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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존경하는 한국회계학회 회원님들께

한국회계학회 2019 정기국제학술대회에 오신 
회원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해외 학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대회는 2019 Asian Accounting Associations Conference를 겸하고 있어, 대만, 일본 그리고 다른 아시아 지역,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많은 해외학자들이 함께 하였고, 어느 해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회계가 우리 사회에 크게 주목 받는 해였습니다. 특히 5차례에 걸친 원칙중심회계 구현방안 세미나는 언론
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회계적 이슈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한국회계학회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혁신위원회는 회계교육의 혁신방안을 연구하여 미래 회계학 교육과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국내 대학 회계학 박사학위자들의 다수가 미국, 홍콩, 호주, 뉴질랜드, 영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교수로 부임하는 등 우리 대학들의 연구경쟁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국내 박사과정들을 국내외 Doctoral Consortium에 참가시키고, EAA, AAA 등의 
참가를 지원한 것과, 신진 학자들을 대상으로 New Faculty Workshop을 개설한 것은 가장 보람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의 저명교수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한영회계법인이 미래학자의 양성을 위하여 
한영 Young Scholar Fellowship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또한 회계학연구의 Scopus 등재 신청도 눈앞에 두고 있어, 우리 회계학연구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AAAs와 연합하여 APJAE 세션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별 실무 주제 Panel을 통하여 회계실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논문 발표만이 아니라, 국내외 학자들 간의 교류, 가족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재테크 특강 및 즐거운 관광 및 놀이공
원 혜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 6월에, 아름다운 도시 경주에서, 회원님들과 가족 여러분들께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시고, 즐거운 
추억을 간직하고 돌아가실 것을 고대합니다. 

Welcome 
o f  t h e 
President

환 / 영 / 사

5년간 5,500명 청년들의 취업·창업을 지원합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포스코인재창조원 홈페이지(www.poscohrd.com)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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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재 (군상대)

오광욱 (고려대)

오문성 (한양여대)

오원정 (경희사이버대)

오현택 (청주대)

우용상 (이화여대)

유성용 (순천향대)

유순미 (경상대)

유영태 (인천대)

유정민 (인하대)

육윤복 (홍익대)

윤대희 (연세대)

윤성용 (경성대)

윤우영 (계명문화대)

윤종철 (계명대)

이경락 (백석대)

이남령 (한국항공대)

이문영 (덕성여대)

이병화 (거제대)

이상로 (전북대)

이상열 (한양대)

이선복 (동서대)

이세철 (경기대)

이용규 (숭실대)

이용석 (한남대)

이윤상 (대구가톨릭대)

이은서 (경상대)

이은철 (동덕여대)

이종운 (감사원)

이종은 (성균관대)

이준일 (경희대)

이창대 (목포대)

이현아 (가천대)

임태균 (전북대)

임형주 (경기대)

장금주 (서울시립대)

정경철 (경북대)

정광화 (강원대)

정재연 (강원대)

정재을 (신라대)

정재진 (동국대)

정재현 (동아대)

정준희 (대구대)

정호영 (서원대)

지상현 (백석대)

채수준 (강원대)

최미화 (부산외대)

최보람 (호서대)

최영문 (경남대)

최원석 (서울시립대)

최정운 (대구대)

최헌섭 (홍익대)

최황택 (세종사이버대)

황명철 (서울디지털대)

● List of 37th boar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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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회장단

임        기 성        함 소  속  (재임시)

1대 회장 (1973년) 조익순* 고려대학교

2대 회장 (1977년) 소진덕* 서울대학교

3대 회장 (1981년) 김규삼* 연세대학교

4대 회장 (1983년) 유세환 고려대학교

5대 회장 (1985년) 이해동 성균관대학교

6대 회장 (1987년) 이용준 서울대학교

7대 회장 (1988년) 송   자 연세대학교

8대 회장 (1989년) 신정식 한양대학교

9대 회장 (1990년) 이정호 서울대학교

10대 회장 (1991년) 김형주 성균관대학교

11대 회장 (1992년) 윤종안 동국대학교

12대 회장 (1993년) 정종암 연세대학교

13대 회장 (1994년) 조성하 고려대학교

14대 회장 (1995년) 유성재 중앙대학교

15대 회장 (1996년) 박범호 홍익대학교

16대 회장 (1997년) 남상오 서울대학교

17대 회장 (1998년) 이성주 인하대학교

18대 회장 (1999년) 주인기 연세대학교

19대 회장 (2000년) 이근수 경희대학교

20대 회장 (2001년) 정기영 계명대학교

21대 회장 (2002년) 이남주 서강대학교

22대 회장(2003년7월 - 2004년6월) 신준용 고려대학교

23대 회장(2004년7월 - 2005년6월) 송인만 성균관대학교

24대 회장(2005년7월 - 2006년6월) 윤순석 아주대학교

25대 회장(2006년7월 - 2007년6월) 김광윤 고려대학교

26대 회장(2007년7월 - 2008년6월) 이만우 서울대학교

27대 회장(2008년7월 - 2009년6월) 이창우 중앙대학교

●



임        기 성        함 소  속  (재임시)

28대 회장(2009년7월 - 2010년6월) 장지인 서울대학교

29대 회장(2010년7월 - 2011년6월) 김지홍 중앙대학교

30대 회장(2011년7월 - 2012년6월) 이종천 연세대학교

31대 회장(2012년7월 - 2013년6월) 안태식 숭실대학교

32대 회장(2013년7월 - 2014년6월) 최   관 서울대학교

33대 회장(2014년7월 - 2015년6월) 권수영 성균관대학교

34대 회장(2015년7월 - 2016년6월) 황인태 중앙대학교

35대 회장(2016년7월 - 2017년6월) 손성규 연세대학교

36대 회장(2017년7월 - 2018년6월) 양동훈 동국대학교

* 별세

● List of 37th board members 전체일정

주제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업 일자리와 회계교육 혁신    일정 : 6월 20일(목)~22일(토)    장소 : 경주 The-K Hotel

2019 한국회계학회와 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
2019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and Asian Accounting Associations (AAAs) Conference

2019 New Faculty Workshop

6월 20일 목요일 (장소 : 거문고A / 호텔본관 2층)

10:00 - 13:00
1. 연구자·교육자로서의 자세  |  정운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2. 후배 학자들에게 주는 조언-논문 저술시의 주의사항 및 기타조언  |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13:00 - 14:30 중식 (한식당 무궁화 / 본관 1층)

14:30 - 17:30

3. 한국 회계감사 업계의 현안과 연구 주제  |  최종학 (서울대학교 교수)

4. Shorting Activity and Stock Return Predictability: Evidence from an Information Shock  |  
    김정본 (City Univ. of Hong Kong 교수)

18:00 - 20:00 석식 (비어가든)

6월 21일 금요일

호텔 본관 2층 (2F) 지하1층 (B1)
거문고 A

Geomungo A
거문고 B

Geomungo B
거문고 C

Geomungo C
가야금 A

Gayageum A
가야금 B

Gayageum B
가야금 C

Gayageum C
가야금 D

Gayageum D
대금 A

Daegeum A
대금 B

Daegeum B

09:00 -18:00 등록 및 접수 (본관 2층)

10:30 -12:00
International 

1
APJAE 

(Financial 1)
APJAE 

(Management 1)
관리회계

회계감사(E) 전문대학1 재무회계1 재무회계2 중급재무회계
교육 -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자유토론 지정토론 자유토론 자유토론 패널토론

12:00 -13:20 중식 (서라벌 / 본관 1층)

12:20 -13:20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통합회의 (해금홀 / 본관 1층)

13:20 -14:50
International 

2
APJAE 

(Financial 2)
APJAE 

(Management 2)
관리회계
회계교육 전문대학2 재무회계

회계감사 재무회계3 관리회계교육 미래회계
위원회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자유토론 지정토론 자유토론 자유토론 패널토론 자유토론

15:00 -16:30 개막식 및 주제강연
(거문고 B / 본관 2층)

▶  개회사  �|  조성표 (한국회계학회장)
▶  환영사  �|  김기웅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업 일자리와 회계교육 혁신"
▶  발표 1 미래회계 서비스업 환경과 회계교육 혁신  �|  문두철 (연세대학교 교수)
▶  발표 2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  �|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ASB 해석위원)
▶  발표 3 네 번째 파도와 인재 4.0  �|
               신태균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교육개발연구원장/삼성인력개발원 전 부원장)

16:00 -18:00
가족을 위한 경제 교육 세션

가족경제교육 (가야금 A)
'글로벌 위기속에서 가정경제관리방안'  |  백정선 (핀톡 대표이사) 

자녀경제교육 (가야금 B)
'신나고 즐거운 금융경제교실'  |  김희영 (플러스인 교육연구소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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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 English Session

6월 22일 토요일

호텔 본관 2층 (2F) 지하1층 (B1)
거문고 A

Geomungo A
거문고 B

Geomungo B
거문고 C

Geomungo C
가야금 A

Gayageum A
가야금 B

Gayageum B
가야금 C

Gayageum C
가야금 D

Gayageum D
대금 A

Daegeum A
대금 B

Daegeum B

07:30 -09:00 조식 (에델바이스 / 본관 2층)

09:00 - 등록 및 접수 (본관 2층)

09:00 -10:30

회계기준 제·개정
업데이트

(회계기준원)
재무회계 (E) 재무회계

관리회계(E)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 -

- 지정토론 지정토론 - - - - - -

09:30 -15:50 가족 참가자 관광

10:45 -12:10
특별 세션 심화 토론 재무회계 (E) 세무회계 재무회계 (E) 관리회계

회계감사(E) 재무회계4 재무회계
세무회계

회계교육혁신 원칙중심회계 자유토론 자유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자유토론 자유토론

12:15 -13:20 중식 (서라벌 / 본관 1층)

13:20 -14:50
IFRS Research

Forum 1
IFRS Research

Forum 2 세무회계1 재무회계
회계교육 (E)

세무회계
재무회계 관리회계1 세무회계

회계감사
재무회계
세무회계

재무제표분석
교육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지정토론 패널토론

17:00 -18:30 Asian Networking Meeting (비어가든)

17:00 -17:50 정기총회
(거문고 C / 본관 2층)

▶  논문상 시상식
▶  사업 및 결산보고
▶  감사보고
▶  의안 결의 등
▶  차기회장 인사

18:00 -20:00 만찬 시상식 및 공연
(거문고 A+B / 본관 2층)

