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

2021년 정기총회

                ● 일 시: 6월 21일(월) 17:30 ~ 19:00

● 장 소: 온라인 WebEx



<식   순>
사회: 구정호 총무이사 (금오공대 교수)

■ 축사 : Yoshihiro TOKUGA(일본회계학회 회장)
          Min-Jeng SHIUE(대만회계학회 회장) 

■ 시상식
   ► 회계학공로상
    - 학술공로상: 이만우(고려대 명예교수), 최관(성균관대 교수)
    - 교육공로상: 김지홍(한국뉴욕주립대 교수/연세대 명예교수)
    - 실무공로상: 김교태(삼정회계법인 대표)

  ► 우수논문상
    - 회계학연구: 선우희연(세종대), 이우종(서울대)
    - 회계저널: 이수정(인하대), 김영준(한국외대), 양승희(세종대)
  ► 학위논문상 
    - 최우수: 정우준(홍익대 박사)/ 우수: 김승준(중앙대 박사)/ 장려: 김도연(영남대 박사)
  ► 딜로이트 학술상  
   - Bok Baik, Alex Gunwoo Kim(Seoul National Univ.),     
     Soo Jeong Hong, Kwangjin Lee(Pepperdine Univ.)
   - Soohun Kim(KAIST), Aaron S. Yoon(Northwestern Univ.) 
   - Soo-A Shim, Tae Sup Shim(Univ. of Seoul)

  ► KAA-한경언론상: 손성규(연세대)
  ► KAA-한경논문상: 이상혁(고려대 석・박사통합과정), 유용근(고려대) 
  ► 올해의 회원상: 최종서(부산대)
  ► 회계학 교육혁신상: 고영우, 이세철(경기대)

■ 정기총회 
► 전임회장, 임원 감사패 증정 / 백태영 회장(성균관대)
► 사업보고 / 구정호 총무이사(금오공대)
► 결산보고 / 임성종 재무이사(충남대)
► 감사보고 / 박주성 감사(법무법인 공존)
► 의안결의: 제39대 결산승인/정관개정 

                   제40대 예산승인/감사선출/기타안건
■ 차기회장 인사 / 고종권(한양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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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2021 사업연도

한국회계학회 사업보고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1. 제39대 사업계획

      2. 회원현황과 차차기 회장 선출

      3. 제39대 임원

    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활동사항 

    5. 위원회 운영위원 및 활동사항 

    6. 학술연구발표 활동 

    7. 국제학술교류 활동 

    8. 연구활동

    9. 회계학 공로상 / 학술상 선정

    10. 기타 학회 활동

    11. 신규회원 가입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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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보  고

1. 제39대 사업계획

1. 교육 : 회계교육의 효과성 제고
❍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고등직업교육위, 학부교육위, 대학원 교육위]
❍ 미래교육의 준비            [미래회계교육위, 온라인교육위, 여성인재개발위]
❍ 분야별 교육 효과 제고      [관리회계위, 세무회계위, 재무회계위, 정부회계위, 

                                       회계감사위, AIS위]

2. 연구 : 국제수준의 연구력 강화
❍ 분야별 연구력 증진 [관리회계위, 세무회계위, 재무회계위, 정부회계위, 회계감사위, 

AIS위]
❍ 연구의 국제적 수준 달성 [국제협력위, 국제화위, 학술위, 학술데이타위, 편집위]
❍ 지역내 연구교류활동 지원 [회계학연구회, 지역협력 부회장, 지역위]

3. 경쟁력 : 산학협력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 실무분야별 산학협력 [산학협력 부회장, 공정가치회계위, 보험회계위, 상장주식및기술

가치평가위, 통신회계위]
❍ 공익부문 산학협력 [미래회계위, 비영리회계위, 사회적가치회계위, 의료회계위]
❍ 제도개선 산학협력 [회계선진화포럼, 회계기준위, 회계법률위, 회계제도위]
❍ 언론홍보와 대외협력 강화 [언론홍보부회장, 대회협력부회장]
❍ 학회활성화 [네트워킹위]



- 3 -

2. 회원 현황과 차차기 회장 선출

(1) 회원 현황 (2021년 6월 12일 현재)
▪ 영구회원 : 1,774명
▪ 일반회원 : 1,007명
▪ 기관회원 : 193기관

(2) 제41대(차차기) 회장 선출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1월 25(월)
  * 당연직 선거관리위원 : 정석우(전기회장/선거관리위원장), 백태영(현회장), 고종권(차기회장)
  * 추천직 선거관리위원(당연직 선관위원이 2분씩 추천)
    : 김길훈(제주대), 김종현(한양대), 윤성만(서울과기대), 이상철(동국대), 조광희(동국대), 최수미(충남대)
▪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 2월 15일(월)
▪ 선거공고일 : 3월 11일(목)
▪ 공천위원회 구성 : 4월 9일(금) 까지
  * 당연직 공천위원 : 백태영(현회장/공천위원장), 정석우(전기회장/선거관리위원장), 고종권(차기회장)
  * 선출직 공천위원 2년차 : 김문태(조선대), 김우영(동덕여대), 정재욱(대전대), 채수준(강원대)
  * 선출직 공천위원 1년차 : 고윤성(한국외대), 김완희(가천대), 김재준(안산대), 윤승준(한양여대), 이

용석(한남대), 정재연(강원대)
    (공천위원회는 전기회장, 현회장, 차기회장과 이사회에서 추천된 10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
▪ 공천위원회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이사의 추천서 등록 : 4월 16일(금)
▪ 공천위원회 후보추천일 : 4월 20일(화)
▪ 공천위원회 추천후보 등록 마감일 : 4월 27일(화)
▪ 회원의 직접추천후보 등록 마감일 : 4월 27일(화)
▪ 선거인 명부 확정일 : 5월 4일(화)
    * 선거인의 자격(제11조1항) :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

로서 소정의 의무를 이행한 정회원이 투표권을 가진다. (2019년3월11일 이전 가입자) 
▪ 온라인 투표 기간 : 5월 19일(수) 09:00 ~ 5월 21일(금) 17:00
▪ 투표 개표 및 개표결과 통보 : 5월 21일(금) 18시 이후
▪ 이의신청기간 : 5월 22일(토) ~ 5월 24일(월)
▪ 당선자 확정 및 공지일 : 5월 26일(수) 
▪ 정기총회 보고일 : 6월 21일(월) 
▪ 선거결과 : 유승원 고려대 교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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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표방식 안내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kvoting.go.kr)에 
위탁하여 차차기(제41대) 회장 선거를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음.

- 온라인 투표는 5월 19일(수) 09:00 ~ 5월 21일(금) 17:00까지 학회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이메일
과 휴대폰 번호로 개인URL 주소와 문자가 발송되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투표를 진행하였음.

※ 국내 통신사 휴대폰 번호가 없을 경우 학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현장 온라인 투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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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백태영(성균관대)

차기회장 고종권(한양대)

직전회장 정석우(고려대)

부 회 장

김문태(회계학연구회, 조선대)
김이배(대외협력, 덕성여대)
김한수(기획, 경기대)
배홍기(정책, 서현회계법인 대표)
백복현(국제협력, 서울대)
윤승준(회계선진화포럼, 한양여대)
조광희(언론홍보, 동국대)
조동수(네트워킹, 농협대)
최영수(연구, 성균관대)
김기환(산학협력, KB금융 부사장)
김석민(산학협력, 중소회계법인협의회 회장)
김재신(산학협력, 여성공인회계사회 회장)
김진원(산학협력, SK 텔레콤 그룹장)
노용훈(산학협력, 신한금융 부사장)
박세환(산학협력,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신경철(산학협력,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안영균(산학협력, 한공회 부회장)
오기원(산학협력, 삼일회계법인 대표)
윤영원(산학협력,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이동근(산학협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이승열(산학협력, 하나은행 부행장)
장영철(산학협력, 삼덕회계법인 대표)
정우용(산학협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권선국(지역협력, 경북대)
김명종(지역협력, 부산대)
양규혁(지역협력, 전북대)
이장순(지역협력, 한남대)
정용기(지역협력, 전남대)
정재연(지역협력, 강원대)

감    사 장금주(서울시립대) 박주성(법무법인 공존)

위 원 장

[교육]
김성중(고등직업교육위원장, 안산대)
유승원(관리회계위원장, 고려대)
이용규(대학원교육위원장, 서울대)
안성윤(미래교육위원장, 가톨릭대)
최기호(세무회계위원장, 서울시립대)
지현미(여성인재개발위원장, 계명대)
고재민(재무회계위원장, 인하대)
최원석(정부회계위원장, 서울시립대)
문상혁(학부교육위원장, 영남대)
이아영(회계감사위원장, 강원대)
정운섭(AIS위원장, 삼덕회계법인)
송승아(사회교육위원장, 서울여대)

[연구]
김달곤(연구윤리위원장, 경상대)

최종서(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 부산대)
송민섭(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 서강대)
최종학(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 서울대)
류충렬(회계저널편집위원장, KAIST)
손  혁(회계저널편집위원장, 계명대)

[경쟁력]
김종일(공정가치회계위원장, 가톨릭대)
송창준(국제협력위원장, 한양대)
최선화(국제화위원장, 서울대)
김효진(네트워킹위원장, 전주대)
박성환(미래회계위원장, 한밭대)
오광욱(보험회계위원장, 고려대)
배기수(비상장주식및기술가치평가위원장,
       충북대)
정재욱(비영리회계위원장, 대전대)
정도진(사회적가치회계위원장, 중앙대)

 3. 제39대 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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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민(학술데이타위원장, 중앙대)
한종수(학술위원장, 이화여대)
윤성용(지역위원장, 경성대)
강정연(지역위원장, 선문대)
최수미(지역위원장, 충남대)
김명인(지역위원장, 인하대)
우용상(지역위원장, 이화여대)

정광화(의료회계위원장, 강원대)
이태희(통신회계위원장, 국민대)
황문호(회계기준연구위원장, 경희대)
이준봉(회계법률위원장, 성균관대)
이영한(회계제도위원장, 서울시립대)

운영위원

오명전(기획이사, 숙명여대)
이재홍(기획이사, 경기대)
황인덕(기획이사, 계명대)
구정호(총무이사, 금오공대)
임성종(재무이사, 충남대)
강평경(연구이사, 서강대)
선우혜정(연구이사, 한국방통대)
박성종(홍보이사, 안양대)

김상헌(학술이사, 단국대)
김준현(학술이사, 상명대)
배성호(학술이사, 경북대)
신영직(학술이사, 전남대)
안민관(학술이사, 성균관대)
안성희(학술이사, 가톨릭대)
전홍민(학술이사, 성신여대)
조현권(학술이사, 성균관대)
권세원(학술이사, 이화여대)

이    사

강내철(홍익대)
강민정(인천대)
고영우(경기대)
고윤성(한국외대)
고창열(제주대)
공경태(동의대)
곽영민(울산대)
곽지영(세명대)
구성권(명지전문대)
구자은(수원대)
기도훈(한밭대)
김동영(성결대)
김문현(한국외대)
김범준(가톨릭대)
김봉기(경인여대)
김상일(아주대)
김영준(한국외대)
김용식(한성대)
김정연(상명대)
김종태(배화여대)

김진선(안경회계법인)
김진욱(건국대)
김형국(창원대)
남혜정(동국대)
노희천(숭실대)
류장열(구미대)
문예영(배화여대)
민춘식(창원문성대)
박상섭(수원과학대)
박성욱(경희대)
박  원(위덕대)
박주철(울산과학대)
서란주(대구대)
서영미(영남대)
손성진(단국대)
심호석(선문대)
양동재(군산대)
여영준(제주대)
오문성(한양여대)
오원정(경희사이버대)

오현택(청주대)
유상열(건국대)
유성용(순천향대)
유순미(경상대)
유영태(인천대)
유정민(인하대)
육윤복(홍익대)
이경락(백석대)
이남령(한국항공대)
이문영(덕성여대)
이병화(거제대)
이상완(동아대)
이선복(동서대)
이세철(경기대)
이용석(한남대)
이윤상(대구가톨릭대)
이종운(감사원)
이종은(성균관대)
이준일(경희대)
이창대(목포대)

이현아(가천대)
임형주(경기대)
정경철(경북대)
정재을(신라대)
정재현(동아대)
정주렴(서울시립대)
정호영(서원대)
정휘영(명지전문대)
지상현(백석대)
채수준(강원대)
천미림(청주대)
최경수(한밭대)
최미화(부산외대)
최보람(조선대)
최헌섭(홍익대)
최황택(세종사이버대)
표경민(건양대)
황명철(서울디지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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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 활동사항

(1) 상임이사회

- 제1차 상임이사회
► 일  시   2020년 7월 23일(목) 14:00
► 온라인 회의   https://us02web.zoom.us/j/3112463599
► 참석자   백태영 회장 외 학회 임원 42명
► 안  건        (1) 제39대 집행부 중점 사업 계획과 방향 논의

          (2) 각 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상임임원 그룹별 소모임
► 1차 모임   2020년 7월 22일(수) 18:30
                  (참석자 : 백태영 회장 외 학회 임원 8명)

► 2차 모임   2020년 7월 27일(월) 12:00
                  (참석자 : 백태영 회장 외 학회 임원 10명)

► 3차 모임   2020년 7월 30일(목) 12:00
                  (참석자 : 백태영 회장 외 학회 임원 16명)

► 장  소   진풍정 서울역점
► 안  건   (1) 제39대 집행부 상견례 및 중점 사업 계획과 방향 논의

  (2) 각 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안) 보고

- 제2차 상임이사회
  일  시 : 2021년 4월 8일(목)
   안  건 : 신임공천위원 선정

- 제3차 상임이사회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안  건 : 회계학공로상 선정위원회 구성

- 제4차 상임이사회 서면결의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 ~ 24일(월)
   안  건 : 수민 송자학술상 선정 규정 회람 및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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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이사회
- 제1차 통합이사회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
  장  소 : 온라인 WebEx 
  안  건 : (1) 2020년 하반기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보고

    (2) 2021년 상반기 주요행사계획 보고
        (3) 규정 개정 및 정관 개정(안) 심의

- 제2차 통합이사회
  일  시 : 2021년 6월 21일(월)
  장  소 : 온라인 WebEx 
  안  건 : (1) 학술상 및 공로상 등 수상자의 최종확정
           (2) 제39대 결산보고서에 대한 심의

    (3) 제40대(차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
        (4) 규정 개정 및 정관 개정(안) 심의
        (5) 기타 안건

(3) 임시총회
- 일  시 : 2020년 12월 19일(토)
- 장  소 : 성균관대학교 / 온라인 WebEx 
- 안  건 : 정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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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원회 운영위원 및 활동사항

(1) 위원회 운영위원

▸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 ▸ 회계저널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민섭(서강대) 최종학(서울대) 최종서(부산대) 위원장  류충렬(카이스트) 손혁(계명대)

