 원

이병화 (거 제 대 010-3506-9900)
문진주(거제대 010-9196-6950)

김지영(배화여자대 010-2518-4116)

류인규(구미대 010-6519-1966)

박상봉(동의대 010-6526-2970)

위원장 김진욱 (건 국 대 010-3567-2226)
위 원 박청규 (아 주 대 010-3567-2226) 문보영 (단 국 대 010-8910-1557) 채수준 (강 원 대 010-7269-5593)
위원장

윤관호(배화여자대 010-3753-0109)

위 원

김동관(전북과학대 010-8627-9007)

위원장

김인식(청암대 010-3083-5377)

위 원

김태완(경남대 010-4000-3115)

위원장

류장열(구미대 010-5797-2299)

위 원

이경구(동의대 010-3889-8000)

위원장

이태정(계명문화대 011- 527-8584)

위 원

김미정(대구미래대 011-529-1091)

위원장

정재원(경일대 010-9210-7436)

위 원

장병식(우송정보대 010-2418-1835)

위원장

장상록(대구시청 010-8599-4492)

위 원

학술대회조직위원회

박기석 (안 동 대 010-3805-7456) 배기수 (충 북 대 010-4487-5113) 윤우영 (계명문화대 010-3812-9966)

위원장

김민수(수성구청 010-4813-8880)
임상빈 (경기도청 010-9787-9880)
박태종(경남도립남해대

김성민(창신대 010-2588-3123)

김재준(안산대 016-778-5827)

김학구((주)영림원 010-9938-3537)

민춘식(창원문성대 010-5583-7413)

이래풍(여주대 010-5357-2414)

정원홍(더존회계학원 010-5491-6939)

이하진(한밭대 010-5455-6962)

홍영은(안동대 010-7735-2286)

최수천(계명문화대 010-3526-1522)

최한석(창원문성대 010-2855-6785)

안혜림 (법무법인어울림 010-8518-9720)

이진이(수원시청 010-8779-0526)

편도창(포항시청 010-2531-5461)

010-3397-5810)

위 원 배수현(대구가톨릭대 010-8896-4874)

이상은(창원문성대 010-6414-3477)

지상현(백석대 010-2683-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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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이(경기대 010-4343-7243)

강정규(동의대 010-3563-7434)

김동관(전북과학대 010-8627-9007)

김성민(창신대 010-2588-3123)

김세희(송원대 010-4602-0600)

김원기(대덕대 010-5457-8808)6)

김인식(청암대 010-3083-5377))

김진욱 (건국대 010-3567-2226)

류장열(구미대 010-5797-2299)

박기석(안동대 010-3805-7456)

박태종(경남도립남해대 010-3397-5810)

배기수(충북대 010-4487-5113)

송동섭(단국대 010-5341-1407)

안혜림 (법무법인어울림 010-8518-9720)

안태일(동아대 010-8552-6290)

양동재(군산대 010-5457-8437)

윤석일(동원대 011-209-7591)

윤우영(계명문화대 010-3812-9966)

윤중옥(대덕대 011-405-3723)

이경구(동의대 010-3889-8000)

이남우(울산과학대 010-3591-9043)

이상은(창원문성대 010-6414-3477)

이원일(대전보건대 010-5409-2713)

이태정(계명문화대 011-527-8584)

임영규(계명대 010-2801-8773)

장상록(대구시청 010-8599-4492)

정연식(계명대 010-3529-4847)

정용수(해양대 010-3869-9881)

정원홍(더존회계정보처리학원 010-5491-6939)

정재원(경일대 010-9210-7436)

조성표(경북대 010-8833-5446)

한만용(서일대 010-6347-5059)

홍기용(인천대 010-3259-0001)

강수진(충북대 010-5467-7304)

고상연(인덕대 010-8970-9529)

김경수(강원대 033-250-6178)

김미정(대구미래대 011-529-1091)

김민수(수성구청 010-4813-8880)

김동호(부산시청 010-8200-5855)

김상진(신성대 010-9510-3385)

김숙연(충북대 010-9486-4016)

김승회(대전가톨릭대 010-5024-6276)

김영중(우송정보대 042-630-9922)

김완섭(경인여자대 032-540-0215)

김응도(충북대 010-9059-1931)

김응수(대전과학기술대 011-430-8519)

김재준(안산대 031-400-6900)

김진회(대전대 010-3238-2267)

김태완(경남대 010-4000-3115)

김태오(창원문성대 055-279-1032)

김학구((주)영림원 010-9938-3537)

김형국(창원대 010-4805-9720)

노미현(김포대 010-3720-2785)