▶  학회장 인사
▶  내·외빈 소개
▶  시상식
▶  만찬
▶  축하 공연

● 전체일정 Program Outline

“The Role of Accounting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Date : June 20~22, 2019    Place : The-K Hotel, Gyeongju

Program Summary

* (E) : English Session

2019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and Asian Accounting Associations (AAAs) Conference 

June 21, Friday 

Main Building 2F B1

Geomungo A Geomungo B Geomungo C Gayageum A Gayageum B Gayageum C Gayageum D Daegeum A Daegeum B

09:00 -18:00 Registration (Main Building 2F)

10:30 -12:00
International 

1
APJAE 

(Financial 1)
APJAE 

(Management 1)
 Management 
/ Auditing (E) College 1 Financial 

Accounting 1
Financial 

Accounting 2
Accounting 
Education 1 -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Panel Discussion

12:00 -13:20 Lunch (Cafeteria ‘Sorabol’ / Main Building 1F)

13:20 -14:50
International 

2
APJAE 

(Financial 2)
APJAE 

(Management 2)
Management 
/ Education College 2 Financial / 

Auditing
Financial 

Accounting 3
Accounting 
Education 2

Future 
Accounting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15:00 -16:30 Open Ceremony & Plenary Session (Geomungo B)

16:00 -18:00 Economic Education for Family Participants  (Gayageum A, B )

17:00 -17:50 General Assembly Meeting (Geomungo C)

18:00 -20:00 Dinner Banquet  & Awards Ceremony (Geomungo A+B)

June 20, Thursday
10:00 -17:30 2019 New Faculty Workshop

June 22, Saturday 

Main Building 2F B1

Geomungo A Geomungo B Geomungo C Gayageum A Gayageum B Gayageum C Gayageum D Daegeum A Daegeum B

07:30 -09:00 Breakfast (Buffet Restaurant ‘Edelweiss’ / Main Building 2F)

09:00 - Registration (Main Building 2F)

09:00 -10:30
IFRS Updates 

(KAI)
Financial 

Accounting (E)
Financial

Management (E) Samil KPMG EY Deloitte - -

-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 - - - - -

09:30 -15:50 Family Participants Tour

10:45 -12:15

Special Session Financial 
Accounting (E)

Tax 
Accounting

Financial 
Accounting (E)

Management 
/ Auditing (E)

Financial 
Accounting4

Financial
/ Tax

Accounting 
Education 
Innovation

Principle 
-Based 

Accounting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Open 
Discussion

Open 
Discussion

12:15 -13:20 Lunch (Cafeteria ‘Sorabol’ / Main Building 1F)

13:20 -14:50
IFRS Research

Forum 1
IFRS Research

Forum 2
Tax 

Accounting 1
Financial

/ Education (E)
Tax 

/ Financial 
Management
Accounting 1

Tax 
/ Auditing

Financial
/ Tax 

Accounting 
Education 3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Panel Discussion

17:00 -18:30 Asian Networking Meeting (Beer Gar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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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배치도 (호텔본관 Main Building)

2층 (2F)

장   소 내   용

본관 2층 로비 등록 및 접수처

거문고 A
Geomungo A

21일(금)   논문발표  |  만찬, 시상식, 공연 
22일(토)   논문발표

거문고 B
Geomungo B

21일(금)   논문발표  |  개막식, 주제강연  |  만찬, 시상식, 공연
22일(토)   논문발표

거문고 C
Geomungo C

21일(금)   논문발표  |  정기총회
22일(토)   논문발표

가야금 A B
Gayagum A B

21일(금)   논문발표  |  가족참가자 프로그램(경제교육강의)
22일(토)   논문발표

가야금 C D
Gayagum C D 21일(금) - 22일(토)   논문발표

향비파 A
Hyangbipa A

21일(금)   통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VIP 대기실
22일(토)   VIP 대기실

향비파 B
Hyangbipa B 20일(목) - 22일(토)   운영지원실

에델바이스
DBuffet Restaurant 

‘Edelweiss’ 
22일(토)   조식

등록 및 접수처

행사장 배치도 (호텔본관 Main Building)●

1층 (1F)

장   소 내   용

해금홀
Haegeum 21일(금)   통합이사회

서라벌
Cafeteria ‘Sorabol’ 21일(금) - 22일(토)   중식

한식(무궁화)
Korea Restaurants 

‘MUGUNGHWA’
21일(금) - 22일(토)   해외학회 방문단 식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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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배치도 (호텔본관 Main Building)

B1층 (B1F)

장   소 내   용

대금홀 A B
Daegeum A B 21일(금) - 22일(토)   논문발표

학술대회 일정

▶  6월 20일 (목) / June 20, Thursday

▶  6월 21일 (금) / June 21, Friday 

10:00 -17:30 2019 New Faculty Workshop (거문고 A / Geomungo A)

·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자세  |  정준오 (서울대 명예교수)  Woon Oh Jung (Seoul National Univ.) 
·  후배 학자들에게 주는 조언-논문 저술시의 주의사항 및 기타조언  |  최종학 (서울대 교수)  Jong-Hag Choi (Seoul National Univ.) 
·  한국 회계감사 업계의 현안과 연구 주제  |  최종학 (서울대 교수)  Jong-Hag Choi (Seoul National Univ.) 
·  Shorting Activity and Stock Return Predictability: Evidence from an Information Shock  |  
    김정본 (City Univ. of Hong Kong 교수)  Jeongbon Kim 

09:00 -18:00 등록 및 접수 (본관 2층)  Registration (Main Building 2F)

10:30 -12:00 분과발표회 1  Concurrent Sessions 1 

·  International 1 (거문고 A)  International 1 (Geomungo A)
·  APJAE_Financial 1 (거문고 B)  (Geomungo B)
·  APJAE_Management & Auditinging 1 (거문고 C)  (Geomungo C)
·  관리회계 & 회계감사_E (가야금 A)  Management & Auditing (Gayageum A)
·  전문대학 1 (가야금 B)  College 1 (Gayageum B)
·  재무회계 1 (가야금 C)  Financial 1 (Gayageum C)
·  재무회계 2 (가야금 D)  Financial 2 (Gayageum D)
·  중급재무회계 교육 (대금 A)  Accounting Education 1 (Daegeum A)

12:00 -13:20 중식 (서라벌 / 본관 1층)  Lunch (Cafeteria ‘Sorabol’ / Main Building 1F)

12:20 -13:20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통합회의 (해금홀 / 1층)

13:20 -14:50 분과발표회 2  Concurrent Sessions 2 

·  International 2 (거문고 A)  International 2 (Geomungo A)
·  APJAE_Financial 2 (거문고 B)  (Geomungo B)
·  APJAE_Management & Auditinging 2 (거문고 C)  (Geomungo C)
·  관리회계 & 회계교육 (가야금 A)  Management & Education (Gayageum A)
·  전문대학2 (가야금 B)  College 2 (Gayageum B)
·  재무회계 & 회계감사 (가야금 C)  Financial & Auditing (Gayageum C)
·  재무회계 3 (가야금 D)  Financial 3 (Gayageum D)
·  관리회계 교육 (대금 A)  Accounting Education 2 (Daegeum A)
·  미래회계위원회 (대금 B)  Future Accounting (Daegeum B)

15:20 -16:30 개막식 및 주제강연 (거문고 B)  Open Ceremony & Plenary Session (Geomungo B)

·  개회사  |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  Seong Pyo Cho (KAA President)
·  환영사  |  김기웅 (한국경제신문사 사장)  Ki Woong Kim (The Korea Economic Daily, Hankyung CEO)

15:20 - 16:30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업 일자리와 회계교육 혁신” 

·  미래회계 서비스업 환경과 회계교육 혁신  |  문두철 (연세대 교수)  Doo Cheol Moon (Yonsei Univ.)
·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  |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Jongsoo Han (Ewha Womans Univ.) 
·  네 번째 파도와 인재 4.0  |  신태균(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교육개발연구원장/삼성인력개발원 전 부원장)  
                                                Tae Kyun Shin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16:00 - 18:00 가족을 위한 경제 교육 세션  Economic Education for Family Participants  3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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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erence Program

17:00 -17:50 정기총회 (거문고 C)  General Assembly Meeting (Geomungo C) 

·  논문상 시상식  Awards Ceremony
   -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
   - 회계저널 우수논문상
   - 회계학 학위논문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회계학교육혁신상
      회계저널 교육논문
      회계저널 교육논문
     교육관련 교재공유

·  사업 및 결산 보고 
·  감사보고 
·  의안결의 : 제37대 결산승인 / 제38대 예산승인 / 감사선출
·  차기회장 인사

18:00 -20:00 만찬 및 시상식, 공연 (거문고 A+B) Dinner Banquet & Awards Ceremony (Geomungo A+B)  34p

·  사회 :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 이은서 (경상대 교수) Tae Dong Kim(CHA Univ.), Eun Suh Lee(Gyeongsang National Univ.)
·  학회장 인사 : 조성표 (한국회계학회 회장)  Welcome : Seong Pyo Cho (KAA President)
·  내·외빈 소개  Guest Introduction 	
·  시상식  Awards Ceremony
   - APJAE 우수논문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KAA·한경 언론상
      최우수상
      최우수상
   - 올해의 회원상
   - 회계학공로상
      학술공로상
      교육공로상
      실무공로상
·  만찬 (건배사)  Dinner 
·  축하공연  Celebration Performance
   * 경상북도 도립국안단 (버꾸춤 & 사물놀이)  Gyeongsangbuk-do Provincial Orchestra of Korean Music 
  * 최정호 교수 (트럼펫 연주)
·  경품추첨  Giveaway Event	

유정민 (인하대), 김수인 (연세대 박사과정), 윤대희 (연세대)
한승엽 (서울대 박사과정), 김영준 (한국외대), 백복현 (서울대)

모예린 (이화여대)
유승경 (국민대)
임영제 (서강대)

박종찬 (서울시립대), 이양식 (서울시립대)
윤소라 (아주대)
한지명 (동국대 박사)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정기숙 (계명대 명예교수), 장지인 (중앙대 명예교수)
윤순석 (Western Illinois Univ.)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Heesun Chung, Yewon Kim, Hee-Yeon Sunwoo
Lanfeng Kao, Anlin Chen
Shohei Nagasawa, Mizue Nagasawa

이만우 (고려대 교수)
최종학 (서울대 교수)

학술대회 일정

▶  6월 22일 (토) / June 22, Saturday  

07:30 -09:00 조식 (에델바이스 / 본관 2층)  Breakfast (Buffet Restaurant ‘Edelweiss’ / Main Building 2F)