위  원

 윤대희(연세대), 지승민(고려대)
 전병욱(서울시립대), 권세원(이화여대)
 이준일(경희대), 정희선(세종대)
 선우혜정(한국방통대), 박종일(충북대)
 김경순(조선대), 손혁(계명대)
 기은선(강원대), 노준화(충남대)
 김유찬(한양대), 조형진(인하대)
 선우희연(세종대, 간사)
 Kyunghee Kim(Michigan State Univ.),
 Christopher Williams(Univ. of Michigan)
 Tsunogaya Noriyuki(Nagoya Univ.)
 Young Jun Cho(Singapore Management Univ.)
 Zheng Wang(City Univ. of Hong Kong) 

위  원

 - 재무회계: 김경순(조선대),
   모경원(중앙대), 이동헌(고려대)
   임상균(국민대), 정재경(동명대)
 - 관리회계: 고영우(경기대), 
   정기위(영남대), 최경수(한밭대)
 - 세무회계: 기은선(강원대), 
   김진수(제주대), 심준용(명지대)
 - 회계감사: 곽영민(울산대),  
   김선미(전남대), 정경철(경북대)
- 정부회계: 김상헌(단국대)

▸ 연구윤리위원회 ▸ 학술위원회
위원장  김달곤(경상대) 위원장  한종수(이화여대)

위  원
 고대영(군산대), 김우영(동덕여대)
 김유찬(한양대), 배기수(충북대)
 이상완(동아대)

위  원

 김용태(카이스트), 배수일(성균관대)
 서윤석(이화여대),  송민섭(서강대)
 손혁(계명대), 백태영(회장, 성균관대)
 고종권(차기회장, 한양대) 
 고윤성(간사, 한국외대)

▸ 공정가치회계위원회 ▸ AIS위원회
위원장  김종일(가톨릭대) 위원장  정운섭(삼덕회계법인)

위  원

 허광복(동덕여대), 정남철(홍익대)
 정경철(경북대), 박대준(삼일회계법인)
 박주형(안진회계법인)
 손호승(삼정회계법인)
 박남수(한영회계법인)
 강진홍(이정회계법인)
 김병환(서현회계법인) 

위  원

 한인구(고문, KAIST)
 신경식(이화여대), 안성윤(가톨릭대)
 박현출(삼일회계법인)
 김창균(한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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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회계위원회 ▸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성환(한밭대) 위원장  안성윤(가톨릭대)

위  원

 강평경(서강대), 김재호(한국회계기준원)
 노원균(Rutgers Business School)
 박소영(삼일회계법인), 안성윤(가톨릭대)
 이현주(수원과학대), 정문기(성균관대)
 정운섭(삼덕회계법인), 조진삼(태크밸류)
 황성식(가천대)

위  원

 곽지영(세명대), 구정호(금오공대)
 김효진(전주대), 송승아(서울여대)
 고영우(경기대), 권기정(한밭대)
 손혁(계명대), 윤소라(아주대)

▸ 보험회계위원회 ▸ 의료회계위원회  
위원장  오광욱(고려대) 위원장  정광화(강원대)

위  원

 - 주요회계법인: 이준호(삼일회계법인)
 어경석(삼정KPMG), 신병오(안진회계법인)
 김명현(한영회계법인)
 -보험관련 유관기관: 정종찬(생명보험협회)
 이은직(손해보험협회) 
 - 보험관련 실무 기관: 박정혁(삼성생명)
 문성훈(코리안리), 홍진수(삼성화재)
 - 학계: 김진욱(건국대), 박상연(배재대)
 박성종(안양대, 간사), 정준희(대구대)
 조형태(홍익대), 한승엽(홍익대) 

위  원

 김이배(덕성여대), 권세원(이화여대)
 기은선(강원대), 김재준(안산대)
 박상연(배재대), 오광욱(고려대)
 오명전(숙명여대), 이세중(서울시립대)
 하호수(한림성심대), 한경태(태경회계법인)

▸ 회계기준연구위원회 ▸ 세무회계위원회  
위원장  황문호(경희대) 위원장  최기호(서울시립대)

위  원
 기은선(강원대), 김현아(한국기술교육대)
 박성종(안양대), 안성희(가톨릭대)
 오명전(숙명여대), 이광숙(한국산업기술대)

위  원

 최지광(한길회계법인), 강정연(선문대)
 김영철(경상대), 유지선(호서대)
 김노창(전주대), 구자은(수원대)
 문예영(배화여대), 김완용(인덕대)
 정재현(동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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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직업교육위원회  ▸ 해외학술데이타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안산대) 위원장  강선민(중앙대)

위  원

 김재준(안산대), 심재우(상지대)
 윤우영(계명문화대), 문진주(부산외국어대)
 이연희(계명대), 이정이(신안산대)
 지상현(백석대), 박정근(수원여대)
 최윤이(신안산대), 김미옥(배화여대)
 이유선(숭실대), 이효진(안산대)
 이태정(계명문화대) 
 이명환(안산디자인문화고, 특별위원)

위  원

 강민정(인천대), 고대영(군산대)
 곽영민(울산대), 김경순(조선대)
 김선미(전남대), 김진욱(건국대)
 기도훈(한밭대), 오광욱(고려대)
 윤영원(안진회계법인)
 이미주(한국은행, 간사), 
 이영한(서울시립대), 이우종(서울대 )
 이은서(경상대), 이진훤(오산대)
 이창섭(세종대), 정광화(강원대)
 천미림(청주대), 황문호(경희대) 

▸ 여성인재개발위원회 ▸ 학부교육위원회
위원장  지현미(계명대) 위원장  문상혁(영남대)

위  원

 김경미(삼정회계법인), 김경순(조선대)
 김한수(경기대), 변영선(삼일회계법인)
 이아영(강원대), 정재경(동명대)
 정재현(동아대), 조상민(한남대)

위  원

 곽지영(세명대), 배수진(중앙대)
 신혜정(부산대), 정기위(영남대)
 채수준(강원대), 최성호(조선대)
 최신재(경기대)

▸ 사회적가치회계위원회 ▸ 대학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정도진(중앙대) 위원장  이용규(서울대)

위  원

 박성환(한밭대), 강평경(서강대)
 장석진(대진대), 이용석(한남대)
 김종현(한양대), 김봉환(서울대)
 정아름(사회적가치연구원)

위  원  선우혜정(한국방통대), 오형일(KAIST)
 정주렴(서울시립대), 최승욱(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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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명 활 동 사 항

기획 
(부회장 김한수)

◾ 2021년 하계국제학술대회
 - 6월 21일(월)~22일(화) 온라인 Webex/성균관대학교
 - 학술대회 전제적인 진행 및 준비

언론홍보
(부회장 조광희)

◾ 2021년 제3회 "KAA-한경 언론상" 선정
 - 5월 26일 추천 및 지원 안내 공지
 - 6월 7일 접수마감 
 - 6월 10일 선정위원회 손성규 연세대 교수를 수상자로 선정
 - 6월 21일 하계국제학술대회 시상식 및 정기총회에서 시상 

연구
(부회장 최영수)

◾ 2020년 동계학술대회: 12월 19일(토) 온라인 Webex/성균관대학교
 - 주제별 세션 구성
 - 사회자 및 토론자 섭외
 - 학술대회 진행 및 준비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
(위원장 송민섭
위원장 최종학
위원장 최종서

1. 출판 현황 (2020.7-2021.6)

 

2020.7-2020.12 2021.1-2021.6 합계
제출 논문 수 50 편 24 편 74 편

게재 확정 23 편 4 편 27 편
게재 불가 22 편 10 편 32 편
심사 중 3 편 12 편 15 편
Rejection   rate 44% 42.7% 43.2%

2. SCOPUS 등재
l 2020년 10월 2일 SCOPUS 등재지로 accepted
l Coverage years: 2020-ongoing (Scopus 홈페이지 확인 가능)
l 관련사이트: https://www.scopus.com/sourceid/21101039609
3. 출판 논문의 형식 변경에 대한 논의
l SCOPUS에 등재됨에 따라, 출판되는 논문의 형식을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변경할 필요
가 있을지에 대해 검토.
l 이에 대해 현 출판사가 아닌 대체적인 출판사 (한국학술정보)를 통해 논문 형식의 시안
을 검토함. 
l 전체 학회 회원들에게 설문조사할 예정 (pending)
4. 편집 규정 변경에 대한 검토
l SCOPUS에 등재됨에 따라, 해외에서 투고되는 논문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
해 desk rejection 규정을 신설, 이사회에서 의결 예정.
5. 한국연구재단 우수등재학술지 평가 유지
l 지원기간: 2020.10.1-2021.9.30
l 지원금액: 10,000,000원
6. 회계학연구 우수논문상 선정
l 선정대상: 2020년 회계학연구에 출간된 48편의 논문

(2) 위원회 활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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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심사위원: 회계학연구 편집위원
l 선정기간 및 방법: 
ü (1차 선정) 2021년 2월 6일-2021년 3월 13일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별 두 편씩 추천을 
받아 가장 추천수가 많은 세 편의 논문을 선정함
ü (2차 선정) 1차 선정된 세 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재투표 
l 선정결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선우희연, 이우종/ 회계학연구 45권6호/2020년 12월호)          
7. 회계학연구 학위논문상 선정
l 선정대상: 2021년 3월 31일까지 회계학연구 대표 편집 이메일로 제출된 총 7편의 석/
박사 학위논문
l 심사위원: 회계학연구 편집위원
l 선정기간 및 방법: 
ü2021년 4월 5일-2021년 4월 30일의 기간 동안 편집위원별 논문 평가
l 선정결과: 
ü 최우수상: 텍스트 감성분석과 해석가능한 기계학습 기반의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회계
부정 탐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정우준, 홍익대학교) 
ü 우수상: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회계이
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승준, 중앙대학교)
ü 장려상: 기업의 특성이 과잉투자와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정보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경영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김도연, 영남대학교)

회계저널 편집위원회
(위원장 류충렬
위원장 손  혁

1. 회계저널 발간: 6회
- 2020년 8월호, 10월호, 12월호
- 2021년 2월호, 4월호, 6월호
2. 회계실무/정책시사점 중심의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관리
3. 2021 회계저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평가 보고서 작성 
4. 2021 Doctoral Consortium 회계저널 편집위원장과의 대화 
5. 2021 회계저널 우수논문상 선정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김달곤)

1. 2020년 12월 19일 동계학술대회 
- 연구윤리 교육 : 유승원 (고려대 교수)

학술위원회
(위원장 한종수)

- 총 5차 회의를 통해 ‘회계실무/정책시사점 중심의 문헌연구’ 공모 사업의 연구 주제 및 
방법을 논의하고 공모 사업을 진행함
- 접수된 총19편의 연구 중 5편의 연구를 선정함
- 선정된 5편의 연구의 중간발표회를 2021.4월에 진행함
- 최종 연구 발표회를 2021년 하계 학술대회에서 진행할 예정임

공정가치회계위원회
(위원장 김종일)

1) 가치평가 현안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 일시 : 2021.04.29.(목) : 15시~18시, 온라인 줌
 - 한국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기준원이 금융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가치평
가업무 국내외 동향과 최근 외국 사례, 정보이용자 측면에서의 가치평가보고서의 의미를 
살펴보고, IFRS상의 가치평가 이슈를 다루는 심포지엄을 개최함.
① 가치평가업무 국내외 동향과 외국 사례: 한영회계법인  김종원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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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이용자 측면에서의 가치평가보고서: 삼일회계법인 윤창범 파트너
③ IFRS상의 가치평가 관련 이슈: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
2)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계업계의 공정가치 이슈 논의
 - 20.07.23, 20.09.21, 20.10.26, 20.11.09, 20.12.28, 21.05.21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공정가치 회계 관련 이슈들을 논의함.  
 - 공정가치 평가시장에서 소송이슈, 국내의 시장리스크 프리미엄(MRP) 상승이슈 등에 대
한 논의가 이루어짐. 

미래회계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1. 2020년 11월 5일 미래회계위원회와 사회적가치위원회 공동주관 웹세미나
 - 사회성과측정포럼- 이해관계자 중심 통합재무제표의 개념체계와 측정과 보고
   (한양대 김종현 교수 발표)
2. 2020년 12월 19일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미래회계위원회 세션발표
 - 좌장: 박성환(한밭대, 미래회계위원회 위원장)
 - ESG성과측정 및 보고 관련 최근 트랜드와 국가 사례(일본 중심)
   (정영일, 넷임팩트코리아 이사)
 -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기업의 회계투명성-이익의 질을 중심으로
    (박성환(한밭대), 강평경(서강대), 정태섭(POSRI), 박재형(서강대 박사과정))
- Digital Audit & CISA : Boost your career
   (이동기, EY한영 이사, ISACA Korea–Digital Audit교육부문 부회장)
3. 2021년 5월 28일(금) 미래회계위원회 세미나 
 - 오전 10시- 11시30분
 - 주제 : 이해관계자 중심 통합재무보고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 2
 - 발표자 : 정아름 박사(사회적가치연구원) 
4. 2021년 6월 22일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미래회계위원회 세션발표
 - 좌장 : 박성환(미래회계위원회 위원장)
 - 가상화폐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 Cybersecurity and Darkweb 
   정의련 교수(California State University, Fullerton)
 - Blockchain for Audit Professionals : Balancing the risks and rewards 
   이동기 회계사(EY 한영)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윤)

1. 2020년 12월 19일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미래교육위원회 세션발표
 - 좌장: 안성윤(가톨릭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발표: 김태식(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에서의 RPA활용방안”
2. 2021년 6월 22일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발표대회 미래교육위원회 세션 
 - 좌장: 안성윤(가톨릭대,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 발표: 김성수 (EY한영파트너) “IT Competency for Assurance”
3. 2021년 미래교육위원회 교육혁신상 선정
 - 논문제목: JIGSAW 협동학습법을 활용한 교양 수업에서의 회계교육 사례
 - 저자: 고영우, 이세철
 - 게재연월: 제29권 제6호(202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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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회계위원회
(위원장 정광화)