류인규(구미대 010-6519-1966)

민춘식(창원문성대 010-5583-7413)

박 원(위덕대 010-3833-4614)

박상봉(동의대 010-6526-2970)

박상욱(동의대 010-2550-4731)

박용수(경남정보대 010-2755-5453)

박종국(영남대 010-4749-6104)

박현재(동국대 010-9384-4245)

배수현(대구가톨릭대010-8896-4874)

손정근(청주CBS 010-4742-5585)

안홍복(계명대학교 053-580-6398)

오상희(신라대학교 010-3574-1723)

육윤복(홍익대 010-8826-8762)

윤석곤(남서울대 010-3732-7159)

이래풍(여주대 010-5357-2414)

이병화(거제대 010-3506-9900)

이응문(대전보건대 010-4415-0624)

이진이(수원시청 010-8779-0526)

이하진(한밭대 010-5455-6962)

이한수(충북보건과학대학 010-8842-8274)

이헌철(계명문화대 010-3535-1280)

임상빈 (경기도청 010-9787-9880)

장광식(우송대 010-5458-9376)

장석진(대진대 010-9041-5011)

전흥주(선문대 010-6419-1669)

정상민(가톨릭상지대 010-2309-3901)

조문기(안산대 010-8847-4437)

조은영(신안산대 010-9747-1175)

조정원(창신대 010-3245-7977)

조한석(창신대 001-5063-0500)

주진혁(호서대 010-6437-9120)

지상현(백석대 010-2683-2971)

최동춘(숭의여자대 010-3712-3911)

최해술(창신대 017-577-3113)

편도창(포항시청 010-2531-5461)

황인옥(부산대 010-2860-1590)

황재홍(엘리트세무회계직업전문학교010-4945-4401)

홍미경(여주대 031-883-2867)

홍순복(동명대 010-3832-5924)

황인태(중앙대 010-5480-0121)

상임이사 송영화(건국대 010-3764-9253)

홍영은(안동대 010-7735-2286)

※ 임원회비 ⇒ 학회장 1,000,000 / 부회장 100,000 (수석부회장 300,000) / 상임이사 50,000원 입니다.
❖ 임원명단의 기록은 가나다 순이며, 제24대 임원 인선은 최근 3년 동안의 참석률과 회비납부 상황을 참조하여, 제24대 학회 이사회에서 협의하
여 선임하였습니다. 임원들께서는 임원회비를 학회통장으로 입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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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이사회 및 사무국 업무보고

제23대 학회의 업무인계와 제24대학회의 업무인수가 2017년 1월 7일(토) 솔코리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기예금
42,374,540원과 보통예금 13,687,849원 및 기타 제반 서류의 인계인수가 있었습니다.
제1차 이사회 겸 편집위원회(2017년 2월 4일(토), 대구 포성정)를 개최하여 임원진 구성, 하계학술발표회 등에 대한 논
의가 있었습니다.
편집위원회 공지사항

세무회계연구 에 게재할 논문은 제출기한에 관계없이 접수되는 순서대로 신속하게 온라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
며, 논문 제출기한은 발간호의 최종 제출기한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회 홈페이지(http://www.kata.re.kr)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반드시 회원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연구 와 관련된 공문은 학회 홈페이지에 계속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
페이지의 논문검색은 회원으로 승인 받으신 분에 한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
논문의 투고와 심사는 현재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투고․심사 시스템인 JAMS 2.0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문 투고 시 학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뿐만아니라 JAMS 2.0 홈페이지 (https://kata.jams.or.kr) 에도 함께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하계학술발표대회 개최 안내 및 발표자 모집

하계학술발표대회는 2017년 7월 14일(금)에 개최될 예정이며, 해외탐방은 2017년 7월 14일(금) ~ 7월 17일(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세부일정은 추후 최종 확정되는 대로 뉴스레터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하계학술대회에 발표를 원하시는 회원은 학술대회조직위원장(경남도립남해대학교 박태종 010-3397-5810)에게 연락바
랍니다. 하계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신청과 관련된 세부일정은 추후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하계학술발표회에서 모범경영대상과 세무회계대상을 수여하고자 하오니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는
학회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되고 있습니다.
신규회원 가입(2017.1.7.~2017. 3. 31)
회원구분

정회원
영구회원

소 속

성 명

회원가입(입금)일자

회비납부액

아주대학교

김상일

2017. 2. 27

30,000

중국중앙재경대학교

이신규

2017. 2. 21

20,000

주해봉

2017. 2. 20

20,000

2017. 2. 15

20,000

법무법인우어울림

안혜림

2017. 1. 25

200,000

부산대학교

박수경

2017. 3. 20

200,000

비 고

홈페이지 미가입
입금자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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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기여금 납부 현황(2017. 1. 7 - 3. 31 현재)
성명