09:00 - 등록 및 접수 (본관 2층)  Registration (Main Building 2F)

09:00 -10:30 분과발표회 3  Concurrent Sessions 3 

·  회계기준 제·개정 업데이트_회계기준원 (거문고 A)  IFRS Update_KAI (Geomungo A)
·  재무회계_E (거문고 B)  Financial_E (Geomungo B)
·  재무회계  관리회계_E (거문고 C)  Financial & Management_E (Geomungo C)
·  삼일회계법인 (가야금 A)  Samil (Gayageum A)
·  삼정회계법인 (가야금 B)  KPMG (Gayageum B)
·  한영회계법인 (가야금 C)  EY (Gayageum C)
·  안진회계법인 (가야금 D)  Deloitte (Gayageum D)

09:30 -15:50 가족참가자 관광  Family Participants Tour  35p

10:45 -12:12 분과발표회 4  Concurrent Sessions 4 

·  특별세션 ‘회계교육혁신’ (거문고 A)  Special Session ‘Accounting Education Innovation’ (Geomungo A)
·  특별세션 ‘원칙중심회계’ (거문고 B)  Special Session ‘Principle-Based Accounting (Geomungo B)
·  재무회계_E (거문고 C)  Financial_E (Geomungo C)
·  세무회계 (가야금 A)  Tax (Gayageum A)
·  재무회계_E (가야금 B)  Financial_E (Gayageum B)
·  관리회계 & 회계감사_E (가야금 C)  Management & Auditing_E (Gayageum C)
·  재무회계 4 (가야금 D)  Financial 4 (Gayageum D)
·  재무회계 & 세무회계 4 (대금 A)  Financial & Management (Daegeum A)

12:15 -13:20 중식 (서라벌 / 본관 1층)  Lunch (Cafeteria ‘Sorabol’ / Main Building 1F)

13:20 -14:50 분과발표회 5  Concurrent Sessions 5 

·  IFRS Research Forum 1 (거문고 A)  IFRS Research Forum 1 (Geomungo A)
·  IFRS Research Forum 2 (거문고 B)  IFRS Research Forum 2 (Geomungo B)
·  세무회계 1 (거문고 C)  Tax 1 (Geomungo C)
·  재무회계 & 회계교육_E (가야금 A)  Financial & Education_E (Gayageum A)
·  세무회계 & 재무회계 (가야금 B)  Management & Financial (Gayageum B)
·  관리회계 1 (가야금 C)  Management 1 (Gayageum C)
·  세무회계 & 회계감사 (가야금 D)  Management & Auditing (Gayageum D)
·  재무회계 & 세무회계 4 (대금 A)  Financial & Management (Daegeum A)
·  재무제표분석 교육 (대금 B)  Accounting Education 3 (Daegeum B)

17:00 -18:30 Asian Networking Meeting

●

※ 분과발표회 자세한 내용은 세션별 논문 발표 일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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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과별 발표 일정

Session 01  21일(금) / June 21, Friday ▶ 10:30-12:00

International Session 1  [ 거문고 A / Geomungo A ] 

APJAE 1 (Financial Accounting 1)  [ 거문고 B / Geomungo B ] 

APJAE 2 (Management Accounting and Auditing 1)  [ 거문고 C / Geomungo C  ] 

사회자(Moderator)�:�Jong-Seo�Choi�(Pusan�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Jeongbon�Kim�(City�Univ.�of�Hong�Kong)

사회자(Moderator)�:�Jong-Hag�Choi�(Seoul�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ooin	Kim	(Yonsei	Univ.)
Jungmin Yoo (Inha Univ.)

The	Dynamics	of	Corporate	Disclosure	Strategies	and	
Competitive	Product	Market	Environment	with	the	
Impact	of	IFRS	Adoption

Keishi	Fujiyama	
(Kobe	Univ.)

Ruei-Shian Wu (Yuan Ze Univ.)
Yi-Rong	Wu	(Deloitte,	Taiwan)	

Payout	Policy	Decisions:	
The	View	of	Compensation	Structures	

Bok	Baik
(Seoul	National	Univ.)

Makoto Nakano (Hitotsubashi Univ.)
Yuto	Yoshinaga	(Tohoku	Univ.)

Aggregate	Earnings	Informativeness	and	Economic	
Shock:	International	Evidence

Hee-Yeon	Sunwoo	
(Sejong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oon Suk Yoon (Western Illinois Univ.)
Hyo	Jin	Kim	(Jeonju	Univ.)
Gregg	Woodruff	(Western	Illinois	Univ.)
Hansol	Yoon	(Western	Illinois	Univ.)

A	comparison	of	financial	reporting	of	
ADR	firms	by	country

Dafydd	Mali	
(Sheffield	Univ.)

Jeong Hwan Joo (The Univ. of Hong Kong)
Hang	soo	Kyung	(Chinese	Univ.	of	Hong	Kong)	

Corporate	transparency	and	insider	trading	
profitability:	Evidence	from	voluntary	adoption	of	
clawback	provisions	and	insider	trading	profitability

HyoJin	Kim
(Jeonju	Univ)

Dafydd Mali (Sheffield Univ.)
Hyungjoo	Lim	(Kyonggi	Univ.)

Different	Influences	of	Operational	Efficiency	and	REM	
Induced	Efficiency	on	Financial	Performance:	
Should	all	types	of	efficiency	be	considered	equal?

Jeong	Hwan	Joo	
(The	Univ.	of	Hong	Kong)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hohei Nagasawa (Tokyo Metropolitan Univ.)
Mizue	Nagasawa	(Tokyo	Metropolitan	Univ.)

Free-riding,	Empire	Building,	Cost	Management	in	
Integrated	Municipal	Enterprises	in	Japan	

Yu-Lin	Chen	
(National	Taipei	Univ.	of	Business)

Yu-Lin Chen (National Taipei Univ. of Business)
Meichu	Huang	(Chung	Yuan	Christian	Univ.)

Bottom-Up	(Top-Down)	Rolling	Budgeting	and	
Job	Autonomy:	Consequences	for	the	Role	of	Role	
Overload	and	Managerial	Performance

Iny	Hwang
(Seoul	National	Univ.)

Hyejin	Ahn	(Hongik	Univ.)
Catherine Heyjung Sonu 
(Korea National Open Univ.)

The	Effect	of	Audit	Partner	Style	on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Sunhwa	Choi	
(Sungkyunkwan	Univ.)

Sessions●

관리회계,회계감사 (E) / 자유토론  [ 가야금 A / Gayageum A ] 

전문대학1 / 지정토론  [ 가야금 B / Gayageum B ] 

재무회계1 / 자유토론  [ 가야금 C / Gayageum C  ]  

사회자(Moderator)�:�Ahrum�Choi�(Hong�Kong�Baptist�Univ.)

사회자(Moderator)�:�김영락�Young�Rak�Kim�(계명문화대,�Keimyung�College�Univ.)

사회자(Moderator)�:�이세용�Se�Yong�Lee��(가톨릭대,�The�Catholic�Univ.�of�Korea)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Hyungjin	Cho	(Universidad	Carlos	Ⅲ	de	Madrid)
Meeok	Cho	(Seoul	National	Univ.)
Sehee Kim (Seoul National Univ.)
Woo-Jong	Lee	(Seoul	National	Univ.)

Flexible	CPA	staffing:	Its	implications	to	audit	fees	and	audit	quality

Sera Choi (Seoul National Univ.) Understanding	CEO	Ability	and	Pay-Performance	Sensitivity	Relationship:	
Evidence	from	the	First	Year	of	a	CEO’s	Service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이태정 Tae Jung Lee
(계명문화대, Keimyung College Univ.) 세무회계전공 학생을 위한 교수학습모형 개발과 적용 이연희	Yeon	Hee	Lee

(계명대,	Keimyung	Univ.)

김경순	Kyung	Soon	Kim	(조선대,	Chosun	Univ.)
이진훤 Jin Hwon Lee (오산대, Osan Univ.)
박윤우	Yun	Woo	Park	(중앙대,	Chungang	Univ.)	

Corporate	governance	relationship	between	merging	
firms	and	earnings	management	of	the	acquirer	in	
stock-for-stock	mergers

김성중	Sung	Joong	Kim
(안산대,	Ansan	Univ.)

문진주 Jin Joo Moon (거제대, Koje College)
강승모	Seung	Mo	Kang	(거제대,	Koje	College) 위계선형모형을 활용한 세무 및 회계 전공선택의 결정요인

이태정	Tae	Jung	Lee
(계명문화대,	Keimyung	
College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신유진 Yoo Jin Shin (원광대, Wonkwang Univ.)
김정옥	Jeong	Ok	Kim	(영남대,	Yeungnam	Univ.)

주가폭락위험과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The	effects	of	Crash	risk	on	Value	relevance	of	accounting	information

이종은	Jong	Eun	Lee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남기만 Gi Man Nam (성균관대 박사과정)

예측과 다른 회계법인 선택이 주가붕괴위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Mismatching	on	Stock	Price	Crash	Risk

김정교	Jung-Kyo	Kim	(부산대,	Pusan	National	Univ.)
김지혜 Jihye Kim
(부산대 박사과정, Pusna National Univ.)

공익법인을 통한 재벌의 이익조정	
Do	Firms	Manage	Earnings	through	Nonprofit	Organizations?	:	
Evidence	from	Korean	Chae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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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2 / 자유토론  [ 가야금 D / Gayageum D ] 

중급재무회계 교육  [ 대금 A / Daegeum A ] 

2020년 회계관련 8개 학회 통합학술대회 준비위원회 : 한종수 위원장(이화여대 교수)  [ 향비파 A / Hyangbipa A  ] 

사회자(Moderator)�:�지현미�Hyun�Mi�Ji�(계명대,�Keimyung�Univ.)

사회자(Moderator)�:�최관�Kwan�Choi�(성균관대,�Sungkyunkwan�Univ.)

사회자(Moderator)�:�이은철�Eunchul�Lee�(동덕여대,�Dongduk��Women’s�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정준희	Joonhei	Cheung	(대구대,	Daegu	Univ.)
기도훈 Dohoon Ki (안양대, Anyang Univ.)

내부자거래의 공시지연현상과 주가반응
The	Effect	of	Insider	Trading	Type	on	the	Disclosure	Delay	and	the	Market’s	Reaction

김우열	Woo	Yeol	Kim
(전남대	석사과정,	Chonnam	National	Univ.)
이기세 Ki Se Lee 
(경북대 연구원, Kyungpook National Univ.)
전성일	Seong	II	Jeon	(전남대,	Chonnam	National	Univ.)