1. 연간 정례회의 개최 
정기적으로 의료회계위원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
와 해결방법 등을 모색
￭ 제1차 정례회의 (2020.8.22.) 서울역 AREX 회의실
- 주제 :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기초적 이해
- 발제자 : 김이배(덕성여대) 
￭ 제2차 정례회의 (2020.11.21.) 서울역 AREX 회의실
- 주제 : 의료원가 계산 시 논의사항 
- 발제자 : 기은선(강원대) 
￭ 제3차 정례회의 (2020.12.5.) 서울역 AREX 회의실
- 주제 : 의료원가배부기준에 관한 논의사항
- 발제자 :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 원가분석부 담당자
￭ 제4차 정례회의 (2021.2.9.) 서울역 AREX 회의실
- 주제 :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활용한 연구주제 발굴(1차)
- 발제자 : 정광화(강원대)
￭ 제5차 정례회의 (2021.2.27.) 서울역 AREX 회의실
- 주제 : 의료기관 재무제표를 활용한 연구주제 발굴(2차)
- 발제자 : 정광화(강원대)
2. 학회 정기학술대회 세션 개최
￭ 동계학술대회(2020.12.19.) : 의료회계위원회 세션 
- 주제 : 건강보험‧회계‧보건의료, 함께하는 의료서비스 원가계산 
○ 소주제1 - 회계와 원가계산: 원칙을 말하다
- 발표자: 기은선(강원대), 김재준(안산대)
- 토론자: 오광욱(고려대), 권세원(세종대), 노진원(단국대)
○ 소주제2 – 원가계산과 쟁점: 합의를 도출하자
- 발표자: 이해종(연세대)
- 토론자: 김재준(안산대), 하호수(한림성심대), 김정회(국민건강보험공단), 장정하(일산병원)
○ 소주제3 – 결과분석과 구조: 사례를 공유하다
- 발표자: 김태균(국민건강보험공단)
- 토론자: 백태영(성균관대), 오명전(숙명여대)
￭ 하계학술대회(2021.6.22.) : 의료회계위원회 세션 
- 주제 : 의료서비스 원가분석, 영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시선
○ 소주제1 – 2차자료원을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 산출 방법
- 발표자: 임민경, 김선제(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 토론자: 기은선(강원대), 오웅락(숭실대), 노진원(연세대)
○ 소주제2 – 원가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
- 발표자: 김재준(안산대)
- 토론자: 오동일(상명대), 장정하(일산병원), 한윤(갈렙ABC)
3. 기타 활동 
￭ 「의료기관 원가계산의 이해」 감수 용역 수행
-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의료기관 원가계산 매뉴얼 감수 작업 실시
￭ 「의료기관 재무제표 공시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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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회계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공시된 100병상 이상 법인병원 
재무제표 자료를 수기로 수집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홈페이지 연구자료실 업로드)
￭ 「보건의료 관련 연구논문 공모사업」 시행
- 보건의료와 관련된 회계학 연구논문 공모사업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 공모 후 총 7편의 연구계획서를 선정하여 편당 200만원의 연구지원금 지원 예정

고등직업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성중)

1. 사업목표: 회계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체제 구축
2. 주요 사업추진내용
 (1) 회계분야 특성화고등학교와 대학 간 연계 직업교육체제 구축 
    ①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직업교육 운영방안 (20년 동계학술대회)
    ② 회계분야 연계직업교육 운영방안(21년 하계학술대회 발표예정)  
  (2) 사립전문대학재정분석
    ① 사립전문대학의 재정실태분석(수도권) (20년 동계학술대회)
    ② 사립전문대학의 재정현황분석(비수도권포함) (21년 하계학술대회)    
  (3) 회계전공 대학생 중도탈락원인 분석
     - (한국세무회계학회와의 공동연구)
    ① 세무회계학과의 교육환경과 중도탈락률 간의 관련성 연구 (20년 동계학술대회)
     - 세무회계학회 사정으로 연구 잠정 중단 
3. 기타사항
  - 각 연구팀에 연구비 지급완료
  - 교육체제구축은 향후 지속과제로 판단됨
    (현재 특성화고 –전문대학 – 4년제 일반대학 3 4학년과정까지 연구
     되었으나 석사과정까지의 후속연구 필요)
4. 소그룹모임 1회 (대면) 개최

해외학술데이타위원회
(위원장 강선민)

1. 지난 1년 동안 여러 대학의 회원 교수님들과 박사과정생들이 한국회계학회를 통하여 
제공되는 무디스의 OSIRIS 데이터를 연구목적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점차 사용자수
와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디스의 한국회계학회 데이터 사용량 정보에 
의하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2개월 동안 총 66명의 회원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총 이용량은 '18,584,903 credit으로' 이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구
매하는 비용으로 환산할 때 한화로 '약 250억'에 해당됩니다. (무디스의 가격기준에 의하
면 Virtual Credit은 1credit에 1EUR로 환산됨.) 
2. ‘딜로이트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국제학술대회의 영
어세션에서 발표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2021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7일 동안 심
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의 총 3개 논문을 선정하였습니다.
1) Bok Baik(Seoul National University), Soo Jeong Hong(Pepperdine University)
   Alex Gunwo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gjin Lee(Pepperdine University)
   “Wikipediaarticles and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2) Soohun Kim(KAIST), Aaron S. Yoon(Northwestern University)
  “Analyzing Active Managers’ Commitment to ESG: Evidence from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3) Soo-A Shim(University of Seoul), Tae Sup Shim(University of Seoul)
   Does Procedural Justice in a Tax Audit Situation Affect the Decisions of Tax  
   Advi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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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위원회
/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위원회
(위원장 송승아)

1. 2020. 10월~11월: 소상공인 대상 경영컨설팅 및 회계교육 진행 논의- 교육 컨텐츠 및 
운영방향 논의 
2. 2021년 1월: 코로나상황 악화로 인하여 대면 교육 및 비대면 교육 모두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학부학생을 대상으로 실제 기업과 우리 사회의 회계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배워온 회계지식을 재무제표 분석을 비롯한 여러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사회 경
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제 1회 대학생 회계사
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함 
3. 2021년 2월~6월: 2021.2.18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학회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를 시작으로 4월 17일까지 1차 예선 연구계획서를 받았으며(약 45팀)
이에 대한 심사를 6명의 교수와 회계사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30팀
이 2차 본선진출 하였음.
5월 22일까지 제출한 2차 본선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6인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30팀 
중 10개팀이 최종 발표대회에 진출하였고 추가 10개팀이 장려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음.
6월 22일 화요일 상위 10개팀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이 비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
며, 10개팀에 대한 후원기관장상 시상식(상패 및 상금 수여)이 이루어질 것임.
이후 연구결과물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CFO협회 교육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대학원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용규)

1, 주요사업
- 해외학회 참가지원
- 한국회계학회 Doctoral Consortium (DC) & New Faculty Workshop (NFW) 개최
2. 주요활동
1) 미국회계학회(AAA) DC (2021. 6. 23~27) 박사과정생 참가지원 공지 및 선정 
- 선정결과: 김예원 학생(서울대), 등록금 750불 지원
2) 유럽회계학회(EAA) DC 박사과정생 참가지원 공지 
- 신청자 없음
3) 한국회계학회 DC & NFW 개최 (2021. 6. 20.)

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아영)

￭ 2020년 11월 25일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의 이해 웨비나
 - 좌장: 이아영(회계감사위원회 위원장)
 - 발표: 신재준(성현회계법인 상무)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의 이해 (외감법 22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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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내용

10:00 개  회 / 사회자: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

10:00-10:05 인사말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10:05-10:10 축  사 / 김봉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장, 
                 서울대 교수)

10:10-10:40 주제발표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정도진(중앙대 교수)

10:40-11:30

토  론 
 - 좌  장 :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강희진 (공인회계사)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
            조창상 (기획재정부)
            김봉환 (서울대학교 교수)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시간 주요내용
14:00 개  회 / 사회자: 유승원 (고려대 교수)

14:00-14:05 인사말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14:05-14:10 인사말 / 김진태 (한국관리회계학회 회장, 고려대 교수)

6. 학술연구발표 활동

(1) 국고보조금 투명 관리를 위한 회계·행정학계 토론회
► 일  시     2020년 7월 22일(수) 10:00
► 장  소     Webinar (zoom/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57동 203호)
► 참석 URL  https://snu-ac-kr.zoom.us/j/93937605659
► 주  최     한국회계학회, 서울대 행정대학원(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
► 일  정     

(2) 온라인 웨비나 “관리회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업현장체험” 
► 일  시     2020년 8월 14일(금) 14:00
► 장  소     Webinar (zoom)
► 참석 URL  https://us02web.zoom.us/j/3112463599
► 주  최     한국회계학회, 한국관리회계학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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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5:10

주제발표 /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 원장)
“관리회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업현장체험”
1. 관리회계 미래 발전을 위한 기업현장체험(안)
 1) 원가진단 기업 사례
 2) 원가진단 상담 체험을 위한 기업 방문
2. 관리회계에서의 원가관리의 중요성
 1) 법인세법과 원가회계와의 관계
 2) 원가진단사 2차시험과 실무와의 관련성
 3) 원가진단사 전문가 과정

15:10-15:30 질의문답
15:30 폐회 (사회자)

(3) 2020 제22회 경영관련학회 융합학술대회
“2020 제22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가 8월 17일(월)~19일(수)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었
습니다, 이번 융합학술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전체 학술대회를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
로 전환하였으며. 우리 학회에서도 8월 17일(월) 회계학회 세션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일  시     2020년 8월 17일(월) 13:30~16:45
► 장  소     Webinar (zoom)
► 참석 URL  https://us02web.zoom.us/j/3112463599
► Session 1 / 8월 17일(월) 13:30 ~ 15:15 

지정토론                                                                  사회자:김경순(조선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손혁(계명대)

강순경(계명대 박사과정)
백태영(성균관대)

회계지식의 수준에 따른 회계투명성 인식 구정호(금오공대)

구정호(금오공대)
최권일(성균관대 박사)

박연희(공주대)

Audit Fee Stickiness on Audit Hours, Unit Audit 
Price, and Audit Quality: Evidence from Korea 정준희(대구대)

정윤희(동국대 석사과정)
조광희(동국대)
김갑순(동국대)

박시훈(동국대 박사과정)

불성실공시가 자본조달비용에 미치는 영향 최성호(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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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신진연구자)                                                   사회자: 백태영(성균관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정준희(대구대)

허강성(서울신학대)
기도훈(한밭대)

공매도 투자자는 판매관리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가?
-투자자 상대적 편의를 중심으로-

김경순(조선대) 
이진훤(오산대)

IPO 첨단기술기업의 연구개발비 과대투자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효과

강유정(조선대 박사과정)
최성호(조선대)

코스닥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 가치평가에 대한 연구 
–주가매출액비율(Price Sales Ratio)을 중심으로-

시간 주요내용

14:30 개  회 / 사회자: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
14:30-14:35 인사말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성균관대 교수)
14:35-14:40 축  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4:40-14:50 추모사 /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회장)

14:50-15:30
주제 1: 비영리법인의 회계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자: 권선국 (경북대), 장지영 (계명대)

15:30-16:10 주제 2: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외부평가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발표자: 최기호 (서울시립대), 이고은 (아산나눔재단)

16:10-16:20 휴  식

16:20-17:30

토  론 
좌장: 조성표 (경북대학교)
지정토론자: 배원기 (홍익대학교)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박두준 (한국가이드스타 연구위원)
            변광욱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17:30 폐회 (사회자)

► Session 2 / 8월 17일(월) 15:30 ~ 16:45 

(4) 故 송자 교수님 추모 심포지엄 
► 주  제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 일  시     2020년 8월 21일(금) 14:30
► 장  소     은행연합회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
► 참석 URL  https://yonsei.zoom.us/j/98980046511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후  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모수민장학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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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내용
15:00-15:05 개  회 사회자: 김한수 (경기대 교수)
15:05-15:10 인사말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5:10-15:15 축  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15:15-16:00 주제발표 
조성표 (경북대학교 교수)
박종성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오명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16:05-16:50 토  론 

좌  장 : 김이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토론자 : 최  상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이형관 (나이스평가정보 팀장)
         이영석 (위드회계법인 대표)
         이경종 (진명공인회계사감사반 대표)
         황문호 (경희대학교 교수)

16:50 폐  회 / 사회자

시간 주요내용
14:00 사회자: 이용석 (한남대 교수)

14:00-14:10 개회사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4:10-14:20 축  사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14:20-14:50 발  표 이해관계자 중심 통합재무제표의 개념체계(Framework)와 
측정 및 보고 / 김종현 (한양대학교 교수)

14:50-15:00 휴  식

(5) 소규모기업 감사기준 제정 필요성 온라인 세미나
► 일  시     2020년 10월 7일(수) 15:00
► 장  소     Webinar (YouTube/바비엥교육센터)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후  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일  정     

(6) SMF(Social-performance Measurement Forum) 사회성과측정포럼 
► 일  시     2020년 11월 5일(목) 14:00
► 장  소     Webinar (zoom/전경련회관)
► 공동주관   한국회계학회 미래회계위원회, 사회적가치회계위원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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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30 토  론 

좌  장 :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토론자 : 김완희 (가천대학교 교수)
         박성환 (한밭대학교 교수)
         김훈태 (포스코 ESG그룹장)
         박재흠 (한영회계법인 파트너)
         박성훈 (사회적가치연구원 실장)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 팀장)

16:30-17:00 질의응답 및 폐회

시간 주요내용
13:30 사회자: 윤승준 (한양여대 교수)

13:30-13:40 개회사 국회의원 윤희숙
13:40-14:00

발  표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박종흔 회장

14:00-14:20 한국공인회계사회 이태규 조세연구실장
14:20-14:40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
14:40-14:55 정  회

14:55-15:30 토론과 
질의응답 

좌장: 이준봉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토론자 (기관 가나다 순)
- 대한변호사협회 유철형 부협회장
- 법무법인 예화 윤범준 변호사
- 한국납세자연합회 홍기용 회장 
- 한국세무학회 전규안 회장 
- 한국회계학회 백태영 회장

    

(7) 조세관련학회 공동 심포지엄 
► 주  제     세무업무 수행 전문직의 범위
► 일  시     2020년 11월 10일(화) 13:30
► 장  소     Webinar (zoom/국회의원회관)
► 주  최     윤희숙 국회의원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회계학회 
► 일  정     



- 23 -

시간 주요내용
15:00 개    회 사회: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15:00-15:10 인사말씀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동영상) 
백태영 한국회계학회장(동영상)

15:10-15:50 주제발표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방안 
/ 덕성여자대학교 이문영 교수

15:50-16:00 휴  식

16:00-16:50 토    론

 좌장: 숭실대학교 전규안 교수 
 패널: 서강대학교 황국재 교수 
       가톨릭대학교 안성윤 교수 
       삼정회계법인 서지희 전무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 상무보 
       서울대학교 유병준 교수

17:00 폐   회 사회: 이재형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시간 주요내용
14:00 개    회 사회자: 이아영 (강원대학교 교수)

14:05-14:10 인사말씀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4:10-15:10 주제발표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의 이해 (외감법 22조를 중심으로)
 / 신재준 (성현회계법인 상무)

15:10-15:30  질의응답 및 폐회

(8) 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방안 연구 웨비나
► 일  시     2020년 11월 13일(금) 15:00
► 장  소     Webinar (YouTube/바비엥교육센터)
► 주  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 일  정     

(9) 포렌식 기법을 활용한 회계부정조사의 이해 웨비나
► 일  시     2020년 11월 25일(수) 14:00
► 장  소     Webinar (Zoom)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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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주요내용
15:00 개  회 사회자: 한승엽 (홍익대학교 교수)

15:00-15:10 인사말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5:10-15:30
Ÿ 한국 보험사 준비 현황
Ÿ IASB 일정 및 Global 동향 
Ÿ 2023년까지 주요 milestone 

김명현 상무(한영회계법인)

15:30-16:10

Ÿ 재무 산출 결과 검증
Ÿ 내부통제 및 Audit Trail 
Ÿ 외부감사인의 감사 방법론
Ÿ 관련 제도 (상법)

신병오 전무(안진회계법인)

16:10-16:50

Ÿ 전환 효과 시뮬레이션
Ÿ 공정가치에 대한 독립적 검증
Ÿ 회사별 맞춤형 전환회계정책 필요
Ÿ 감독회계와 차이 공시

이준호 상무(삼일회계법인)