소속

직위

금액

강승모

거제대학교

회장

정원홍

더존회계정보처리학원

부회장

100,000

김진욱

건국대학교

부회장

100,000

윤우영

계명문화대학교

부회장

100,000

장광식

우송대학교

상임이사

50,000

김재준

안산대학교

상임이사

50,000

박상봉

동의대학교

상임이사

50,000

민춘식

창원문성대학교

상임이사

50,000

황인옥

부산대학교

상임이사

50,000

조문기

안산대학교

상임이사

50,000

1,000,000

기부금 납부 현황(2017. 1.7 - 3. 31 현재)
기부단체명

기부금 납부일자

박태종
총

2017.

기부금액

2. 04

비 고

477,000

계

477,000

존경하는 한국세무회계학회 임원여러분께 2017년 학회 운영을 위한 임원 기여금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임원기여금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300,000

100,000

50,000

임원기여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864401-01-387275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
입금시 유의사항
1) 무통장입금시 항목 및 이름을 꼭 입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부회장홍길동, 상임이사홍길동 등)
2) 현금지급기 이용시 입금 후 사무국장 문진주(010-9196-6950)으로 입금내역에 대해서 문자 부탁드립니다.
※

학회는 회원들의 회비와 특별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회원과 임원 여러분들의 재정적인 기여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임원여러분의 분담금을 조속히 입금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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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연구 논문 모집

세무회계연구 에 게재할 원고를 기간에 관계없이 수시로 모집합니다. 세무회계연구 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써
세무 및 회계실무, 세법, 회계학교육, 회계이론, 그리고 경영 등에 관련된 논문을 게재하는 전문학술지입니다. 회원 여러분
은 물론 주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연구 에 논문게재를 희망하
시는 회원께서는 논문 1부와 논문 파일(JAMS 2.0에서 온라인 투고), 그리고 심사료 50,000원(온라인 계좌번호：국민은행
864401-01-387275,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
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한 논문 1부와 논문 파일(JAMS 2.0에서 온라인 업로드)을 추가로 보내주시고, 게재료 200,000원은
상기 계좌로 별도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2호 논문 제출기한：2017년 5월 31일
제53호 논문 제출기한：2017년 8월 31일
∙문의처： 143-701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 120 경영관 423호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김진욱 교수
(편집위원장) Tel : 02-450-0441
HP : 010-3567-2226
E－mail：jinkim@konkuk.ac.kr
세무회계연구 작성방법 및 심사일정 안내

세무회계연구 에 논문을 기고시 “주제어, 제1저자 및 공동저자, 영문초록, 영문주제어” 항목 등을 빠짐없이 작성하
시고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기고와 관련된 사항을 꼭 숙지하여 투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무회계연구 제51호의
“세무회계연구 기고요령” 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연구 제52호 논문집 원고모집 및 심사일정을 알려 드리오니 여러 회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구

분

논문제출 마감
논문심사

일

정

까지
2017. 6. 10 까지
2017. 5. 31

구

분

심사 후 교정
학회지 출판

일

정

까지
2017. 6. 30 발행
2017.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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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정 회 원：연회비 30,000원 (단체회원<도서관, 연구소 등> 30,000원)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비는 없으며 가입신청서 별도 제출
영구회원：영구회비 200,000원 (단체회원<도서관, 연구소 등> 300,000원)
－신규가입의 경우 가입비는 없으며 가입신청서 별도 제출
회비납부：연회비 또는 영구회비, 임원회비를 납부하실 때에는 아래의 국민은행 온라인 계좌를 이용하시고, 입금하신
다음에는 학회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비미납시에는 회원가입이 승인되지 않습니다.
학회 관리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실 때에는 입금내역을 다음과 같이 주기하여 주시거나 입금 후 학회 사무국
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액 입력 후 받는 사람란에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홍길동임원회비, 홍길동심사비, 홍길동게재료 등)
으로 꼭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납부：국민은행 통장 864401-01-387275(예금주：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
∙연 락 처：학 회 장：거제대학교 강승모
Tel：055-680-1544
HP：010-2837-7143 E－mail：smkang@koje.ac.kr
제1사무국장：거제대학교 문진주
Tel：055-680-1620

HP：010-9196-6950

제2사무국장：배화여자대학교 김지영
Tel：02-397-0559

HP：010-2518-4116

E－mail：pr15045@koje.ac.kr

E－mail：paviolla@baewha.ac.kr
편집：사무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