K-IFRS	제1109호 대손충당금 적립금 기준 변경과 기업가치	
A	Study	on	the	Firm’s	Value	Effects	of	Allowance	for	Bad	Debts	due	to	
K-IFRS	No-1109	Adoption		

이수정 Su Jeong Lee (인하대, Inha Univ.)
김승환	Seung-hwan	Kim
(가톨릭대	박사과정,	The	Catholic	Univ.	of	Korea)	

수익성 프리미엄의 재검토
Revisiting	the	Profitability	Premium	in	the	Korean	Stock	Markets				

 패널(Panel) 논문제목(Title)

나인철	In	Chul	Na	(한양대,	Hanyang	Univ.)

중급재무회계 교육
장금주	Geum	Joo	Jahng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조용언	Yong	Eon	Cho	(동아대,	Dong-A	Univ.)

최관	Kwan	Choi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참가 학회 참석 대상

대한회계학회,	한국관리회계학회,	한국국제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회계정보학회,
한국회계학회(이상 학회명칭순)

참가예정	8개 학회 대표 및 준비위원회 위원

●

Session 01  21일(금) / June 21, Friday ▶ 10:30-12:00

분과별 발표 일정

International Session 2  [ 거문고 A / Geomungo A ] 

APJAE 3 (Financial Accounting 2)  [ 거문고 B / Geomungo B ] 

APJAE 4 (Management Accounting and Auditing2 ) [ 거문고 C / Geomungo C ] 

사회자(Moderator)�:�Jong-Seo�Choi�(Pusan�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Jeongbon�Kim�(City�Univ.�of�Hong�Kong)

사회자(Moderator)�:�Jong-Hag�Choi�(Seoul�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Jae	B.	Kim	(Lehigh	Univ.)
Jonathan Sangwook Nam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

The	Effect	of	SFAS	158	on	the	Mispricing	of	Pension	
Plan	Funding

Anlin	Chen	
(National	Sun	Yat-Sen	Univ.)

Koren M. Jo (Hong Kong Polytechnic Univ.)
Shuo	Yang	(Hong	Kong	Polytechnic	Univ.)	

SEC	Comment	Letters	on	Firms’	Use	of	Non-GAAP	
Measures:	The	Determinants	and	Firms’	Response

Jonathan	Sangwook	
Nam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

Lanfeng Kao (National Univ. of Kaohsiung)
Anlin Chen (National Sun Yat-Sen Univ.)

How	a	Pre-IPO	Audit	Committee	Improves	IPO	Pricing	
Efficiency	in	an	Economy	with	Little	Value	Uncertainty	
and	Information	Asymmetry

Heesun	Chung	
(Sejong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Heesun	Chung	(Sejong	Univ.)
Yewon Kim (Seoul National Univ.)
Hee-Yeon	Sunwoo	(Sejong	Univ.)

Korean	Evidence	on	Auditor	Switching	for	Opinion	
Shopping	and	Capital	Market	Perceptions	of	Audit	
Quality

Sam	Han
(Korea	Univ.)

Ahrum Choi (Hong Kong Baptist Univ.)
Jeong-Bon	Kim	(City	Univ.	of	Hong	Kong)
Jay	Junghun	Lee	(Univ.	of	Massachusetts	Boston)
Jong	Chool	Park	(Univ.	of	South	Florida)

The	Impact	of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on	
Audit	Fees:	Evidence	from	International	M&A	Laws

Eugenia	Yujin	Lee
(Seoul	Nation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Chia-Ling Chao (National Chung Cheng Univ.)
Shwu-Min	Horng	(National	Chengchi	Univ.) CEO’s	Supply	Chain	Knowledge	and	Audit	Pricing Makoto	Nakano	

(Hitotsubashi	Univ.)

Keishi Fujiyama (Kobe Univ.)
Sidney	Gray	(Univ.	of	Sydney)	
Yuya	Koga	(Tohoku	Gakuin	Univ.)

Transitioning	from	a	bank	towards	an	equity	financing	
system	in	Japan:	The	impact	on	income	smoothing	
practices	over	40	years	

Jungmin	Yoo	
(Inha	Univ.)

Bok	Baik	(Seoul	National	Univ.)
David	Farber	(Indiana	Univ.	at	Indianapolis)
Sunghyo Kim (Seoul National Univ.)

Market	Reactions	to	Narrative	R&D	Disclosure	in	10-K	Filings Ruei-Shian	Wu
(Yuan	Ze	Univ.)

Session 02  21일(금) / June 21, Friday ▶ 13:20-14:50

●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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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회계, 회계교육 / 자유토론  [ 가야금 A / Gayageum A ] 

전문대학2 / 지정토론  [ 가야금 B / Gayageum B ] 

재무회계,회계감사 / 자유토론 [ 가야금 C / Gayageum C ] 

사회자(Moderator)�:�김이배�Yi�Bae�Kim�(덕성여대,�Duksung�Women’s�Univ.)

사회자(Moderator)�:�윤관호�Kwan�Ho�Yun�(배화여대,�Bae�Wha�Wonen’s�Univ.)

사회자(Moderator)�:�전규안�Kyu-An�Jeon�(숭실대,�Soongsi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전재표	Jae	Pyo	Jeun
(계명문화대,	Keimyung	College	Univ.)

회계 학습경로의 다양성을 위한 탐색적 논의
An	Exploratory	Discussions	for	the	Diversity	of	
Accounting	Learinig	Trajectory

김종민	Jong	Min	Kim
(동의과학대,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이균봉	Kyun-Bong	Lee		(부산대,	Pusan	National	Univ.)
류예린	Ye-Rin	Ryu	(울산발전연구원,	UDI)
지상현 Sang-Hyun Ji (백석대, Baekseok Univ.)

외국인투자자와 이익정보의 가치관련성	
The	Foreign	Investors	and	Value	Relevance	of	Earnings	
Information

윤우영	Woo	Young	Yun
(계명문화대,	Keimyung	
College	Univ.)

김종민	Jong	Min	Kim	
(동의과학대,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지상현	Sang-Hyun	Ji	(백석대,	Baekseok	Univ.)
류예린 Ye-Rin Ryu (울산발전연구원, UDI)

서비스 기업의 최고경영자 지배력과 사회적 책임 활동
A	CEO	Power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n	
Service	Corporation

문진주	Jin	Joo	Moon
(거제대,	Koje	College)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정훈 Hoon Jung (청주대, Cheongju Univ.)
고창열	Chang	Youl	Ko	(제주대,	Jeju	National	Univ.)
문혜원	Hye	Won	Moon
(제주대 석사과정,	Jeju	National	Univ.)

연구개발비는 재량적 원가인가 비재량적 원가인가?
Is	the	R	&	D	cost	a	discretionary	cost	or	a	non-discretionary	cost?

김지혜 Ji Hye Kim (고려대 박사과정, Korea Univ.)
김진배	Jin	Bae	Kim	(고려대,	Korea	Univ.)

노동조합과 원가 행태	
Labor	Union	and	Cost	Behavior

손혁 Hyuk Shawn (계명대, Keimyung Univ.) ‘회계어플게임’을 활용한 회계교육의 학습효과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경순	Kyung	Soon	Kim	(조선대,	Chosun	Univ.)
이경진 Kyung Jin Lee (조선대 박사과정, Chosun Univ.)

IFRS	의무채택이 경영자 재량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mandatory	adoption	of	IFRS	on	
management	discretion

김경순 Kyung Soon Kim (조선대, Chosun Univ.)
이진훤	Jin	Hwon	Lee	(오산대,	Osan	Univ.)
김현기	Hyeon	Kee	Kim	(조선대 석사,	Chosun	Univ.)
박연우	Yun	W.	Park	(중앙대,	Chung-Ang	Univ.)

Audit	fees,	firm-specific	information	risk,	accounting	standard,	and	complexity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김종규 Jong-Gyu Kim
(부산대 박사과정, Pusan National Univ.)
김명종	Myung-Jong	Kim	(부산대,	Pusan	National	Univ.)

이익유연화의 결정요인 및 이익유연화가 정보 비대칭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Determinants	of	Earnings	Smoothness	and	Earnings	Smoothness	
on	Information	Asymmetry

●

Session 02  21일(금) / June 21, Friday ▶ 13:20-14:50

분과별 발표 일정

재무회계3 / 자유토론  [ 가야금 D / Gayageum D ] 

관리회계 교육  [ 대금 A / Daegeum A ] 

미래회계위원회 / 자유토론 [ 대금 B / Daegeum B ] 

사회자(Moderator)�:�윤승준�Seung�Joon�Yoon�(한양여대,�Hanyang�Women’s�Univ.)

사회자(Moderator)�:�백태영�Tae-Young�Paik�(성균관대,�Sungkyunkwan�Univ.)

사회자(Moderator)�:�박성환�Sung�Whan�Park�(한밭대,�Hanbat�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이건재 Gun Jae Lee (국민은행, KB) 대손충당금 적립과 신규여신 취급
Loan	loss	provisioning	and	loan	supply

이재형 Jae Hyoung Lee (성균관대 석박사통합과정)
유하경	Ha	Kyung	Yu	
(성균관대 석사과정,	Sungkyunkwan	Univ.)
이종은	Jong	Eun	Lee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이사책임감면제도의 실효성 검토
The	Effectiveness	of	Director’s	liability	limitation	provision

박종국 Jong Kook Park (영남대, Yeungnam Univ.)
박선영	Sun	Young	Park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박기석	Gi	Seok	Park	(안동대,	Andong	National	Univ.)

대구·경북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회계교육혁신 방안 연구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Arion	Cheong
Soo	Hyun	Cho
Won Gyun No (Rutgers Business School)
Miklos	Vasarhelyi

If	You	Cannot	Measure	It,	You	Cannot	Manage	It:	Assessing	Cybersecurity	Risk	
Factors	through	Textual	Imagification

김태식 Tae Sik Kim(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회계교육을 위한 파이썬,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가?

 패널(Panel) 논문제목(Title)

도상호	Sang	Ho	Do	(계명대,	Keimyung	Univ.)	

관리회계 교육이상완	Sang	Wan	Lee	(동아대,	Dong-A	Univ.)

최종원	Jongwon	Choi	(연세대,	Yonsei	Univ.)

●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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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제·개정 업데이트(회계기준원)  [ 거문고A / Geomungo A ]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서비스업 일자리와 회계교육 혁신  [ 거문고 B / Geomungo B ] 

사회자(Moderator)�:�송민섭�Minsup�Song�(서강대,�Sogang�Univ.)