16:50-17:30

Ÿ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
Ÿ 회계모형(VFA)와 파생상품 활용
Ÿ IFRS 17 손익 분석과 경영
Ÿ IFRS 17 공시 분석과 경영

어경석 전무(삼정회계법인)

17:30-18:00 토  론

 좌장: 윤재원 (홍익대학교)
 토론: 서동수 (신한생명)

    황태윤 (SIG)
    정운섭 (삼덕회계법인)
    심준용 (명지대학교)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10) 보험회계실무 세미나
► 주  제     IFRS 17 결산프로세스 및 산출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
              전환 효과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대외 공시
              최초 적용 후 손익 변동성 관리와 경영분석
►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5:00
► 장  소     Webinar (Zoom/전경련회관)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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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채수준 (강원대학교 교수)
 1부 : 주제 발표 (15:00-16:00)

인  사 임  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사회가치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 단장)

기념사 이영면 (한국경영학회 회장)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주제발표1 외부감사인 윤리의 현안과 개선방안 정준희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연구위원)

주제발표2 내부감사인의 전문성과 감시성과 김광영 (농협손해보험 상근감사위원)

주제발표3 금융투자전문가의 윤리 신왕건 (국민연금기금 상근전문위원)

 2부 : 패널 토의 (16:10-17:00)

패널토의

좌장 : 이호영 (연세대학교 교수, 기업윤리/CSR연구센터장)
패널 : 고종권 (한양대학교 교수), 김동환 (연세대학교 교수)
       장근배 (한동대학교 교수), 이은철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오선영 (삼일회계법인 전무)

webex
(미팅번호)

시간
강의실1

(166 673 7357)
강의실2

(166 569 4338)
강의실3

(577 446 322)
강의실4

(166 879 8373)
강의실5

(166 561 4922)
강의실6

(166 884 8206)
강의실7

(166 028 9648)

09:00~10:20
(학술발표1)

감사(E) 재무 재무 재무
의료회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E) 관리

지정 지정 자유 지정 자유 자유

10:30~11:50 재무(E) 감사 미래교육 한국회계 세무/재무 세무/감사(E)

(11) 회계 및 재무전문가 윤리의 현안과 미래 포럼
► 일  시     2020년 12월 10일(목) 15:00
► 장  소     Webinar (Zoom)
► 공동주관   한국경영학회,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 공동주최   연세대학교 BK21 사회가치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 
              연세대학교 기업윤리/CSR연구센터
► 일  정     

(12) 2020 동계학술대회

► 일  시     2020년 12월 19일(토) 09:00~18:00 
► 장  소     온라인 WebEx (성균관대학교)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후  원     성균관대학교, 하나금융지주
► 전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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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2) 지정자유 지정 위원회 기준원  자유 자유
12:00~12:50 개별 오찬 및 휴식 시간 

13:00~14:20
(학술발표3)

관리(E) 재무 감사 비영리/재무 감사(E) 고등직업교
육

위원회

정보/재무

지정 지정자유 자유 지정 자유 자유

14:30~15:50
(학술발표4)

회계기준원 재무 회계기준원 재무 재무(E)
미래회계
위원회

관리(E)
IFRS 

Research
Forum 1 

자유
IFRS 

Research
Forum 1 

자유 자유 자유

16:00~16:30 이사회 (webex 링크 / 미팅번호 910 153 510)

16:40~18:00

특별세션 
및 

임시총회
(webex 링크

미팅번호 910 153 510)

 Ÿ 환영사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Ÿ 축  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Ÿ 특별강연 : 서정우 (前 IASB 위원, 국민대 명예교수)
 Ÿ 임시총회
  - 규정개정보고 및 정관개정안 등 의결
 Ÿ 연구윤리 교육 : 유승원 (고려대 교수)

□ 학술발표1   <시간 : 09:00 – 10:20>

주제 : 회계감사(E/지정)             (강의실1 / webex 미팅번호 166 673 7357)             
사회자 : Ahrum Choi(Hong Kong Baptist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Hakjoon Song(California 

state Univ.)
Hongmin Chun(Sungshin 

Women’s Univ.)
Maretno Harjoto(Pepperdine 

Univ.)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Corporate 
Philanthropy: Evidence from Private Firms in 

Korea

 Jiwon Hyeon
(Seoul National 

Univ. of Science 
and Technology)

Ga-young Choi(Seoul 
National Univ.)

Bryan Byung Hee 
Lee(Deakin Univ.)

Woo Jong Lee(Seoul National 
Univ.)

Hee-Yeon Sunwoo(Sejong 
Univ.)

Seunghee Yang(Sejong 
Univ.)

Audit Pricing of Corporate Spinoffs Sang Giun Yim 
(Kookmin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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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재무회계(지정)             (강의실2 / webex 미팅번호 166 569 4338)                   
사회자 : 유지송(고려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정호영(서원대)
곽종민(충북대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The Validation of Correlation between Firm Value 
of 

KOSPI Listed Companies and Global Value Chain
조문기

(안산대)
배기수(충북대)

TANG KAI(충북대 박사과정)
JI CHENHONG(충북대 

박사과정)

충청북도 강소기업의 특허권 가치분석과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박현재
(나사렛대)

주제 : 재무회계(자유)             (강의실3 / webex 미팅번호 577 446 322)                    
사회자 : 이우종(서울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김유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안정인(이화여대 박사)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신용등급 불일치의 결정요인 고찰: 

재벌, 이사회, 주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나현종(한양대)

정태진(Shenzhen Univ.) 머신러닝을 활용한 회계부정 탐지에 관한 탐색적 연구

주자옥(경북대 박사과정)
권순창(경북대) 고객집중도가 발생액이익조정과 실제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 : 재무회계(지정)             (강의실4 / webex 미팅번호 166 879 8373)                    
사회자 : 이창섭(세종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나영(중앙대)

이동하(중앙대 박사과정)
대규모 기업집단의 형태와 사외이사 규모 및 재무적 
요인에 따른 동일인 승계와 일감몰아주기의 관련성

김예원
(서울대 박사과정)

손혁(계명대)
최성호(조선대)

강유정(조선대 박사과정)
COVID19 위기와 회계정보의 가치관련성 김경원

(서울대 박사과정)

주제 : 의료회계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시간: 09:00~11:50)  (강의실5 / webex 미팅번호 166 561 4922)  
      건강보험·회계 ·보건의료, 함께하는 의료서비스 원가계산                  사회자 : 김이배(덕성여대)

시간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09:00~09:10 세션 취지 및 참석자 소개, 매뉴얼 발간 소개

09:10~09:50 기은선(강원대)
김재준(안산대) 회계와 원가계산: 원칙을 말하다.

오광욱(고려대)
권세원(세종대)
노진원(단국대)

10:00~10:50 이해종(연세대) 원가계산과 쟁점: 합의를 도출하자. 

김재준(안산대)
하호수(한림성심대)

김정회(국민건강보험공
단)

장정하(일산병원)

11:10~11:50 김태균(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결과분석과 구조: 사례를 공유하다. 백태영(성균관대)

오명전(숙명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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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재무회계(E/자유)             (강의실6 / webex 미팅번호 166 884 8206)                 
 사회자 : Hee-Yeon Sunwoo(Sejong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Sun-Moon Jung(Seoul 

National Univ.)
Taejin Jung(Shenzhen 

Audencia Business School)
Natalie Kyung Won 

Kim(Seoul National Univ.)
Sohee Park(Seoul National 

Univ.)

Related-Party Transactions and the Market Value of Cash Holdings

Wonsuk Ha(Seoul National 
Univ.)

One Leaves, Another Arrives: The Behavior of Hedge Funds around 
Shareholder Litigation

Catherine Heyjung Sonu 
(Korea National Open Univ.)  Accruals Quality, Split Bond Ratings, and Information Environment 

주제 : 관리회계(자유)             (강의실7 / webex 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 강평경(서강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신재용(서울대)

정선문(서울대 박사과정)
안상우(서울대 석사과정)

직급 간 승진가능성과 임원 보수의 결정

안정인(이화여대 박사)
김유진(하나금융경영연구소)

개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유효한가?
: 성향점수매칭법과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임원보수의 공시효과 분석

□ 학술발표2   <시간 : 10:30 – 11:50>

주제 : 재무회계(E/지정자유)             (강의실1 / webex 미팅번호 166 673 7357)                
사회자 : Seung-youb Han(Hongik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Sompong Pornupatham 
(Chulalongkorn Univ.)

Hun-Tong Tan(Nanyang 
Technological Univ.)  

Thanyaluk Vichitsarawong
(Chulalongkorn Univ.)

G-Song Yoo(Korea Univ.)

The effect of cash flow presentation method on 
investors’ forecast of future cash flows Free Discussion

Bok Baik(Seoul National 
Univ.)

Soo Jeong (Chris) Hong 
(Pepperdine Graziadio 

Business School)
David Sunghyo Ki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Sloan)

Kwangjin (KJ) 
Lee(Pepperdine Graziadio 

Business School)

Does Social Media Disclosure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For Sophisticated Information 

Intermediaries: Evidence From Analysts Forecasts 
For S&P 500 Firms

Woo-Jong Lee
(Seoul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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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회계감사(지정)             (강의실2 / webex 미팅번호 166 569 4338)                   
 사회자 : 류충렬(KAIST)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박선현(서울대)

선우희연(세종대)
이우종(서울대)

소규모 기업은 왜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활동의 비교분석

이보미
(대전대)

구본경(고려대 석사과정)
한승수(고려대) 핵심감사제 도입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두서영

(강남대)

주제 : 미래교육위원회             (강의실3 / webex 미팅번호 577 446 322)                    
사회자 : 안성윤(가톨릭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김태식(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에서의 RPA활용방안 자유토론

김진용(동아방송예술대)
이장희(충북대)

교육투자가 기본역량진단 정량지표에 미치는 영향: 
사립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배기수
(충북대)

주제 : 한국회계기준원             (강의실4 / webex 미팅번호 166 879 8373)                    
사회자 : 이영한(서울시립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최현덕(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회계기준 제.개정 내용과 질의회신 공개 현황

주제 : 의료회계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시간: 09:00~11:50)  (강의실5 / webex 미팅번호 166 561 4922)  
      건강보험·회계 ·보건의료, 함께하는 의료서비스 원가계산                  사회자 : 김이배(덕성여대)

시간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09:00~09:10 세션 취지 및 참석자 소개, 매뉴얼 발간 소개

09:10~09:50 기은선(강원대)
김재준(안산대) 회계와 원가계산: 원칙을 말하다.

오광욱(고려대)
권세원(세종대)
노진원(단국대)

10:00~10:50 이해종(연세대) 원가계산과 쟁점: 합의를 도출하자. 

김재준(안산대)
하호수(한림성심대)

김정회(국민건강보험공
단)

장정하(일산병원)

11:10~11:50 김태균(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결과분석과 구조: 사례를 공유하다. 백태영(성균관대)

오명전(숙명여대)

주제 : 세무/재무회계(자유)             (강의실6 / webex 미팅번호 166 884 8206)                    
사회자 : 박진하(숭실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김승준(수원대)
박재환(중앙대)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김효진(전주대) 소유주지배 및 계열광고회사 보유가 광고비지출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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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세무회계/회계감사(E/자유)             (강의실7 / webex 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 Heesun Chung(Sejong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Hyungjin Cho(Inha Univ.)
Meeok Cho(Seoul National 

Univ.)
Media Attention and Tax Avoidance: Evidence from Korea

Ahrum Choi(Hong Kong 
Baptist Univ.)

Sunhwa Choi(Seoul National 
Univ.)

Jaeyoon Yu(Erasmus Univ. 
Rotterdam)

Internal Competition among Audit Partners

□ 학술발표3   <시간 : 13:00 – 14:20>

주제 : 관리회계(E/지정)             (강의실1 / webex 미팅번호 166 673 7357)                
사회자 : Yong Kyu Lee(Seoul National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Hyungjin Cho(Inha Univ.)

Ga-Young Choi(Seoul 
National Univ.)

Managerial Ability and Revenue-Expense Matching: 
Accrual Estimation versus Business Decision

Young Zik Shin 
(Chonnam National 

Univ.)
Yuyeon Ahn(Korea Univ.)

Soong Soo Han(Korea 
Univ.)

Jeong Hwan Joo(UNIST)

CEO Tenure, Financial Misreporting, and CEO 
Compensation: Evidence from the 

Voluntary Adoptions of Clawback Provisions
Hyun Jong Na

(Hanyang Univ.)

주제 : 재무회계(지정자유)              (강의실2 / webex 미팅번호 166 569 4338)                    
사회자 : 한승수(고려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박희진(부산대)

노정희(국민연금연구원)
이소라(미래에셋자산운용)

What determines employee ownership in retirement 
pension plans?

강나라
(한경대)

김예원(서울대 박사과정)
이용규(서울대)

김휘동(서울대 석사과정)
김혜린(서울대 석사과정)

이익분산과 회계투명성 정보를 활용한 거시경제지표 예측 자유토론

주제 : 회계감사(자유)             (강의실3 / webex 미팅번호 577 446 322)                    
사회자 : 임상균(국민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황인태(중앙대)
강선민(중앙대)

이미주(한국은행)
공인회계사의 명칭은?

강민지(경북대 박사과정)
배성호(경북대) 감사인교체가 감사시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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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비영리/재무회계(지정)             (강의실4 / webex 미팅번호 166 879 8373)                    
사회자 : 오형일(KAIST)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최기호(서울시립대)

이예지(서울시립대 강사)
유지선(호서대)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평가가 기부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노희천
(숭실대)

박성진(Indiana Univ. South 
Bend)

고영우(경기대)

Mandatory IFRS Adoption and “Last-Chance” 
Earnings Management: Evidence from Public and 

Private Firms in Korea 
모경원

(중앙대)

주제 : 회계감사(E/자유)             (강의실5 / webex 미팅번호 166 561 4922)                    
사회자 : Bok Baik(Seoul National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Sangyi Shin(Jeonbuk 

National Univ.)
Hongmin Chun(Sungshin 

Women’s Univ.)
Hakjoon Song(California 

State Univ.)