사회자(Moderator)�:�이영한�Young�Han�Lee�(서울시립대,�The�Univ.�of�Seoul)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최현덕 Hyun Deok Choi (한국회계기준원, KAI) 회계기준 제•개정 업데이트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문두철 (연세대학교 교수)
Doo Chel Moon (Yonsei Univ.) 미래회계 서비스업 환경과 회계교육 혁신		

한종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IASB 해석위원)
 Jongsoo Han (Ewha Womans Univ.)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 방안

신태균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교육개발연구원장/삼성인력개발원 전 부원장)
Tae Kyun Shin (The State Univ. of New York, Korea)

네 번째 파도와 인재	4.0

재무회계(E) / 지정토론  [ 거문고 B / Geomungo B ] 

사회자(Moderator)�:�Se�Won�Kwon�(Sejong�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Bok Baik (Seoul National Univ.)
Hong	Kim	Duong	(Salisbury	Univ.)
David	B.	Farber	(Indiana	Univ.)
Ken	Shaw	(Univ.	of	Missouri)

The	Impact	of	Macroeconomic	Uncertainty	and	
Liquidity	Risk	on	Market	Rewards	and	Penalties	to	
Earnings	Surprises	

Jihye	Kim
(Korea	Univ.)

Juhee Hwang (Sungkyunkwan Univ.)
Sunhwa	Choi	(Sungkyunkwan	Univ.)
Yong	Gyu	Lee	(Seoul	National	Univ.)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Classification	Shifting

Hyun	Jong	Na
(The	George	
Washington	Univ.)

Plenary Session  21일(금) / June 21, Friday ▶ 15:00-16:30

Session 03  22일(토) / June 22, Saturday ▶ 09:00-10:30

● 분과별 발표 일정

재무회계, 관리회계(E) / 지정토론  [ 거문고 C /  Geomungo C ] 

사회자(Moderator)�:�Hyun�Kwon�Cho�(Sejong�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un-Moon Jung (Seoul National Univ.)
Jae	Yong	Shin	(Seoul	National	Univ.) Role	of	Incentive	Contracts	in	Social	Enterprises Hyun	Kwon	Cho

(Sejong	Univ.)

Hyungjin	Cho	(Universidad	Carlos	III	de	Madrid)
Ahrum	Choi	(Hong	Kong	Baptist	Univ.)
Taejin Jung (Seoul National Univ.)

CEO	Career	Concern	and	Peer	Effects:	
Evidence	from	Firm-level	Investments	

Sun	Moon	Jung
(Seoul	National	Univ.)

삼일회계법인  [ 가야금 A / Gayageum A ] 

삼정회계법인  [ 가야금B / Gayageum B ] 

한영회계법인  [ 가야금 C / Gayageum C ] 

안진회계법인  [ 가야금 D / Gayageum D ] 

사회자(Moderator)�:�최종윤�Jong�Yoon�Choi�(강원대,�Kangwon�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강내철�Nae�Chul�Kang�(홍익대,�Hongik�Univ.)

사회자(Moderator)�:�이장순�Jang�Soon�Lee�(한남대,�Hannam�Univ.)

사회자(Moderator)�:�이유�Yu�Lee�(강원대,�Kangwon�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서계원 Gye Won Seo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Samil)

최근 감리제도 변화 방향
-	해외 재무제표 감독 집행 동향
-	회계기준 원칙에 대한 접근방식
-	원칙 적용 이슈 사례
-	원칙 중심 회계기준 환경 대응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우경 Kyung Woo Kim
(삼정회계법인 상무, KPMG) 新외부감사법 등 규제환경 전환기의 감사위원회 변화 방향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조성연 Seong Yeon Cho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EY) 강화된 규제에 따른 외부감사 강화의 방향과 회사 시사점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황재호 Jae Ho Hwang
(안진회계법인 파트너, Deloitte) K-SOX	Audit

Session 03  22일(토) / June 22, Saturday ▶ 09:00-10:30

● S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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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교육혁신  [ 거문고 A / Geomungo A ] 

원칙중심회계  [ 거문고 B / Geomungo B ] 

재무회계(E) / 자유토론  [ 거문고 C / Geomungo C ] 

사회자(Moderator)�:�문두철�Doo�Chel�Moon�(연세대,�Yonsei�Univ.)

사회자(Moderator)�:�한종수�Jongsoo�Han�(이화여대,�Ewha�Womans�Univ.)�

사회자(Moderator)�:�Won�Gyun�No�(Rutgers�Business�School)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최기호 Kiho Choi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유지선	Ji	Seon	Yoo	(호서대,	Hoseo	Univ.)	
심태섭	Tae	Sup	Shim	(서울시립대The	Univ.	of	Seoul)

우리나라 회계분야 대학교수 선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uggestions	on	the	recruitment	of	new	accounting	faculty	in	Korea

안성윤 Sung Yoon Ahn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IT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송승아 Seungah Song (서울여대, Seoul Women’s Univ.) 미래회계서비스업 전망 및 회계교육방향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이영한 Young Han Lee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원칙중심회계와 회계감독

박종성 Jong Sung Park
(숙명여대, Sookmyung Womens Univ.) 원칙중심회계와 회계감사

한승수 Sam Han (고려대, Korea Univ.) 원칙중심회계와 기업 및 법률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June Woo Park (Saint Mary’s College of California)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Analyst	Report	Length

Hyun Jong Na (The George Washington Univ.) Disappearing	Working	Capital:	Implications	For	Accounting	Research

Seunghee Yang (Seoul National Univ.) The	Changing	Properties	of	Accounting	Conservatism:	Why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Session 04  22일(토) / June 22, Saturday ▶ 10:45-12:15

● 분과별 발표 일정

세무회계 / 자유토론  [ 가야금 A / Gayageum A ] 

재무회계(E) / 지정토론  [ 가야금 B / Gayageum B ] 

관리회계, 회계감사(E) / 지정토론  [ 가야금 C / Gayageum C ] 

사회자(Moderator)�:�김성환�Sunghwan�Kim�(광운대,�Kwangwoon�Univ.)

사회자(Moderator)�:�백복현�Bok�Baik�(서울대,�Seoul�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김효진�Hyo�Jin�Kim�(전주대,�Jeonju�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박수경 Su-Gyeong Park
(부산대 박사과정, Pusan National Univ.)
이균봉	Kyun-Bong	Lee	(부산대,	Pusan	National	Univ.)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이익조정 행태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on	change	in	corporate	tax	rate

김도영 Kim Do Young  (부산대 석사, Pusan National Univ.)
이균봉	Kyun-Bong	Lee	(부산대,	Pusan	National	Univ.)

기업의 공유가치창출(CSV)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Corporate	Shared	Value	Creation	(CSV)		on	Tax	Avoidance

박종일	Jong-Il	Park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신상이 Sang Yi Shin 
(충북대 박사과정, Chungbuk National Univ.)

지속적인 세무전략과 미래의 기업성과 및 기업가치
Sustainable	Tax	Strategies,	Firm’s	Future	Performance,	and	Future	Firms	Value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Bok	Baik	(Seoul	National	Univ)
Sangmok Lee (Seoul National Univ.)

Banks’	Information	Acquisition	and	Value-relevance	of	
Fair	Value	Hierarchy

Stephani	Mason
(Depaul	Univ.)

Byung Hun Chung (Nanyang Technological Univ.) 
Jun-Koo	Kang	(Nanyang	Technological	Univ.)
Jaewoo	Kim	(Univ.	of	Rochester)
Xi	Xiong	(Nanyang	Technological	Univ.)

Trust	and	Debt	Contracting:	Evidence	from	
International	Syndicated	Loans

Seung	Youb	Han
(Seoul	National	Univ.)

Dereck	Barr-Pulliam	(Univ.	of	Wisconsin-Madison)
Stephani Mason (DePaul Univ.)
Helen	Brown-Liburd	
(Rutgers,	The	State	Univ.	of	New	Jersey)

Does	Accounting	Firm-Level	Fair	Value	Expertise	
Constrain	Managers’	Fair	ValueRelated	Accounting	
Discretion?	

Byung	Hun	Chung
(Nanyan	Techonologic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eokyoun Hwang (The City Univ. of New York)
Keejae	Hong	(Central	Michigan	Univ.)

An	Analysis	of	Hard	Freezing	of	Pension	Plan	on	
Firm	Performance	–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yonok	Kim
(Tokyo	Keizai	Univ.)

Chien-Ju	Lu	(Yuan	Ze	Univ.)
Ruei-Shian	Wu	(Yuan	Ze	Univ.)
Shu-Hui Sue (National Taichung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Auditor	Industry	Specialization	and	Analyst	Cash	
Flow	Forecasts:	The	Effects	of	Analysts’	and	Auditors’	
Reputations

Seokyoun	Hwang
(The	City	Univ.	of	New	York)

● Sessions

2019 한국회계학회와 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 26  27



재무회계4 / 자유토론  [ 가야금 D / Gayageum D ] 

재무회계, 세무회계 / 자유토론  [ 대금 A / Daegeum A ] 

사회자(Moderator)�:�임태균�Tae�Kyun�Lim�(전북대,�Chonbuk�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박성환�Sung�Whan�Park�(한밭대,�Hanbat�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이장순	Jang-Soon	Lee	(한남대,	Hannam	Univ.)
문태형 Tae-Hyoung Mun (목원대, Mokwon Univ.)

회계정보의 유용성 추세에 관한 사례연구:	한·미 주요기업의 비교를 중심으로
Case	Study	on	Trend	in	Accounting	Information’s	Usefulness	-	Focused	on	
Comparison	of	Major	Korean	and	American	Companies

최병철 Byungchul Choi (연세대 박사, Yonsei Univ.)
변정윤	Jungyoon	Byun	(연세대	박사과정,	Yonsei	Univ.)
문두철	Doocheol	Moon	(연세대,	Yonsei	Univ.)

Does	high	Audit	Effort	improve	Audit	Quality?	:	
Evidence	from	unlisted	firms	and	designated	auditors

오동석 Dongsuk Oh (메이지대 박사과정, Meiji Univ.) 잉여현금흐름이 주식수익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Free	Cash	Flow	on	Stock	returns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경순	Kyung	Soon	Kim	(조선대,	Chosun	Univ.)
이진훤	Jin	Hwon	Lee	(오산대,	Osan	Univ.)
강유정 Yu-Jeong Kang (조선대, Chosun Univ.)
박연우	Yun	W.	Park	(중앙대,	Chung-Ang	Univ.)

Combination	of	dividend	and	earnings	reporting	policy:	Signaling	or	managerial	
opportunism?

공경태 Kyung Tae Gong (동의대, Dong-Eui Univ.)

K-IFRS	1109	도입으로 인한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과 누적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이익잉여금 재분류금액의 가치관련성에 관한 연구
Korean	Evidence	on	Value-relevance	of	Other	Comprehensive	Income	from	FVOCI	
fianancial	assets	and		Reclassification	to	Retained	Earnings	from	Accumulated	Other	
Comprehensive	Income	after	the	Introduction	of	K-IFRS	1109

ZHU NINGNING
(경북대 석사과정, Kyungpook National Univ.)
배성호	Seong	Ho	Bae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중국시장에서 재무분석가 수와 내부통제 수준이 세무위험과	
감사보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Session 04  22일(토) / June 22, Saturday ▶ 10:45-12:15

분과별 발표 일정

IFRS Research Forum 1   [ 거문고 A / Geomungo A ] 

IFRS Research Forum 2  [ 거문고 B/ Geomungo B ] 

세무회계1 / 지정토론  [ 거문고C / Geomungo C ] 

재무회계(E)/지정토론  [ 가야금 B / Gayageum B ] 

사회자(Moderator)�:�이호갑�(한밭대,�Hanbat�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조용언�Yong�Eon�Cho�(동아대,�Dong-A�Univ.)

사회자(Moderator)�:�김우영�Woo�Young�Kim�(동덕여대,�Dongduk��Women’s�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김효진 Hyo Jin Kim (전주대, Jeonju Univ.) 금융기관 보고이익의 정보유용성에 대한 연구:	
IFRS	9을 중심으로

최미화	Mi	Hwa	Choi
(부산외대,	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이우재	Woo	Jae	Lee
(충남대,	Chungnam	National	Univ.)
최승욱 Seung Uk Choi (경희대, Kyung Hee Univ.)

K-IFRS의 도입은 과연 이익의 품질을 제고하였는가?	
발생액과 실물활동 이익조정의 상충관계에 대한 실증조사	
및	K-IFRS	제1115호에 대한 제언
Does	K-IFRS	Adoption	Improve	Earnings	Quality?	
Evidence	Based	On	The	Trade-off	Between	Accruals-	
and	Real-Earnings	Management

문해원	Hae	Won	Moon
(한국회계기준원,	KAI)

박재환	Jae-whan	Park	(중앙대,	ChungAng	Univ.)
윤미	Mi	Yoon	
(한영회계법인,	Ernst	&	Young	Han	Young)

자산손상과 관련된 부적절한 회계처리사례 분석	
-	발생원인 분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Case	study	on	the	regulator’s	inspection	findings	
related	to	asset	impairments

손혁	Hyuk	Shawn
(계명대,	Keimyung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김현아 Hyun A Kim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박선영	Sun	Young	Park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주석공시 사례연구:	
제약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하순금	Soon	Gum	Ha
(동아대,	Dong-A	Univ.)

안성윤 Sung Yoon Ahn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정운섭	Woon	Seop	Jung	(삼덕회계법인,	Nexia	Samduk)

생산방식에 기초한 사업결합 시 영업권 및 무형자산 인식	
비교:	IFRS	적용 사례 중심으로

이진수	Jin	Soo	Lee
(부경대,	Pukyong	
Nation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이한나 Han Na YI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The Univ. of Seoul)

BEPS	Action	13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Country-by-Country	Reporting	under	
BEPS	Action	13	on	Mulinational	Income	Shifting

신유진	Yoo	Jin	Shin
(원광대,	Wonkwang	Univ.)

김기욱 Ki Wook Kim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The Univ. of Seoul)
심태섭	Tae	Sup	Shim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세무대리업계 표준보수제도 도입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n	standard	pay	system	for	tax	preparers’	
decision	making

유지선	Ji	Seon	Yoo
(호서대,	Hoseo	Univ.)	

Session 05  22일(토) / June 22, Saturday ▶ 13:20-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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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5  22일(토) / June 22, Saturday ▶ 13:20-14:50

재무회계, 회계교육(E)/지정토론  [ 가야금 A / Gayageum A ] 

세무회계,재무회계/지정토론  [ 가야금 B / Gayageum B ] 

관리회계1/지정토론  [ 가야금 C / Gayageum C ] 

사회자(Moderator)�:�Sun�Kook�Kwon�(Kyungpook�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오종문�Jong�Moon�Oh�(동국대,�Dongguk�Univ.)

사회자(Moderator)�:�박기석�Gi�Seok�Park�(안동대,�Andong�National�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Kyung Tae Gong (Dongeui Univ.) The	Effect	on	Recirculation	of	the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Financial	Instruments	by	the	First	Adoption	of	K-IFRS	109

Hye	Ri	Kim	
(Pusan	National	Univ.)

Hyonok Kim (Tokyo Keizai Univ.)
Yukihio	Yasuda	(Hitotsubashi	Univ.)

Earnings	Quality,	Public	Debt,	and	Ownership	
Structure:	Listed	Versus	Unlisted	Public	Companies

Sun	Moon	Jung
(Seoul	National	Univ.)	

Desi Arisandi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The	Use	of	Visual	Analytics	in	Class	Assignment:	
Case	Study	Design	based	on	Singapore	Charity	
Organizations	Data

Young	Han	Lee
(The	Univ.	of	Seoul)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이예지 Ye-Ji Lee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The Univ. of Seoul)

재무분석가의	법인세비용	예측정확성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The	Effect	of	Analysts’	Tax	Expense	Forecast	Accuracy	on	
Corporate	Tax	Avoidance	:	An	International	Study

김경화	Kyung	Wha	Kim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신나리 Nari Shin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The Univ. of Seoul) The	Information	Conveyed	by	Tax	Accruals	Quality	

김경화	Kyung	Wha	Kim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강철승 Cheol Seung Kang (한국수산정책포럼)
한국의	40-50클럽진입을 위한 회계투명성확대전략
Strategy	to	Increase	Transparency	of	Accounting	for	
40-50	Club	Entry	in	Korea

정남철	Nam	Chul	Jung	
(홍익대,	Hongik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배기수 Khee Su Bae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물	회계	적용	방안	모색

박현재	Hyun	Jae	Park
(나사렛대,	Korea	
Nazarene	Univ.)

Sooin Kim (Yonsei Univ.)
Dae-Hee	Yoon	(Yonsei	Univ.)

Product	Market	Competition	and	Target	Ratcheting
상품시장의 경쟁과 목표 설정의 톱니효과

이혜진	Hye-Jin	Lee
(경북대	박사과정,	
Kyungpook	National	Univ.)

Anil	Arya	(The	Ohio	State	Univ.)
Brian	Mittendorf	(The	Ohio	State	Univ.)
Dae-Hee Yoon (Yonsei Univ.)

The	Impact	of	Input	Pricing	Regulations	on	Incentives	
to	Generate	and	Disclose	Accounting	Information	

권세원	Se	Won	Kwon
(세종대,	Sejong	Univ.)

● 분과별 발표 일정

 패널(Panel) 논문제목(Title)

권상호	Sang	Ho	Kwon	(신구대,	Shingu	College)

재무제표분석	교육

박창래	Chang	Rae	Park
(강릉원주대,	Gangneung-Wonju	National	Univ.)

백복현	Bok	Baik	(서울대,	Seoul	National	Univ)

안홍복	Hong	Bok	An	(계명대,	Keimyung	Univ.)

세무회계, 회계감사/지정토론  [ 가야금 D / Gayageum D ] 

재무회계, 세무회계 / 지정토론  [ 대금 A / Daegeum A] 

사회자(Moderator)�:�권순창�Soon�Chang�Kwon�(경북대,�Kyungpook�National�Univ.)

사회자(Moderator)�:�김태동�Tae�Dong�Kim�(차의과학대,�CHA�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전규안 Kyu-An Jeon (숭실대, Soongsil Univ.)
박종일 Jong-Il Park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재무적	제약과	미래	세무위험
Financial	Constraints	and	Future	Tax	Risk

김형국	Hyeong	Kook	Kim
(창원대,	Changwon	
National	Univ.)

박종일	Jong-Il	Park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김수인 Su-In Kim
(충북대 박사과정, Chungbuk National Univ.)

고평가된	자본이	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Overvalued	Equity	on	the	Audit	Fees	and	
Audit	Hours

황성현	Sung	Hyun	Hwang
(대구가톨릭대,	Daegu	
Catholic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신영효 Young Hyo Shin
(한국기술교육대, KOREATECH)
오광욱	Kwang	Wuk	Oh	(고려대,	Korea	Univ.)

기업	수명주기에	따른	최저한세	납부	기업의	회계정보	
질적특성	분석
Analysis	of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Accounting	Information	of	
Firms	Paying	Alternative	Minimum	Tax	according	to	Firm	Life	Cycle

문태형	Tae	Hyoung	Mun
(목원대,	Mokwon	Univ.)

정현석 Hyunseok Chung 
(서강대 박사과정, Sogang Univ.)
송민섭	Minsup	Song(서강대,	Sogang	Univ.)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	-	주석	정보를	중심으로	 기도훈	Do	Hoon	Ki
(안양대,	Anyang	Univ.)

재무제표분석 교육  [ 대금 B / Daegeum B ] 

사회자(Moderator)�:�최영수�Young�Soo�Choi�(성균관대,�Sungkyunkwan�Univ.)

● Sessions

2019 한국회계학회와 아시아회계학회연합회 국제학술대회 30  31



주제 강사 소개

▶  주제강연 (발표3 '네 번째 파도와 인재4.0')

▶  주제강연 (발표1 '미래회계 서비스업 환경과 회계교육 혁신')

▶  주제강연 (발표2 '원칙중심회계의 올바른 정착방안')

●

신 태 균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육개발연구원장

- 삼성인력개발원 전 부원장

문 두 철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연세대학교 글로벌교육원장

- 한국회계학회 미래교육위원장

한 종 수

-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 교수

-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위원

- 한국회계학회 부회장 

학술대회 안내사항

▶  참가신청 (사전등록)

▶  숙박예약 (경주 The K-Hotel)

항   목 금   액 (원)

참가비
(사전등록)

학회 참가비 50,000

가족 참가비 / 1인 30,000

객실타입 객실요금 (원) / 1박 (평일) 금   액 (원)

Ondol Deluxe / Double

100,000 객실 예약 및 문의
☎ 054-770-9143-5 

Deluxe Twin

Triple

Sky Deluxe Twin 130,000

* 1박 기준요금 (세금 포함, 토요일 객실 요금은 10,000원 추가)

* 6월 22일(토) 조식은 학회에서 제공합니다.