LGBT- Supportive Corporate Policy and Audit Fee

Ben Yangin Yoon(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abel Martnez Conesa(Univ. 
of Murcia)

Emiliano Ruiz 
Barbadillo(Univ. of Cdiz)

Determinants of materiality and audit opinion

Ben Yangin Yoon(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abel Martnez Conesa(Univ. 
of Murcia)

Emiliano Ruiz 
Barbadillo(Univ. of Cdiz)

Auditor independence and the level of materiality

주제 : 고등직업교육위원회              (강의실6 / webex 미팅번호 166 884 8206)                    
사회자 : 김성중(안산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토론자(소속)
윤우영(계명문화대)

이연희(계명대)
안상봉(신경대)
지상현(백석대)

세무회계학과의 교육환경과 중도탈락률 간의 관련성 연구 최윤이(신안산대)

김재준(안산대)
이효진(안산대)

문진주(부산외대)
사립전문대학 재정실태 분석 김미옥(배화여대)

김성중(안산대)
이유선(숭실대)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 연계직업교육운영방안 이정이(신안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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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회계정보/재무회계(자유)             (강의실7 / webex 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 이호영(연세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송지현(밸류투알파리서치랩)

최현지(한양대 박사과정)
이용석(한남대)
정석윤(한양대)

K-IFRS XBRL 공시시스템의 국내 도입현황 및 XBRL 정보품질 향상을 위한 
방안: 확장계정 품질을 중심으로

이창섭(세종대)
전홍민(성신여대)
이우종(서울대)

게임산업의 규제위험과 자기자본비용: 게임셧다운제도의 사례

□ 학술발표4   <시간 : 14:30 – 15:50>

주제 : 회계기준원(IFRS Research Forum1)             (강의실1 / webex 미팅번호 166 673 7357)  
사회자 : 이창섭(세종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김영준(한국외대)

이유진(서울대 박사과정)
이수정(인하대)

전환금융상품에 내재된 전환권의 부채·자본 분류에 관한 사례연구

박연희(공주대)
송인만(성균관대 명예교수)

최권일(성균관대 박사)
진행기준 이익정보의 유용성 : 이익조정의 영향 

박재환(중앙대)
전홍준(신구대)

형식과 경제적 실질에 따른 회계기준의 적용 및 판단사례 연구: 
A사 사례를 중심으로

주제 : 재무회계(자유)             (강의실2 / webex 미팅번호 166 569 4338)                    
사회자 : 김범준(가톨릭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김종규(부산대 박사)

김명종(부산대) 경제적 손실이 이익유연화와 정보비대칭의 관계성에 미치는 효과
최성호(조선대)

강유정(조선대 박사과정) 4차 산업시대에서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주제 : 회계기준원(IFRS Research Forum2)             (강의실3 / webex 미팅번호 577 446 322)  
사회자 : 조형진(인하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정재경(동명대) 국제회계기준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도입효과: 
기업들은 재량적 수익인식을 수행하는가?

손혁(계명대) K-IFRS 제 1116호가 기업, 산업,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치관련성과 자본비용, 리스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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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재무회계(자유)             (강의실4 / webex 미팅번호 166 879 8373)                    
사회자 : 김응길(숭실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조문경(Texas A&M 

International Univ.)
이호영(연세대)

윤인경(연세대 박사과정)

Integrity and Public Enterprise Performance:
 Evidence from South Korea

유지연(고려대 박사과정) Understanding the Role of Financial Reporting Quality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Mispricing

주제 : 재무회계(E/자유)             (강의실5 / webex 미팅번호 166 561 4922)                
사회자 : Sunhwa Choi(Seoul National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Meeok Cho(Seoul National Univ.)
Sehee Kim(Seoul National Univ.)
Yewon Kim(Seoul National Univ.)
Bryan Byung-Hee Lee(Deakin Univ.)
Woo-Jong Lee(Seoul National Univ.)

IFRS Adoption and Stock Misvaluation: Implication to Korea 
Discount

Jeongmin Yu(Dongguk Univ.) 
Dong-hoon Yang(Dongguk Univ.)

Compound financial instruments and earnings management: 
A pecking order theory perspective

주제 : 미래회계위원회              (강의실6 / webex 미팅번호 166 884 8206)                    
사회자 : 박성환(한밭대)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정영일(넷임팩트코리아) ESG 성과측정 및 보고 관련 최근 트랜드와 국가 사례(일본 중심)
박성환(한밭대)
강평경(서강대)
정태섭(POSRI)

박재형(서강대 박사과정)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기업의 회계 투명성: 이익의 질을 
중심으로

이동기(EY 한영회계법인) Digital Audit & CISA : Boost your career

주제 : 관리회계(E/자유)             (강의실7 / webex 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 Ho Young Lee(Yonsei Univ.)

발표자(소속) 논문제목
Sera Choi(Korea National Open 

Univ.)
Yewon Kim(Seoul National Univ.)

How does a firm's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vary with 
managerial ability? 

Hyungjin Cho(Inha Univ.)
Sera Choi(Korea National Open 

Univ.)
Iny Hwang(Seoul National Univ.)

Dae-Hyun Kwon(Sookmyung 
Women’s Univ.)

Employee Tenure and Corporate Risk-T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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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김수인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연구교수)
 1부 : 주제 발표 (15:00-15:50)

인  사 임  일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BK21 사회가치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장)
기념사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주제발표1
국내외 ESG 및 대외 ESG정보요구 증가에 따른 시사점: 환경성과를       
중심으로 / 박재흠 (EY한영회계법인 파트너)

주제발표2
ESG 평가 동향, 기업 대응과 경영학 연구 쟁점 
 / 이수열 (전남대학교 교수, BK21 지속가능기업가치 교육연구단장)

□ 이사회  <시간 : 16:00 – 16:30>

 (webex 링크 / 미팅번호 910 153 510)                                        사회자 : 구정호(금오공대)

인사말씀  Ÿ 백태영(한국회계학회 회장)

이사회  Ÿ 정관 및 규정개정안 등 심의·의결

□ 특별세션 및 임시총회  <시간 : 16:40 – 18:00>

  (webex 링크 / 미팅번호 910 153 510)                                       사회자 : 구정호(금오공대)

환영사  Ÿ 백태영(한국회계학회 회장)

축사  Ÿ 김영식(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특별강연
 Ÿ “8년의 런던 생활: IFRS와 국가경쟁력”
    / 서정우(前 IASB 위원, 국민대 명예교수)

임시총회  Ÿ 규정개정보고 및 정관개정안 등 의결

연구윤리 교육  Ÿ 유승원(고려대학교 교수)

(13) ESG: 환경성과 측정과 환경윤리 포럼 
► 일  시     2021년 3월 4일(목) 15:00
► 장  소     Webinar (Zoom)
► 공동주관   한국윤리경영학회, 한국회계학회
► 주  최     연세대학교 BK21 사회가치실현 경영인재 교육연구단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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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 패널 토의 (16:00-17:00)

패널토의

좌장 : 이호영 (연세대학교 교수,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
패널 : 김태훈 (POSCO ESG그룹장)
       손서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선임연구원)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유정민 (한국공인회계사회 비재무보고TF위원, 광교회계법인 품질관리실장)

사회자: 김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15:00-15:20 개회식
- 개회사: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 환영사: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 축  사: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15:20-16:30

주제발표(1) 가치평가업무 국내외 동향과 외국 사례
- 한영회계법인 김종원 파트너

주제발표(2) 정보이용자 측면에서의 가치평가보고서
- 삼일회계법인 윤창범 파트너

주제발표(3) IFRS상의 가치평가 관련 이슈
- 대구대학교 정준희 교수

16:40-17:30 종합토론

- 좌장: 김종일 (가톨릭대학교)
- 패널: 
  ① 감독기관: 송병관 과장 (금융위원회)
  ② 학계: 정경철 교수 (경북대학교)
  ③ 회계업계: 손호승 전무 (삼정회계법인)
               강진홍 이사 (이정회계법인)
  ④ 기업: 김용범 재무실장 (KT&G)
  ⑤ 기준제정기관: 김재호 연구위원 (한국회계기준원)

17:30-17:50 질의응답 발표자와 토론자

(14) 가치평가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 일  시     2021년 4월 29일(목) 15:00
► 장  소     Webinar (Zoom)
► 주  최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회계학회, 한국회계기준원
► 후  원     금융위원회
►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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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리회계 온라인 세미나 
► 일  시     2021년 5월 20일(목) 14:00
► 장  소     Webinar (Zoom)
► 세부내용   주제발표 / 조현석 (한국경영회계연구원 원장)
  “ABC활동기준 원가배분을 통한 제품별 원가계산 프로그램 소개”
(1) 프로그램 기능
1. 활동기준에 따른 제품별 원가배분
2. 제품별 손익분기점 및 매트릭스 분석을 통한 포지셔닝 분석
3. 제품별 제조원가명세서 출력 가능
4. 제품별 손익계산서 출력 가능
5. 엑셀 업로드 기능
6. 제품의 수 제한 없음

(2) 프로그램 사용처
1. 학교 교육용
2. 원가진단사 및 원가관리사 자격 시험용
3. 조달청에 납품하는 제조업체
4. 원가계산이 필요한 제조업체
5. 특허법률사무소
6.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원가계산을 해야하는 업체
7. 소상공인 전 업종
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실시하는 중소제조기업 혁신 바우처 수행기관

(16) 미래회계위원회 세미나

► 일  시     2021년 5월 28일(금) 10:00~11:30
► 장  소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2
► 주  제     이해관계자 중심 통합재무보고
► 발표자     정아름 박사 (사회적가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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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이용규 (대학원교육위원장/서울대학교 교수)
09:30-09:40  인사말씀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09:40-11:00  재무회계 연구 /  김용태 교수 (Santa Clara Univ. & KAIST)

11:10-12:30  ESG 연구동향 / 한승수 교수 (고려대학교) 

12:30-13:30 개별 오찬 및 휴식 시간 

13:30-14:50  관리회계 연구  / 윤대희 교수 (연세대학교) 

15:00-16:20  Behavioral Research / 유지송 교수 (고려대학교)

16:30-17:10  회계학연구 편집위원장과의 대화 

17:20-18:00  회계저널 편집위원장과의 대화 

18:10-19:00  소그룹 토론 
  (재무회계 ∥ 관리회계∥ 세무회계 ∥ 회계감사 ∥ ESG ∥ Behavioral)

(17) Doctoral Consortium & New Faculty Workshop 
► 일  시     2021년 6월 20일(일) 09:30 ~ 19:00
► 장  소     온라인 WebEx 
► 일  정    

(18) 2021 하계국제학술대회
► 주  제     회계의 사회적 영향력과 외연의 확장
► 일  시     2021년 6월 21일(월) ~ 6월 22일(화) 
► 장  소     온라인 webex 
► 주  최     한국회계학회
► 후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중견회계법인협의회, 
              하나금융지주, 한국거래소,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영회계법인, POSCO,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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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월) 
WebEx

(미팅번호)
 시간

강의실1
(166 673 7357)

강의실2
(166 569 4338)

강의실3
(577 446 322)

강의실4
(166 879 8373)

강의실5
(166 561 4922)

강의실6
(166 028 9648)

강의실7
(166 884 8206)

10:30~12:00
(학술발표1)

재무회계 1(E) 관리회계/
회계감사 (E) 재무회계 2

회계실무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실무이슈)

고등직업
교육위원회

국제분과 1
(JAA/TAA/KAA)

12:00~13:00 개별 오찬 및 휴식 시간 

13:00~14:00 이사회  (WebEx 링크 / 미팅번호 910 153 510)

14:10~15:40
(학술발표2)

재무회계 3(E) 세무회계 1(E) 재무회계 4 회계실무 2
(회계기준실무이슈)

학술위원회
(회계실무/정책

시사점 문헌연구)

한국공인
회계사회

국제분과 2
(JAA/KAA/TAA)

15:50~17:20

개막식 및 

주제강연

(WebEx 링크
미팅번호 910 153 510)

 Ÿ 환영사 :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Ÿ 축  사 :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Ÿ 주제강연1 "지속가능경영의 중심, ESG"
   / 이형희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Ÿ 주제강연2 "ESG 공시방향과 공시기준"
   /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17:30~19:00

시상식 및
정기총회 

(WebEx 링크
미팅번호 910 153 510)

 Ÿ 축  사 : Yoshihiro TOKUGA (일본회계학회 회장)
             Min-Jeng SHIUE (대만회계학회 회장) 
 Ÿ 시상식
 (회계학공로상/우수논문상/학위논문상/딜로이트학술상/KAA-한경언론상
  /KAA-한경논문상/올해의회원상/회계학교육혁신상)
 Ÿ 정기총회
  - 사업 및 결산보고/감사보고, 감사선임/정관개정 등 의안결의
  - 차기회장 인사

20:00~22:00 회원재능공유 (WebEx 링크 / 미팅번호 166 160 5330)

6월 22일(화) 
WebEx

(미팅번호)
 시간

강의실1
(166 673 7357)

강의실2
(166 569 4338)

강의실3
(577 446 322)

강의실4
(166 879 8373)

강의실5
(166 561 4922)

강의실6
(166 028 9648)

09:00~10:30
(학술발표3)

회계감사 1 관리회계 
/재무회계

IFRS Research 
Forum 1

회계사례
경진대회 1

10:40~12:10
(학술발표4)

재무회계 5(E) 회계감사 2 재무회계 6 IFRS Research 
Forum 2 미래회계위원회 회계사례

경진대회 2

12:10~13:10 개별 오찬 및 휴식 시간 

13:20~14:50
(학술발표5)

재무회계 7(E) 세무회계 2 재무회계 8 한국회계기준원 의료회계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15:00~16:30
(학술발표6)

재무회계 9(E) 재무회계 10 미래교육위원회 회계사례
경진대회 시상식

► 전체일정

                                                                                                                                                                                                                                 (E): English Session(E): English Session(E): English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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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Accounting Association Summer International Conference
‘Enlarging Social Impact & Boundary of Accounting’

r Date : June 20~22, 2021
r Venue : WebEx Virtual Conference
r Program Summary

June 21 (Mon) 
WebEx

(Room #)
 Time

Room1
(166 673 7357)

Room2
(166 569 4338)

Room3
(577 446 322)

Room4
(166 879 8373)

Room5
(166 561 4922)

Room6
(166 028 9648)

Room7
(166 884 8206)

10:30~12:00
Financial 

Accounting 
1(E)

Management/ 
Auditing (E)

Financial 
Accounting 

2
Practice 1

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International 1
(JAA/TAA/KAA)

12:00~13:00 Lunch Break
13:00~14:00 Directors Meeting

14:10~15:40
Financial 

Accounting 
3(E)

Tax 
Accounting

1(E)

Financial 
Accounting 

4
Practice 2

Literature 
Reviews for 

Practice/Policy 
Implications

KICPA International 2
(JAA/KAA/TAA)

15:50~17:20

Opening Ceremony 
& 

Plenary Session
(WebEx

Room # 910 153 510)

 Ÿ Welcome Address : Tae-Young PAIK (KAA Presidetn)
 Ÿ Congratulatory Speech : Young-Sik Kim (KICPA President)
 Ÿ Plenary Speech 1 
  "The Cor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ESG"
   / Hyung Hee LEE 
      (SK SUPEX Council, Social Value Committee President)
 Ÿ Plenary Speech 2 
   "ESG Disclosure Direction & Guideline"
   / Dae Joon PARK (PWC Samil LoS Deputy Leader)

17:30~19:00

Award Presentations 
& 

General Assembly Meeting 
(WebEx

Room # 910 153 510)

 Ÿ Congratulatory Speeches : 
    Yoshihiro TOKUGA (JAA President)
    Min-Jeng SHIUE    (TAA President) 
 Ÿ Award Presentations
 Ÿ General Assembly Meeting 

20:00~22:00 Hidden Talents (WebEx / Room # 166 160 5330)

June 22 (Tue) 
WebEx

(Room #)
 Time

Room1
(166 673 7357)

Room2
(166 569 4338)

Room3
(577 446 322)

Room4
(166 879 8373)

Room5
(166 561 4922)

Room6
(166 028 9648)

09:00~10:30 Auditing 1 Management 
/ Financial 

IFRS Research
Forum 1

Case 
Competition 1

10:40~12:10 Financial 
Accounting 5(E) Auditing 2 Financial 

Accounting 6
IFRS Research

Forum 2
Future 

Accounting
Case 

Competition 2
12:10~13:10 Lunch Break

13:20~14:50 Financial 
Accounting 7(E)

Tax 
Accounting 2 

Financial 
Accounting 8

Korea 
Accounting 

Institute
Medical 

Accounting

15:00~16:30 Financial 
Accounting 9(E)

Financial 
Accounting 10

Future 
Education

Case Competition 
Award 

Pres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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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별 발표일정 분과별 발표일정 분과별 발표일정 

□ 학술발표1   < 6/21(월) 10:30 ~ 12:00>

 재무회계 1(E)∥Financial Accounting 1(E)   (강의실・Room 1 / 미팅번호(Room #) 166 673 7357)  

사회자(Moderator): Hongmin Chun(Sungshin Women's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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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ho Ko(Chinese Univ. of Hong 
Kong, Shenzhen)

The Role of Information Disclosure in Facilitating 
Relationship-Specific Investment

Ahrum Choi 
(Hongkong Baptist 

Univ.)
Young Jun Kim(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era Choi(Korea National Open 

Univ.)
Eugenia Y. Lee(Seoul National 

Univ.)
Su Jeong Lee(Inha Univ.)