* 비품 : 냉장고, 커피포트, 드라이기, 샴푸, 바디워시, 타월, 생수, 유무선네트워크 등   

* 치약, 칫솔, 면도기 지참 (개별 준비)

* 학회 기간 부대시설은 할인가격된 가격으로 이용 가능: 사우나(8천원), 실내수영장(14천원) 

* 체크인 오후 2시 / 체크아웃 오후 11시 

●

※ 참가신청은 ‘1인-1개 신청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사전등록 기간 이후 또는 현장등록 시 (현금 결제만 가능)
      - 참가비 10만원 / 가족참가비(1인) 5만원

※ 학회 참가는 회원만 가능하며, 회원이 아니신 분은 학회 정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금계좌 : 056-25-0008-967 (국민은행 / 예금주 : (사) 한국회계학회)

※ 2018년 7월 1일부터~현재까지 학회 영구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과 New Faculty Workshop 참가자는 참가비가 면제입니다. 

 ※ 학회 참가자에게는 21일(금) 중식ㆍ만찬, 가족참가자 경제 강의 / 22일(토) 조식ㆍ중식 및 가족참가자 관광, 객실 및 부대시설 할인
     기념품, 경주월드 입장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 Asian Networking Meeting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경주 황남빵의 원조인 최영화빵을 선물로 드립니다. 
      - 가족참가자 관광은 사전등록 하신 분들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호텔 이용 및 숙박 관련한 문의 사항은 호텔 담당자께 직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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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안내

▶  만찬일정 (6월 21일 (금)) • 사회 : 김태동 (차의과학대 교수)Tae Dong Kim(CHA Univ.)
            이은서 (경상대 교수) Eun Suh Lee(Gyeongsang National Univ.)

▶  축하공연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시   간 행사내용

18:00 - 18:20 20분 학회장 인사 / 내·외빈 소개   Welcome / Guest Introduction

18:20 - 18:50 30분
시상식   Awards Ceremony
- APJAE 우수논문상 /KAA-한경 언론상
- 올해의 회원상 / 회계학공로상  

18:50 - 19:10 20분 만찬 (건배사)   Dinner

19:10 - 19:30 20분
축하공연 1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Celebration Performance 
(Gyeongsangbuk-do Provincial Orchestra of Korean Music)

19:30 - 19:40 10분
축하공연 2 (최정호 교수 트럼펫 연주 | '그 겨울의 찻집', '가로수 그늘아래서면') 
Celebration Performance 

19:40 - 20:00 20분 경품추첨   Giveaway Event 

●

프로그램 버꾸춤 & 사물놀이객실요금 

국악단 소개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은 1992년 12월 1일 창단되었으며, 현재 6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있다. 관현악을 위주로 
하되 정악, 민속악, 성악, 사물 등 포괄적 운영을 통해 도민정서순화 및 문화욕구충족, 민족 고유음악의 육성 발전을 
도모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함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그동안 정기공연을 비롯해 23개 시.군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연
주회, 소외계층 및 국내외에 이르는 각종 초청공연 등 3,000여회의 크고 작은 연주회를 개최하였다. 전통문화의 대
중화와 생활화에 크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곡목소개
버꾸춤은 전남해안지역 농악놀이의 일부로 완도 서한우 선생의 집안에서 전해 내려오던 것을 춤으로 무대화 한 것
이며 농악의 판굿 가락을 바탕으로 하는 형식의 작품과 현란한 가락위에 몸체의 호흡과 동작이 얹어져 화려하고 아
름다운 동작들로 구성된다.

가족참가자 프로그램

▶  가족을 위한 경제 교육 : 6월 21일 (금) 16:00 - 18:00 (장소 : 가야금 A,B)

▶  가족참가자 관광

6월 22일
토요일

시   간 행사내용

09:40 경주 The K-Hotel 출발 (호텔입구 출발 10분전 탑승)

10:00 - 12:00 월정교, 교촌마을(1h, 자유시간), 계림, 첨성대

12:10 - 12:50 대릉원

13:00 - 14:00 중식 (한우떡갈비)

14:10 - 15:40 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15:50 경주 The K-Hotel 도착

주  제 가족경제교육
'글로벌 위기속에서 가정경제관리 방안'

자녀경제교육
'신나고 즐거운 금융경제교실'

대  상 한국회계학회 회원 가족 한국회계학회 회원 자녀

강의내용

-  개인 삶의 변화와 경제문제
-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과 개인의 욕구문제
-  경제환경 변화와 자산관리의 방향 설정하기
-  돈이 모아지는 시스템 만들기
-  자녀교육자금 마련하기
-  자녀의 금융경제교육
-  주택확장하기와 부동산 투자
-  부채, 신용관리
-  손해보지 않는 금융상품 투자
-  노후준비와 보험관리

-  놀면서 배우는 똑똑한 경제 게임
-  그룹나누기(창업팀), 금융기관만들기(은행)
-  창업아이템선정하기와 각 아이템별 재료 가져가기
-  창업팀 각자 역할 정하기, 팀별 창업선정 회의하기
-  팀 발표 및 평가, 상장수여
-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
-  나의 꿈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자금계획 세우기

강  사 백정선 / ㈜핀톡 대표이사 김희영 / ㈜플러스인 교육연구소 대표

●

※ 강의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광은 사전등록 하신 분들께서만 참가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참가비는 없습니다. 
     (사전등록 기간 이후 또는 현장등록 시 신청 불가)

※ 우천 시 또는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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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참가자 프로그램●

▶  관광코스

월정교 / 교촌마을

경주최씨고택과 경주교동법주가 자리잡고 있는 교촌마을은 12대 동안 만석
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의 
얼이 서린 곳이다. 특히 최부자집에서 가훈처럼 내려온 원칙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
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최씨가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 년 동
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대릉원

경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라 고분군으로, 유명한 천마총, 미추왕릉, 황남대총 
등이 바로 이 대릉원 안에 위치해 있다. 천마총은 1973년부터 1975년까지 발굴 
조사되었는데, 천마총과 황남대총 모두에서 많은 유물이 나와 큰 관심을 모으기
도 했다. 경내가 공원처럼 되어 있어 산책을 즐기기에도 좋은데 특히 이곳 주변은 
봄이면 벚꽃이 만개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첨성대

첨성대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천문관측소이자 제일 오래된 것으로 독특한 예
술적 과학적 기술적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으로 대표로한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재 관리로부터 인정받아 선정된 우리나라의 국보 제 
31호이다.  

세계문화엑스포

보문관광단지 내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은 연중 개방되어 경주타워, 3D 애니메
이션 월드, 신라문화역사관, 세계화석박물관 등 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많
은 체험거리를 맛볼 수 있다. 경주타워는 신라 삼보(三寶) 중 하나인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상징건축물이다. 꼭대기에는 
전망대와 신라문화역사관이 마련되어있다.

 

행사장 및 교통편

▶  호텔 안내도

호텔본관 MAIN BUILDING
스파월드(신관) NEW BUILDING
야외공연장 OPEN-AIR STAGE
야외운동장 LAWN STADIUM

●

더케이호텔

THE-K HOTEL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홈페이지                         www.thek-hotel.co.kr/gyeongju
•��전화번호�                       054-745-8100 

호텔본관 Main Building 스파월드 (신관) New Building
4F 객실(한실)  Ondol Room 9F 객실(준특실)  Sky Deluxe Room 3F 화랑홀, 원화홀

실외
수영장

Out door
swimming

pool 

3F 객실(한실)  Ondol Room 8F 객실(특실)  Suite Room 

2F
온천사우나(남)  Men's hot spring sauna
노천탕  Ootdoor hot spring
휘트니스센터  Fitness Center

2F
거문고홀  Geomungo A,B,C
향비파홀  Hyangbipa A,B
가야금홀  Gayageum A,B,C,D
에델바이스(뷔페식당)  Buffet Restaurants ‘EDELWEISS’

7F 객실(양실)  Deluxe Twin
본관 연결통로

1F
서라벌(대식당)  Restaurants ‘SEORABEOL’
아이리스(커피숍)  Coffee Shop ‘IRS’
해금홀  Haegeum 
무궁화(한식당)  Korea Restaurants ‘MUGUNGHWA’

6F 객실(양실)  Deluxe Twin 1F
온천사우나(여)  Women's hot spring sauna
노천탕  Indoor swimming pool
나우차이나(중식당)

B1F
대금홀  Daegeum A,B
매점  Convenience Store
주차장  Parking

5F 객실(양실)  Deluxe Twin B1F 노래방  Singing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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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및 교통편

▶  오시는 길 (경상북도 경주시 엑스포로 45)

 【   신경주역 KTX   http://www.letskorail.com】

 【 무료 셔틀버스 운행  신경주역 ↔ 더케이호텔】

●

구   분 소용시간 비   고
서울 ↔ 신경주역  2시간 5분

철도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 1544-7788

대전 ↔ 신경주역 1시간 5분

대구 ↔ 신경주역 20분

부산 ↔ 신경주역 30분

광주 ↔ 오송역 ↔ 신경주역 2시간 25분

운행구간 신경주역 → 버스터미널 (경유) → 호텔 호텔 → 신경주역
출발지 신경주 터미널 호  텔

6월 21일(금)

08:50 09:10

20:30
10:30 10:50

12:30 12:50

14:30 14:50

6월 22일(토) 08:50 09:10 16:00 18:50

    
    

보문교

신평교

신라교

※ 신경주역에서 호텔까지 택시로 25-30분 소요 (요금 약 30,000원)
※ 신경주역에서 시내버스 700번 승차 → 더케이호텔경주 앞 하차 (약 45분소요)

탑승장소
* 신경주역 : 신경주역 1번 출구 정면 대형버스 주차장
* 터미널 :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버스정류장
* 더케이호텔 : 호텔본관(커피숍) 입구

Events and Transportation●

 【  경주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  자가용】

구   분 소요시간 비   고
서울(강남)  3시간 30분 http://www.exterminal.co.kr

부산 50분
고속버스통합예약   https://www.kobus.co.kr/main.do

시외버스통합예약 https://txbus.t-money.co.kr/main.do
대구 50분

광주 3시간 30분

서울 / 경기
(소요시간 3시간 40분)

경부고속도로 → 청주IC → 당진영덕고속도로 → 낙동JCT → 상주영천고속도로 → 영천JCT → 
경부고속도로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부산 / 대구
(소요시간 1시간)

경부고속도로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대전
(소요시간 2시간 30분)

경부고속도로 → 대구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광주
(소요시간 3시간 20분)

광주대구고속도로 → 중부내륙고속지선 → 금호IC → 경부고속도로 → 경주IC → 
서라벌대로 → 보문로 → 더케이호텔경주

※ 경주고속버스터미널  ☎ 054-741-4000 (운행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김해공항)
※ 경주시외버스터미널  ☎ 1666-5599
※ 경주버스터미널에서 더케이호텔까지 택시로 25분 소요 
※ 경주고속버스터미널 건너 승강장에서 시내버스 10번, 100번 승차 → 힐튼호텔 앞 하차 (더케이호텔까지 도보5분)

▶  문의처 : 한국회계학회 사무국

전화		02-363-1648							팩스�	02-363-1649								이메일	kaa363@chol.com							홈페이지	www.ka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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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안내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

▶  주변관광지

불국사  소요시간 약 8km (약 12분)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비롯한 
수많은 국보문화재와 보물문화재가 있고 매년 수백만의 내외국인 방문객들
이 한국의 뛰어난 불교예술작품들이 자리한 불국사를 방문하고 있다.