The Value Relevance of Perpetual Bonds: Korean Evidence

Bok Baik(Seoul National Univ.)
Soo Jeong Hong(Pepperdine 

Univ.)
Alex Gunwoo Kim(Seoul National 

Univ.)
Kwangjin Lee(Pepperdine Univ.)

Wikipedia Articles and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Sanghyuk Lee 
(Korea Univ.)

 관리회계/회계감사 (E)∥Management/Auditing (E)  (강의실・Room 2 / 미팅번호(Room #) 166 569 4338)

사회자(Moderator): Wooseok Choi(Korea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Sun-Moon Jung(Seoul National 
Univ.)

 Jae Yong Shin(Seoul National 
Univ.)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Sang-Il Kim(Ajou Univ.)
Ho-Young Lee(Yonsei Univ.) The Effect of Earlier Contract Date for Auditor Change on Audit Quality

 재무회계 2∥Financial Accounting 2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사회자(Moderator): 노희천 Hee Chun Roh

(숭실대, Soongsi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이상혁 Sang Hyuk Lee
(고려대 석박사통합과정, Korea Univ.)

유용근 Yong Keun Yoo
(고려대, Korea Univ.)

유동성위험 주석의 정보유용성
Information Content of Liquidity Risk Disclosure 

이문영 Moon Young Lee
(덕성여대, Duksung Women’s Univ.)

김예원 Yewon Kim
(서울대, Seoul National Univ.)

손실기업의 배당지급과 이익반응계수
Loss Firms’ Dividend Payment and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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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실무 1∥Practice 1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실무 이슈)

    (강의실・Room 4 / 미팅번호(Room #) 166 879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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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정근영 Geun Young Jeong 
(삼일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익 - 미국과 한국의 비교

한상현 Sang Hyun Han
(삼정회계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의 감사이슈 및 시사점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감사관련 이슈

 고등직업교육위원회∥Advanced Vocational Education  (강의실・Room 5 / 미팅번호(Room #) 166 561 4922)    
사회자(Moderator): 김성중 Sung Joong Kim 

(안산대, Ansan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김재준 Jae Jun Kim
(안산대, Ansan Univ.)
문진주 Jin Joo Moon

(부산외대, Busan Univ. of Foreign 
Studies)

이정이 Jung Yi Lee
(신안산대, Shin Ansan Univ.)

이효진 Hyo Jin Lee 
(안산대, Ansan Univ.)
최윤이 Yoon Yi Choi

(신안산대, Shin Ansan Univ.)

사립 전문대학 재정 실태 분석
Analysis of the Financial Situation of Private Colleges 

김미옥 Mi-Ok Kim 
(배화여대, Baewha 
Wonen’s Univ.)

김성중 Sung Joong Kim
(안산대, Ansan Univ.)
노희천 Hee Chun Roh 

(숭실대, Soongsil Univ.)
이유선 Yu Sun Lee 

(숭실대, Soongsil Univ.)

회계분야 특성화고-전문대학-대학 연계직업교육 운영방안
이정이 Jung Yi Lee

(신안산대, Shin Ansan 
Univ.)

 국제분과 1∥International Session 1(JAA/TAA/KAA)  (강의실・Room 7 / 미팅번호(Room #) 166 884 8206)  

사회자(Moderator): Kwanghee Cho(Dongguk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Makoto Kuroki(Yokohama City 

Univ.)
Toshiaki Wakabayashi(Sophia 

Univ.)

Organizational Identity, Fixed Salary Contract,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Local Governments: 

Theory and Evidence

Chih-Yang Tseng 
(National Taiwan Univ.)

Ken Yao-Tsung Chen(National 
Taiwan Univ.)

Shengmin Hung(Soochow Univ.)
Chih-Yang Tseng(National 

Taiwan Univ.)

Audit Committee Accounting Expert and Cost of Equity 
Capital: The Role of Analysts Coverage

Sunhwa Choi 
(Seoul National Univ.)

George Serafeim(Harvard 
Business School)

Aaron Yoon(Northwestern Univ.)

Stock Price Reactions to ESG News: The Role of ESG 
Ratings and Disagreement

Yutaro Murakami (Keio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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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2   < 6/21(월) 14:10 – 15:40 >

 재무회계 3(E)∥ Financial Accounting 3(E)     (강의실・Room 1 / 미팅번호(Room #) 166 673 7357)  

Moderator: Sung Yoon Ahn(The Catholic Univ. of Korea)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Junghee Noh(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Eomcheol Tae(National Pension 

Research Institute)
Heejin Park(Pusan National Univ.)

Reliability of Fair Value : Private Equity Investment

Hyungjin Cho(Inha Univ.)
Meeok Cho(Seoul National Univ.)
Sehee Kim(Seoul National Univ.)

Media Coverage and Cash Holding Adjustments

Young Jun Kim(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Seunghwan Kim(KIS PRICING)
Su Jeong Lee(Inha Univ.) 

Hyun Jong Na(Hanyang Univ.)

Market Reactions of Single Stock Futures to Earnings Announcements: Korean 
Evidence

 세무회계 1(E)∥Tax Accounting 1(E)        (강의실・Room 2 / 미팅번호(Room #) 166 569 4338)

사회자(Moderator): Yong Kyu Lee(Seoul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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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A Shim(Univ. of Seoul)
Tae Sup Shim(Univ. of Seoul)

Does Procedural Justice in a Tax Audit Situation Affect 
the Decisions of Tax Advisors?

G Song Yoo 
(Korea Univ.)

Bright Asante-Appiah(Lehigh 
Univ.)

Jae B. Kim(Lehigh Univ.)
Kwang Joo Koo(Kyungpook 

National Univ.)

CEO Outside Board Service and Managerial Short-Termism

 재무회계 4∥Financial Accounting 4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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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안수근 Soo Geun Ahn
(한국철도기술연구원, KRRI)

박원구 Wonkoo Park
(고려대, Korea Univ.)

윤성수 Sung-Soo Yoon
(고려대, Korea Univ.)

BM비율을 활용한 기업 특성별 R&D지출과 기업가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s and Firm Value by 

Firm Characteristics Using the BM Ratio

남지안 Ji-Ahn Nam
(Pusan National Univ.)
최종서 Jong-Seo Choi

(Pusan National Univ.)

우리나라 경영자는 목표이익 초과달성을 위해 연금보험수리적 가정을 변경하는가?
Do Managers Change Pension Plan Assumptions to Meet/Exceed Earnings 

Threshold? Korean Evidence



- 43 -

 회계실무 2∥Practice 2       
 (회계기준실무이슈)

    (강의실・Room 4 / 미팅번호(Room #) 166 879 8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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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태영 Tae Young Kim 
(안진회계법인) K-IFRS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

이갑수 Kapsoo Lee
(PKF 서현회계법인)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지주회사 투자손익(배당금수익, 지분법손익, 처분손익 등)의 분류(영업손익, 

영업외손익)와 관련된 실무 이슈 

신은숙 Eun Sook Shin 
(한영회계법인)

K-IFRS 제1028호: 지분법  적용                                              
- 유의적인 영향력 판단, 복합금융상품 투자 시 지분법 적용 여부,

 그외 지분법 적용 관련 실무 이슈               

 학술위원회(회계실무/정책시사점 문헌연구)
 ∥Literature Reviews for Practice/Policy Implications 

 (강의실・Room 5 / 미팅번호(Room #) 166 561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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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한종수 Jongsoo Han

(이화여대, Ewha Womans Univ.)
강정윤 Jung-yoon Kang

(대주회계법인, Grant Thornton Daejoo)
강소현 SoHyeon Kang 

(이화여대, Ewha Womans Univ.)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문헌연구

Implications of Corporate Sustainability on Accounting 
Practice and Policy: A Literature Review

심태섭 Tae Sup Shim
(서울시립대, Univ. of 

Seoul)
이상철 Sang Cheol Lee 

(동국대, Dongguk 
Univ.)

정도진 Do Jin Jung 
(중앙대. Chung-Ang 

Univ.)

김선미 Seon Mi Kim 
(전남대, Chonnam National Univ.)

신상훈 Sang Hoon Shin 
(경기대, Kyonggi Univ.)

유승원  Seung Weon Yoo 
(고려대, Korea Univ.)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정희선 Heesun Chung 
(세종대, Sejong Univ.)

조미옥 Meeok Cho 
(서울대, Seoul National Univ.)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 검토 및 
실무적․정책적 시사점

안홍복 Hong Bok Ahn 
(계명대, Keimyung Univ.)

이연희  Yeon Hee Lee
(계명대, Keimyung Univ.)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 연구동향과 미래 제언

문예영 Ye Young Moon 
(배화여대, Baewha Women’s Univ.)

최보람 Boram Choi 
(조선대, Chosun Univ.)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연구



- 44 -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AT자격(Accounting & Tax 실무전문가) 비대면시험 시행 방안

(강의실・Room 6 / 미팅번호(Room #) 166 028 9648)  

 사회자(Moderator): 손혁 Hyuk Shawn
(계명대, Keimyung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이항복 Hang Bok Lee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 AT자격시험 소개 및 비대면시험 추진 경과
조정윤 Jung Yoon Cho 

(국제고용개발원, International 
Institute of Employment and 

Development)

AT자격 비대면시험 시범운영 결과 및 시행방안

 국제분과 2∥International Session 2(JAA/KAA/TAA)   (강의실・Room 7 / 미팅번호(Room #) 166 884 8206)  

사회자(Moderator): Myungin Kim(Inha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Ryosuke Fujitani(Tokyo Keizai 

Univ.)
Hyonok Kim(Tokyo Keizai Univ.)

Kazuo Yamada(Ritsumeikan 
Univ.)

Information Transfer of Corporate Disclosure in 
Pandemic Era

Myungin Kim 
(Inha Univ.)

Bok Baik(Seoul National Univ.)
Omri Even-Tov(Univ. of 

California, Berkeley)
Russell Han(Univ. of Illinois 

Urbana Champagne)
David Park(Seoul National Univ.)

The Real Effects of Mandatory Social Responsibility 
Disclosures on Conflict Minerals 

She-Chih Chiu 
(National Taipei Univ.)

Hsuan-Chu Lin(National Cheng 
Kung Univ.)

She-Chih Chiu(National Taipei 
Univ.)

Hsing-Chu Wang(National Cheng 
Kung Univ.)

Political Contributions and the Winner of Government 
R&D Grants 

Ryosuke Fujitani 
(Tokyo Keizai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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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Ex 링크 / 미팅번호(Room #) 910 153 510)                                          

사회자(Moderator): 구정호  Jeong Ho Koo 
(금오공대,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축사
Congratulatory Speeches

 Ÿ Yoshihiro TOKUGA (일본회계학회 회장)
 Ÿ Min-Jeng SHIUE (대만회계학회 회장) 

시상식
Award Presentations

 Ÿ 회계학공로상/우수논문상/학위논문상/딜로이트학술상
   /KAA-한경언론상/KAA-한경논문상/올해의회원상/회계학교육혁신상

정기총회
General Assembly Meeting

 Ÿ 전임 회장 및 임원 감사패 증정
 Ÿ 사업 및 결산 보고
 Ÿ 감사 보고 
 Ÿ 감사 선임
 Ÿ 정관 및 규정개정안 등 의결사항
 Ÿ 차기회장 인사

□ 개막식 및 주제강연  < 6/21(월) 15:50 – 17:20 >

 (WebEx 링크 / 미팅번호(Room #) 910 153 510)                                         

사회자(Moderator): 구정호  Jeong Ho Koo 
(금오공대,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환영사
Welcome Address 

 Ÿ 백태영 Tae Young Paik (한국회계학회 회장, KAA President)

축사
Congratulatory Speech

 Ÿ 김영식 Young Sik Kim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KICPA President)

주제강연
Plenary Speech

 Ÿ 사회 : 정도진 Do Jin Jung (중앙대, Chung-Ang Univ.)

 Ÿ 주제강연1 ‘지속가능경영의 중심, ESG’ 
   / 이형희 Hyung Hee Lee (SK SUPEX추구협의회 SV위원회 위원장)
 Ÿ 주제강연2 ‘ESG 공시방향과 공시기준’ 
   / 박대준 Dae Joon Park (삼일회계법인 부대표)

□ 시상식 및 정기총회  < 6/21(월) 17:30 – 19:00 >

□ 회원재능공유   < 6/21(월) 20:00 – 22:00 >

  (WebEx 링크 / 미팅번호(Room #) 910 153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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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재능공유 
Hidden Talents 

 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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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3   < 6/22(화) 09:00 – 10:30 >

 회계감사 1∥Auditing 1     (강의실・Room 2 / 미팅번호(Room #) 166 569 4338)

사회자(Moderator): 권선국 Sun Kook Kwon
(경북대, Kyungpook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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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경태 Gong, Kyung Tae
(전주대, Jeonju Univ.)

감사의견구매 목적의 감사인 변경이 이익지속성과 
미래현금흐름의 예측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uditor Switching for Opinion Shopping 
on Earnings Persistence and Predictability of Future 

Cash Flow 

최정운 Jeong Un Choi
(대구대, Daegu Univ.)

임유니 Im, Uni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염승훈 Yeom, Seung Hun 

(삼정KPMG)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기업의 전기 감사인이 감사보수 
협상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Influence on Audit Fee Negotiation in 
the Perspective of Prior Auditors Subject to the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System

이기세 Ki Se Lee 
(국립창원대, Changwon 

National Univ.)

 관리회계/재무회계∥Management/Financial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사회자(Moderator): 안홍복 Hong Bok Ahn 
(계명대, Keimyung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정선문 Sun-Moon Jung

(서울대, Seoul National Univ.)
박소희 Sohee Park

(서울대, Seoul National Univ.)

Major Customer’s Long-term Incentive and Supplier’s Performance

박종일 Jong-Il Park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이윤정 Yun-Jeong Lee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재량적 연구개발비와 재량적 판매관리비의 상이한 역할에 대한 재조사: 이익조정 유인과 
기업가치를 중심으로

A Reexamination of the Differential Role of discretionary RD and SGA: Focus 
on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and Firm Value

 IFRS Research Forum 1        (강의실・Room 4 / 미팅번호(Room #) 166 879 8373) 
사회자(Moderator): 이세용 Se Yong Lee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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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희 Joon Hei Cheung
(대구대, Daegu Univ.)
김승준 Seung Jun Kim

(수원대, Univ. of Suwon)

IFRS 9 도입(예상손실모형)이 은행의 재무건전성, 자본관리 및 
경기순응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IFRS 9 (expected loss model) on the 
Financial Soundness, Capital Management and 

Procyclicality

기도훈 Dohoon Ki 
(한밭대, Hanbat 
National Univ.)

현정훈 Jeong-Hoon Hyu
(NEOMA Business School)

조형진 Hyungjin Cho
(인하대, Inha Univ.)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Empirical Evidence on the Effect of K-IFRS 1115 on 
Telecommunication Companies’ Financial Reporting

김범준 Bum Joon Kim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한승엽 Seung-youb Han
(홍익대, Hongik Univ.)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수익 인식 체계의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How Predictable is an Insurer’s Profitability under IFRS 
17? Analysis Focusing on the Inconsistent Revenue 

Recognition System

박성종 Sung Jong Park 
(안양대, Anyang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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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4   < 6/22(화) 10:40 – 12:10 >

 재무회계 5(E)∥Financial Accounting 5(E) (강의실・Room 1 / 미팅번호(Room #) 166 673 7357)  

사회자(Moderator): Yong Gyu Lee(Seoul National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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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ohun Kim(KAIST)
Aaron S. Yoon(Northwestern 

Univ.)

Analyzing Active Managers’ Commitment to ESG: 
Evidence from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Jae Hong Lee
(Kyonggi Univ.) 

Joshua Coyne(Univ. of Memphis)
Kevin H. Kim(KAIST)

Sangwan Kim(Univ. of 
Massachusetts Boston)

Do Managers Respond to the Divergence between 
Debtholders and Shareholders through Analyst-based 

Benchmark Beating?

Joon Hyun Kim 
(Sangmyung Univ.)

 회계감사 2∥Auditing 2            (강의실・Room 2 / 미팅번호(Room #) 166 569 4338)
사회자(Moderator): 박종국 Jong Kook Park

(영남대, Yeungnam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황인태 In Tae Hwang 
(중앙대, Chung-Ang Univ.)

강선민 Sun Min Kang 
(중앙대, Chung-Ang Univ.)

이미주 Mi Ju Lee 
(한국은행, Bank of Korea)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of Periodic Auditor Designation Regulation

양승희 Seunghee Yang 
(세종대, Sejong Univ.)

임지은 Jieun Im 
(숭실대, Soongsil Univ.)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한 테마감리의 효과: 제약·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Theme Audit Review on R&D Accounting: Focusing on 

Bio-Pharmaceutical Industries

 재무회계 6∥Financial Accounting 6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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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승준 Seung Jun Kim 
(수원대, The Univ. of Suwon)

기업의 잠정이익수정이 이익조정탐지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기업지배구조를 중심으로)

Effect of Preliminary Earnings on Earnings Management Detection
김수인 Sooin Kim 

(건국대, Konkuk Univ.)
최병철 Byungchul Choi 

(국립창원대, Changwon National Univ.)
문두철 Doocheol Moon 

(연세대, Yonsei Univ.)

회계기준 개정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 K－IFRS 1116호 리스 도입과 사전적 이익조정
Manager's Response to the Changes in Accounting Standard for 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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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S Research Forum 2            (강의실・Room 4 / 미팅번호(Room #) 166 879 8373) 
사회자(Moderator): 이영한 Young Han Lee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현태 Hyun-Tae Kim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최영수 Young-Soo Choi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General Presentation and Disclosures' on the Operating 

Income

최만식 Manseek Choi 
(부산경상대, Busan Kyungsang 

College)

별도재무제표 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Accounting Choice on the Subsidiaries, Joint Ventures, and Investment in 
Associates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이준일 Joonil Lee 
(경희대, Kyung Hee Univ.)

조현권 Hyunkwon Cho 
(성균관대, Sungkyunkwan Univ.)

재무제표 계정과목 비교가능성 증진을 위한 조사
Investigation to enhance comparability of financial statement accounts 

오명전 Myeong Jeon Oh 
(숙명여대, Sookmyung Womens 

Univ.) 
김지영 Jiyoung Kim 

(숙명여대, Sookmyung Womens 
Univ.) 

최혜령 Hyeryeong Choi
(숙명여대, Sookmyung Womens 

Univ.) 

원칙중심회계는 회계정보유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미래회계위원회∥Future Accounting         (강의실・Room 5 / 미팅번호(Room #) 166 561 4922)    
사회자(Moderator): 박성환 Sung Whan Park

(한밭대, Hanbat Nation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오문성 Moon Sung Oh 
(한양여대, Hanyang Women’s Univ.) 가상화폐 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의련 Euiryeon Jeong
(California State Univ., Fullerton) Cybersecurity and Darkweb 

이동기 Ki Dong Lee
(EY 한영회계법인) Blockchain for Audit Professionals : Balancing the risks and re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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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5   < 6/22(화) 13:20 – 14:50 >

 재무회계 7(E)∥Financial Accounting 7(E)    (강의실・Room 1 / 미팅번호(Room #) 166 673 7357)  

사회자(Moderator): Yeo Hwan Kim(Dankook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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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le Welch(George Washington 
Univ.)

Aaron Yoon(Northwestern Univ.)

Do High Ability Managers Choose ESG Projects that 
Create Shareholder Value? Evidence from Employee 

Opinions

Tae Woo Kim
(California State Univ., 

San Bernardino)
Jungmin Yoo(Inha Univ.)
Sooin Kim(Konkuk Univ.)

Does Corporate Opacity Deteriorate the Effect of CSR 
Activities on Firm Performance?

Young Mi Seo
(Yeungnam Univ.)

 세무회계 2∥Tax Accounting 2                   (강의실・Room 2 / 미팅번호(Room #) 166 569 4338)

사회자(Moderator): 김상헌 Sang Hun Kim 
(단국대, Dankook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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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배기수 Khee Su Bae 
(충북대, Chungbuk National 

Univ.)

국제화 경영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중국기업의 연구비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Management on Enterprise Value 

-Focus on Research Assets of Chinese Companies-

박준령 Joon Ryong Park
(한림성심대, Hallym 
Polytechnic U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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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방법 및 실효세율 추세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재무회계 8∥Financial Accounting 8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사회자(Moderator): 강나라 Na Ra Kang 

(한경대, Hankyong Nation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용식 Yong-shik Kim
(한성대, Hansung Univ.)
박상훈 Sang-hun Park 

(한성대, Hansung Univ.)

Voluntary Carbon Disclosure and Accounting Comparabili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Korean Business Groups

이창섭 Chang Seop Rhee
(세종대, Sejong Unv.)
정아름 A-reum Jung

(사회적가치연구원, CSES)
전홍민 Hongmin Chun

(성신여대, Sungshin Women’s Univ.)

ESG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영업이익 변동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ESG Determinants and Firm Value: Focusing on Economic Policy 
Uncertainty and Operating Income Volatility

 한국회계기준원∥Korea Accounting Institute             (강의실・Room 4 / 미팅번호(Room #) 166 879 8373) 
사회자(Moderator): 이세중 Sejoong Lee 

(서울시립대, The Univ. of Seoul))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최현덕 Hyun Deok Choi
(한국회계기준원, KAI) 2021년 국제회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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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회계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Medical Accounting
 주제: 의료서비스 원가분석, 영역 확대에 따른 새로운 시선

 (강의실・Room 5 / 미팅번호(Room #) 166 561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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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프로그램

13:20～13:25 세션 취지 및 참석자 소개

13:25～13:30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원가분석의 의의 / 이해종 건강보험연구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

13:30～13:50
 1차 주제발표 및 토론

∙이차자료원을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용 산출 방법
   / 김선제 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13:50～14:05 ∙질의응답 및 토론 

14:05～14:25
 2차 주제발표 및 토론

∙의료기관 원가자료 수집: 현황과 과제
 / 김재준 교수(안산대, 의료회계위원회)

14:25～14:40 ∙질의응답 및 토론

14:40～14:45 안내 ∙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신설 내용 소개
  /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국민건강보험공단)

폐회 /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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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발표6  < 6/22(화) 15:00 – 16:30 >

 재무회계 9(E)∥Financial Accounting 9(E) (강의실・Room 1 / 미팅번호(Room #) 166 673 7357)  

사회자(Moderator): Kwang Joo Koo(Kyungpook National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Shin Hyoung Kwon(Hanyang 

Univ.)
Steve C. Lim(Texas Christian 

Univ.)
Edward Sul George(Washington 

Univ.)

Growth in Internal Intangibles and the Value-Earnings 
Convexity

Sun-Moon Jung
(Seoul National Univ.) 

Samuel Buertey(Hannam Univ.)
Yong-Soek Lee(Hannam Univ.)

Does Equity Ownership A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Struc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an Emerging Market

 재무회계 10∥Financial Accounting 10      (강의실・Room 3 / 미팅번호(Room #) 577 446 322) 
사회자(Moderator): 조용언 Yong Eon Cho 

(동아대, Dong-A Univ.)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토론자(Discussant)

강철승 Cheol Seung Kang
(중앙대, Chung-Ang Univ.)

With & Post COVID19 Pandemic Era 
한국 협력적 이익공유제 실현가능한가?

With & Post COVID19 Pandemic Era Is it possible to 
realize a cooperative benefit-sharing system in Korea?

고성삼 Seong Sam Koh
(중앙대, Chung-Ang 

Univ.)

최준혁 Choi, Jun Hyeok
(동국대, Dongguk Univ.)
김새로나 Kim, Saerona

(Gyeongsang National Univ.)
조광희 Kwanghee Cho

(동국대, Dongguk Univ.)
양동훈 Yang, D.-H

(동국대, Dongguk Univ.)

Can a Good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Decrease the Negative Influence of 
Financial Distress on Accounting Quality?

 미래교육위원회∥Future Education          (강의실・Room 5 / 미팅번호(Room #) 166 561 4922)    

사회자(Moderator): 안성윤 Sung Yoon Ahn
(가톨릭대, The Catholic Univ. of Korea)

발표자(Author) 논문제목(Title)

김성수 Sung Soo Kim 
(EY 한영회계법인) IT Competency for As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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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사례 경진대회 2  (강의실6 / WebEx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송승아 (서울여대)

팀명 소속 사례 제목

오뚝일어서조 가톨릭대학교 ESG 관점에서 '오뚜기' 사례분석 
- 오뚜기 기업지배구조 분석

OZ(오즈) 서울여자대학교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 타격

ABACT 안동대학교 장기영업손실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기업 사례

비상팀 서울여자대학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과정에서의 회계문제 
- 리스회계기준 변경과 공적자금 회수문제에 대하여

 강경회계파 가톨릭대학교 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질의 응답

■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r 일 정 : 6월 22일(화) 09:00~16:30
r 장 소 : 온라인 WebEx 
r 주 최 : 한국회계학회
r 후 원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거래소,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CFO협회 
r 프로그램         
                                    
▮ 발표1  < 09:00 – 10:30 >
 회계사례 경진대회 1  (강의실6 / WebEx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송승아 (서울여대)
팀명 소속 사례 제목

회계사랑감사사랑 서울대학교 전, 당기감사인 의견불일치 사례 연구를 통한 
회계•감사환경 개선방향 제언

이문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사례분석을 통한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뜨거운감자  명지대학교 부실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회계 사례연구 
-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의 관점에서

경회도 서울여자대학교 탈원전 기조 속 한국전력공사의 
수익-비용 분석을 통한 기간별 방향성 제시

연세얼리버드 연세대학교 암호화폐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 
-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질의 응답

▮ 발표2 < 10:40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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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진대회 시상식  < 15:00 – 16:30 >

 회계사례 경진대회 2  (강의실6 / WebEx미팅번호 166 028 9648)   
사회자: 송승아 (서울여대)

시간 프로그램

15:00～15:10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심사결과 발표 ∙사회자

15:10～15:15 인사말씀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5:15～16:10 기관장 축사 및 시상
(10개 기관장 상패 및 부상 수여)

∙기관장상 (가나다순)
   금융감독원 원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경제신문 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한국CFO협회 회장, 한국회계학회 회장

16:10~16:30 장려상 시상 ∙백태영 (한국회계학회 회장)

16:30 폐회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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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제학술교류 활동

(1) 일본회계학회(JAA) 
► 일  정    2020년 9월 5일(토) ∼ 6일(일)
► 장  소    온라인 
► 논문제목 및 저자
 Ÿ Opinion Shopping, Auditor Change, and Firm Valuation: New Evidence from South Korea
   공경태(동의대) / 공저자 : 신일항(가천대)   
 Ÿ Brand Royalty Flows within Large Business Groups: The Effect of Holding Company 

Structure and Monitoring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류충렬(KAIST) / 공저자 : 조승현(KAIST), 배진한(고려대)
 Ÿ Loss Expectation and Income Shifting
   유지선(호서대) / 공저자 : 이예지(서울시립대)
 Ÿ Managerial Ability and Asymmetric SG&A Cost Behavior
   최세라(한국방통대) / 공저자 : 황인이(서울대), 박진하(숭실대)

(2) 대만회계학회(TAA) 
► 일  시     2020년 12월 26일(토)
► 장  소    온라인
► 발표자
 Ÿ 조형진(인하대)
 Ÿ 유지선(호서대)
 Ÿ 한승엽(홍익대)



- 55 -

8. 연구 활동

(1) 용역명: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발주처: 홍모수민장학회

(2) 용역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및 감리제도 연구
    발주처: 금융감독원

(3) 용역명: 재무제표 재작성과 정기보고서 공시방안에 관한 연구
    발주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4) 용역명: 디지털 기반 결산검사 체계 구축방안 연구
    발주처: 감사원

(5) 용역명: 회계환경변화를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타당성 검토
    발주처: 한국공인회계사회

(6) 용역명: 통신회계 제도 개선 관련 대응논리 마련을 위한 연구
    발주처: (주)케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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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회계학 공로상 / 학술상 선정

(1) 회계학 공로상
■ 학술공로상 : 이만우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 최관 (성균관대학교 교수)
■ 교육공로상 : 김지홍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연세대학교 명예교수)
■ 실무공로상 : 김교태 (삼정회계법인 대표이사)

(2) 우수논문상

■ 회계학연구
► 저    자 : 선우희연 (세종대학교 교수), 이우종 (서울대학교 교수)
► 논문제목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의 이행비용: 피감법인의 효용변화를 중심으로
► 게재월호 : 2020년 12월호 

■ 회계저널
► 저    자 : 이수정 (인하대학교 교수), 김영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양승희 (세종대학교 교수)
► 논문제목 : 금융자산의재분류를 이용한 자본관리: H생명 사례 
► 게재월호 : 2020년 6월호 

(3) 학위논문상

■ 최우수상 : 포렌식 기법으로서 텍스트 감성분석 및 기계학습 모형 해석을 활용한 감리지적 예측: 내부
회계관리제도를 중심으로

              / 정우준 (홍익대학교) ‖ 지도교수 : 윤재원•김경호 교수

■ 우수상 : 회계기준과 세법, 법적 체계의 국가별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의 차이를 중심으로)

              / 김승준 (중앙대학교) ‖ 지도교수 : 박재환 교수

■ 장려상 : 기업의 특성이 과잉투자와 미래이익에 대한 주가정보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경영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 김도연 (영남대학교) ‖ 지도교수 : 김정옥 교수

(4) 딜로이트 학술상 
► 논문제목 : Wikipedia Articles and Post-Earnings Announcement Drift
► 저    자 : Bok Baik (Seoul National University), Soo Jeong Hong (Pepperdin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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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ex Gunwoo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wangjin Lee (Pepperdine University)

► 저    자 : Soohun Kim (KAIST), Aaron S. Yoon (Northwestern University)
► 논문제목 : Analyzing Active Managers’ Commitment to ESG: Evidence from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저    자 : Soo-A Shim (University of Seoul), Tae Sup Shim (University of Seoul)
 ► 논문제목 : Does Procedural Justice in a Tax Audit Situation Affect the Decisions of Tax Advisors?