안압지  소요시간 약 9km (약 14분)

월성(月城)의 북동쪽에 인접하였다. 삼국사기 674년(문무왕 14) 조를 보면 궁성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기르고 진금이 수를 양육하였다고 하였는데, 
안압지는 바로 그때 판 못이며 임해전에 딸린 것으로 추정된다. 1974년 이래의 
준설공사와 고고학적 조사에 의하여 주목할 만한 유구와 유물이 발견되었다. 동
서 200m, 남북 180m의 구형으로 조성되었는데, 크고 작은 3개의 섬이 배치되었
다. 최근 Phillips조명 설치로 야경 관광이 일품이다 (경주박물관 주차가 편리함).

석굴암  소요시간 약 15km (약 21분)

석굴암 석굴은 신라 불교예술의 전성기에 이룩된 최고 걸작으로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더욱 돋보인다. 석굴암은 
1995년 12월 불국사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공동 등록되었다. 

교촌마을 / 월정교  소요시간 약 10km (약 15분)

중요민속자료 제27호인 경주최씨고택과 중요무형문화재 제 86-다호인 경주교동
법주가 자리잡고 있는 교촌마을은 12대 동안 만석지기 재산을 지켰고 학문에도 
힘써 9대에 걸쳐 진사를 배출한 경주 최부자의 얼이 서린 곳이다. 특히 최부자집에
서 가훈처럼 내려온 원칙인 “벼슬은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재산은 만석 이상 모
으지 말라,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흉년에는 남의 논밭을 매입하지 말라, 최씨가
문 며느리들은 시집온 후 3 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
람이 없게 하라”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약 

 

Tourist information●

첨성대  소요시간 약 10km (약 19분)

첨성대는 세계 하나밖에 없는 천문관측소이자 제일 오래된 것으로 독특한 예
술적 과학적 기술적 미적인 업적, 즉 창조적인 재능의 걸작품으로 대표로한 
것이다. 유네스코 문화재 관리로부터 인정받아 선정된 우리나라의 국보 제 
31호이다. 

주상절리  소요시간 약 32km (약 47분)

경주 양남 주상절리군은 발달규모와 발달크기 및 형태의 다양성에 있어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타 지역 주상절리 천연기념물과는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
며, 무엇보다도 부채꼴 모양의 특이 주상절리를 비롯한 수평 방향의 주상절리가 
대규모로 발달되어 있다. 화산암의 냉각과정 및 특성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연
구 및 교육 자료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데에 부족함이 없으며, 동해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한다.  

황리단길  소요시간 약 11km (약 21분)

경주의 황리단길은 경주의 황남동 일대를 가리키는 곳이다. 황리단길은 경주
의 대릉원, 천마총 등의 경주 중심 유적지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황남
동 일대는 마치, 서울의 경리단길 처럼, 독특하고 이색적인 분위기를 띄는 가
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 “한옥”의 멋을 살린, 한옥 카페 등을 
찾을 수 있다. 

양동마을  소요시간 약 23km (약 36분)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수백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돌담길 이 이어지며, 전
통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마을 전체가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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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밀레니엄파크  소요시간 약 700m (약 5분)

신라밀레니엄파크는 역사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위주의 에듀테인
먼트 놀이동산입니다. 곳곳에서 펼쳐지는 신라를 주제로 한 다양한 공연, 신
라시대 고 건축물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귀족 마음과 해설 선생님의 재미
있는 신라이야기, 서수형 토기, 밀레니엄게이트, 에밀레타워, 석빙고 등 신라
시대의 주요 상징물을 연출한 재미있고 교육성이 가미된 각종 어트랙션, 나만
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예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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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월드 국내 최고의 테마파크! Gyeongju World 

←←←

←

←

←

30여개의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 경주월드 어뮤즈먼트 (X-Zone, 일반놀이기구, 드라켄밸리, 키즈 테마존 위자드 가든)와 

33,000㎡ 규모의 초대형 워터파크 캘리포니아 비치(어드벤쳐, 익스트림)를 갖춘 종합 테마파크이다. 

1985년 5월에 경주월드 출범과 동시에 개장한 놀이공원 부분. 2000년대 이후부터는 다양한 놀이 시설을 들여오면서 영남권 최대 놀이공원

으로 인지도를 높였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바이킹과 플룸라이드가 2개씩 있는 곳이기도 하다.

* 요금 : 대인 입장권 23,000원 / 자유이용권 44,000원
             청소년 입장권 17,000원 / 자유이용권 38,000원
             소인 입장권 15,000원 / 자유이용권 31,000원

* 학회 참석자 분들은 단체 안내소에서 학회 명찰을 제시하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6.21(금) 09:50~18:00 / 6.22(토) 09:50~20:30

* 가족끼리 추천코스

바운스스핀

댄싱컵

에이벌룬

고스트하우스

서라벌관람차

가족열차

스와니의
클라우드라이드

경주월드  소요시간 약 1km (약 5분)

30여개의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테마파크 경주월드 어뮤즈먼트(X-Zone, 일
반놀이기구, 드라켄밸리, 키즈 테마존 위자드 가든)와 33,000㎡ 규모의 초대형 
워터파크 캘리포니아 비치(어드벤쳐, 익스트림)를 갖춘 종합 테마파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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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티투어버스 (http://www.cmtour.co.kr)

동해안투어 (신경주역 / 터미널 천마관광 승차)

신라역사투어 (더케이호텔 승자)

※ 시티투어 문의전화 : ☎ TEL. 1666-8788, 054-743-6001 (상담시간 매일 AM08:30~PM18:00 )

※ 요금안내 : 성인 20,000원 / 초중고생 18,000원 (야간시티투어 성인 16,000원 / 초중고생 14,000원)

※ 안내사항

     · 당일 취소 및 투어 불참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 투어 후 돌아가시는 열차 및 버스 예매 시 여유 있게 예매하시기 바랍니다.  (연휴나, 성수기 주말에는 1시간 이상 지체 될 수 있습니다.)

     · 투어 후에 보문관광단지(호텔, 콘도), 신경주역, 터미널에서 하차 가능합니다.

승차

자유중식

경주전통
명주전시관

감은사지 문무대왕릉

양남주상절리
(파도소리길)

원성왕릉
(괘릉) 골굴사하차

동해안투어

승차 김유신장군묘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지
역사문화관

하차

신라역사투어

자유 중식
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불국사

관광안내 (경주문화관광 http://guide.gyeongju.go.kr)● Tourist information●

세계문화유산투어 (더케이호텔 승차)

승차 태종무열왕릉 대릉원
(천마총)

분황사

하차

세계문화유산투어

자유 중식
불국사

석굴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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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마을, 남산투어 (더케이호텔 승차) / 토요일만 운행

야간시티투어 (터미널 천마관광/더케이호텔 승차)

승차

승차

양동마을 전통시장

전통시장

자유중식

자유중식

포석정

포석정

삼불사, 삼릉

교촌마을

경애왕릉

월정교

석조여래좌상하차

하차

양동마을, 남산투어

야간시티투어



하계학술대회 준비위원회●

구   분 이   름 소   속 학회직함

1 조성표  Seong Pyo Cho 경북대학교 회장

2 최종서  Jong Seo Choi 부산대학교 국제협력부회장

3 이세용  Se Yong Lee 가톨릭대학교 교육부회장 / 준비위원장

4 박종성  Jong Sung Park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부회장

5 최종학  Jong Hag Choi 서울대학교 연구부회장

6 이영한  Young Han Lee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이사

7 박선영  Sun Young Park 경북대학교 총무이사

8 김효진  Hyo Jin Kim 전주대학교 재무이사

9 오명전  Myeong Jeon Oh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이사

10 김종현  Jong Hyun Kim 한양대학교 학술이사

11 황성현  Sung Hyun Hwang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술이사

12 이창섭  Chang Seop Rhee 세종대학교 학술이사

13 지승민  Seung Min Chee 고려대학교 학술이사

14 배성호  Seong Ho Bae 경북대학교 학술이사

15 이아영  A Young Lee 강원대학교 학술이사

16 이상완  Sang Wan Lee 동아대학교 학술이사

17 김성환  Sung Hwan Kim 광운대학교 학술이사

18 박상연  Sang Yun Park 배재대학교 학술이사

19 정경철  Kyoung Chol Jung 경북대학교 이사

Tourist information●

▶  추천 맛집

보문한우

메뉴  한우, 육회, 불고기전골
주소  경주시 엑스포로 9
전화  054-776-9200

정수가성

메뉴  한정식
주소  경주시 보불로 318
전화  054-745-0066 

맷돌순두부

메뉴  맷돌순두부, 파전
주소  경주시 북군길 7
전화  054-745-2791

운수대통

메뉴  한우, 갈비살, 양념갈비
주소  경주시 보문로 132-5
전화  054-763-6767 

요석궁(최부자집)

메뉴  전통한정식
주소  경주시 교촌안길 19-4
전화  054-741-3348

현대밀면

메뉴  밀면, 비빔밀면
주소  경주시 화랑로 61
전화  054-771-6787

함양집

메뉴  한우물회, 비빔밥, 석쇠불고기
주소  경주시 부군1길 10-1
전화  054-777-6947 

해장국거리(초박이할매해장국)

메뉴  모자반해장국, 선지해장국
주소  경주시 태종로 800
전화  054-743-1984

최영화빵

메뉴  황남빵
주소  경주시 북정로 6-1
전화  054-749-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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