(5) KAA-한경 언론상 
■ 손성규 연세대학교 교수
   [시론] 독립성, 감사위원의 제1덕목 (한국경제신문 시론, 2021년 2월 17일자)

(6) KAA-한경논문상 
► 저    자 : 이상혁 (고려대학교 석・박사통합과정), 유용근 (고려대학교 교수)
► 논문제목 : 유동성위험 주석의 정보유용성

(7) 올해의 회원상 
■ 최종서 (부산대학교 교수)

(8) 회계학 교육혁신상 
► 저    자 : 고영우 (경기대학교 교수), 이세철 (경기대학교 교수)
► 논문제목 : JIGSAW 협동학습법을 활용한 교양 수업에서의 회계교육 사례 
► 게재월호 : 회계저널 2020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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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학회 활동

(1) 한국연구재단 “KCI 2019 인용지수” 제공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및 논문에 대한 인용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KCI 
2019 인용지수“를 신규로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회계학연구 : 영향력지수(IF) 1.42 / 중심성지수 3.20 / 자기인용비율 10.7%
► 회계저널   : 영향력지수(IF) 1.14 / 중심성지수 2.84 / 자기인용비율 14.3%

(2) 해외학술 데이타(OSIRIS) 지원 연장 및 딜로이트 학술상 선정 안내
학회는 2020년 6월 4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 회계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
였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회계학회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지원으로 글로벌 학술데이타
(OSIRIS)의 서비스를 2023년 8월 31일까지 회원들에게 추가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회계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1 한국회계학회 하계학술대회
에서 발표되는 논문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딜로이트 학술상’을 계속적으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딜로이트 학술상 제정의 취지에 따라 OSIRIS 데이터의 활용, 영어 발표 논문을 선정 기준 시 우대합
니다.

전 세계 상장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무디스의 OSIRIS 데이터의 이용 가이드라
인과 관련 동영상은 한국회계학회 홈페이지에서 계속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데이타 활용과 관련한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전유정 Support & Training Manager(Moody’s BVD, Korea): 
  +82 (2) 6138 3752/  yujeong.jeon@bvdinfo.com
                                     
◆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kaa-edu.or.kr) 공지사항에 “오시리스 교육 파일(pdf), 활용법
(동영상), 서비스 소개 및 등록방법(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박사후 연구자를 위한 회계제도 및 정책, 회계실무 관련 연구” 지원사업 선정 
학회에서는 EY한영회계법인의 지원으로 회계제도 및 정책, 회계실무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계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박사후 연구자(post doctor)들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 지원 사업을 공모한 결과 다음 5편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논문
 • 기업지배구조 관점에서 신용등급 불일치의 원인에 대한 고찰: 재벌, 이사회, 주주의 특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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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잠정이익수정이 이익조정탐지의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에 따른 감사보수 협상에 관한 연구
 • 개별 임원보수 공시제도는 유효한가? :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임원보수의 공시효과 분석
 • 우리나라의 배당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의 차별적 과세에 대한 개선방안 :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4) “회계학연구” SCOPUS 등재
 • 2020년 7월 : SCOPUS 등재 신청
 • 2020년 10월 : 최종 선정 통보
 • 향후일정 : 등재 승낙 절차 후 abstract & reference 등재 시작
 • 과제 : Readability of abstract 
          Citation (by other area and international)
          Uneven scholarly quality in article

(5)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회계학연구” 학술지평가 결과 
한국연구재단 학술지평가 재인증 결과 “회계학연구”가 “우수등재학술지 유지”되었습니다. 

►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적용기준 : 
등재학술지 재인증 결과 학문분야별 상위 10% 내외 수준의 학술지는 우수등재학술지 추천단 추천 및 
학술지발전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 우수등재학술지 재인증 결과 90점 이
상이면 우수등재학술지로 유지되고, 90점 미만이면 등재학술지로 하락

(6) 한국회계학회-한국회계기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국회계학회(회장:백태영)와 한국회계기준원(원장:김의형)은 ’20년 10월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에서 ‘IFRS Research Forum’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IFRS 관련 학술연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연구
결과를 IFRS 제·개정 및 적용 과정에 반영하여 고품질의 회계기준 제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특히, ‘IFRS Research Forum 연구위원회(위원장: 최관 성균관대 교수)’를 발족하여 국내·외 연구
자들의 IFRS 관련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결과물의 품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
할 것을 합의함  

(7) 회계실무/정책시사점 중심의 문헌연구 공모 및 선정결과
‘회계실무/정책시사점 중심의 문헌연구(Literature Review)’ 공모 결과 총 20편의 우수한 연구제안서
가 접수되었고,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5편이 선정되었습니다. 

• CSR / Sustainability / ESG 와 관련한 회계실무 및 정책시사점 중심 연구



- 60 -

•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에 대한 연구 동향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효과를 중심으로
• 경제위기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 검토 및 실무적・정책적 시사점
• 기업지배구조와 회계
• 법인세 계산구조에 따른 세무회계 문헌 연구

(8)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교육 게시판 / 발자취 게시판 신설

► 온라인교육 게시판: http://www.kaa-edu.or.kr/board15/list.asp
온라인 교육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좀 더 활발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 회원공
간 메뉴에 온라인교육 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좋은 자료나 경험담 또는 질문을 올리셔서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 발자취 게시판: http://www.kaa-edu.or.kr/board16/list.asp
우리 학회의 과거 활동 자료나 회원님들의 기고문을 자유롭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원로교수님들의 회
고담이나 제자 분들의 스승님에 대한 회고담도 환영합니다. 정년기념 출간물의 원고파일을 올리셔도 
됩니다. 가지고 계신 학회활동 과거 사진을 올리셔도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몇 년 후의 학회 50년
사 발간의 귀중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9) 미래교육위원회 「교육혁신상」 선정 안내
학회는 회원 분들의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고에 보답하고자 “온라인 교육”에 한정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교육혁신상」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온라
인 교육방법 개발 및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선정기준 : (1) 2021년 5월까지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투고한 논문을 우선 선정 
              (2) 투고 논문 중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 학회 온라인교육게시판에서 공유된 자료 중 선정 가능
► 수상내역 : 총 3편을 선정. 1편당 1백만원 시상.

• 온라인 교육과 관련한 논문을 회계저널에 투고할 경우 Guest Editor제도에 따라 미래교육위원회에
서 심사위원을 회계저널 편집위원회에 추천드립니다. Guest Editor제도 및 「교육혁신상」에 대해 미
래교육위원회 위원장 안성윤(가톨릭대학교, ahn-sy@daum.net)에게 문의하시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
으실 수 있습니다. 

(10) 미국회계학회(AAA) Doctoral Consortium 참가자 선정 
► 일  정     2021년 6월 23일(수)~27일(일)
► 장  소     텍사스 딜로이트대학 (온라인 비대면 개최 여부는 미정)
► 참가자     김예원(서울대학교), 박선영(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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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6회 2021년 IFRS Research Forum」 연구자 선정
한국회계학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관련 연구를 활성화하고 연구결과를 IFRS 제정 및 적용과정에 
반영하고자 ‘16년부터 매년 “IFRS Research Forum”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제6회 2021년 IFRS 
Research Forum 논문'을 공모하였고, 공동으로 심사한 결과 총 5편의 연구제안서가 선정되었습니다.

논문명* 연구자 소속

1. ‘일반적 표시와 공시’기준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김현태
최영수

(성균관대 박사과정)
(성균관대)

2. 예상손실 모형(IFRS 9)은 발생손실모형(IAS 39)보다 우월한가?
   : 대손충당금의 경기순응성, 이익조정, 자본관리 및 대출의 경기
     순응성을 중심으로

정준희 (대구대)

3. 별도재무제표상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에 대한 
   회계선택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최만식 (경상대)

4. IFRS 17(보험계약) 수익성 정보의 이해와 해석
   : 보험계약마진을 중심으로 한승엽 (홍익대)

5. K-IFRS 제1115호 수익인식기준이 통신사업자의 재무보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현정훈
조형진

(프랑스 NEOMA 경영대)
(인하대)

                                         * 대표연구자 성명 가나다순으로 표기

(12) IFRS재단의 Sustainability Reporting 프로젝트 안내

IFRS재단은 작년 9월에 Sustainability Reporting 관련 Consultation Paper를 발표한 후 세계 각국
에서 열리는 ESG 관련 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한국회계학회 주최로 열
린 사회성과측정포럼에 대해서도 곽수근 IFRS재단 이사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12월말로 전세
계 의견조회를 마감하고 보니 IFRS재단에 접수된 의견서한이 60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나아가 IFRS재단은 한국의 포럼 참여자와 학회 회원분들이 추후 Sustainability Reporting 프로젝트
의 진행상황을 적시에 업데이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곽수근 이사님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을 해왔
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성명, 이메일주소, 소속기관 등 요청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추후 
IFRS재단의 Sustainability Reporting 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We were wondering if the participants of the outreach events in Korea would like to be 
kept up to date on the progress of this project, in which case we would invite them to 
register to receive email communications by clicking on: 
Korea Accounting Association event this link   

또는 아래 url로 직접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TSmmapMAUei8PZ-PGyB8bkMbQE-kl
RAtfbrQcnQue9UQkdBMUlNVlFGUzFOUU1KWk9OVUxETU44SiQlQCN0PW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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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실무경력 DB 구축 
학회의 다양한 산학협력 기회에 활용하고자 학회 회원님들의 실무 경력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회분들은 학회 홈페이지(www.kaa-edu.or.kr) "실무경력 DB"에 접속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되십니다. 실무경력 DB는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회계기준원과 공유하겠습니다. 

(14) 「삼일회계법인 저명교수」 선정 

► 선정 결과
 Ÿ 봉사분야 : 양동훈 동국대 교수 (임기 1년 / 2022년 3월)
 Ÿ 저술분야 : 김종일 가톨릭대 교수 (임기 1년 / 2022년 3월)

(15) 「삼정KPMG Professor」 선정

► 선정 결과
 Ÿ Distinguished Professor : 배길수 고려대 교수 (임기 1년 / 2022년 6월)
 Ÿ ACI Professor : 문상혁 영남대 교수 (임기 1년 / 2022년 6월)
 Ÿ Scholarship Professor : 안혜진 홍익대 교수 (임기 1년 / 2022년 6월)

(16) 회원 재능 공유 (KAA's Hidden Talents)

당신의 숨겨진 재능을 공유해주세요!

네트워킹위원회에서는 하계국제학술대회 기간 중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숨겨진 재능공유의 기회로 
온라인 재능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1. 대상: 회원 누구나 가능합니다.
2. 내용: 노래, 댄스, 연주, 시낭송, 만담 등 개인기
3. 방식: 재능 초청 시연의 형식으로 진행
   드럼 연주, 색소폰 연주, 밴드 연주, 가곡 시연, 태극권 시연, 국선도 시연을 섭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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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또는 시연하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출연료를 드리므로 추가로 신청하실 분은 김효진 네트
워크 위원장께 알려주시고 동영상을 제공해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회원들께는 연주/시연 사이에 스피드퀴즈를 내어 기념품을 드리니 많은 시청과 
채팅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 신청관련 문의 메일: hjkim@jj.ac.kr 
   (네트워킹위원장: 전주대학교 회계세무학과 김효진 교수)

(17) "제1회 대학생 회계사례 경진대회" 

■ 취지 
회계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기업(조직) 사례를 발굴, 검토, 분석하여 해당기업(조직)의 회계 현황 및 특
징,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는 한국회계기준원 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업 회계 재무
제표분석을 비롯한 여러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사회 경제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

■ 사례기업 및 주제
선정하는 사례기업(조직)의 규모나 업종 등에 제한이 없으며, 회계 분야의 어떠한 주제(재무회계, 관리
회계, 세무회계, 감사 등)도 가능함

■ 참가대상
대학생 5명 이내(대학원생 1명 포함가능)로 팀을 구성하되, 참가신청양식을 기한 내에 제출한 팀에 한함

■ 공모일정
► 온라인 예선접수 : 2021. 2. 22(월) ~ 4. 10(토)

 Ÿ 1차: 예선 연구계획서 제출마감 : 2021. 4. 17(토)
   7장 이내 연구계획서 혹은 아이디어제안서 제출: 한글, Word 또는 PPT 사용하여 작성 
   파일명: 팀이름_팀장이름
 Ÿ 1차 합격 32팀 발표 : 2021. 5. 1(토)
 Ÿ 2차: 본선 연구결과물 제출마감 : 2021. 5. 22(토)
   2차 본선 결과물은 한글, Word 또는 PPT로 작성(택1)
 Ÿ 2차 합격팀 발표 : 2021. 6. 7(월) 

 Ÿ 최종 발표대회 및 수상팀 시상 : 2021. 6. 22(화) 
   2차 합격팀은 webex로 최종발표를 진행하며, 발표시간은 팀 당 20분으로 제한함
* 1,2차 합격팀은 개별통보하고 최종 수상팀은 발표 당일 선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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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제목 소속 팀명 팀원 
정의기억연대의 회계사례분석을 통한 공익법
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문107 권지원(팀장), 김나윤

윤창현, 하나경
암호화폐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현황과 시사점: 
국내외 기업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연세얼리버드 김경원(팀장), 김서영

이수민, 정다운
부실기업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회계 사례
연구 -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의 관점에서 명지대학교 뜨거운감자 김혜린(팀장), 김유진

한용희, 허정훈
장기영업손실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한 관리종
목지정 회피기업 사례 안동대학교 ABACT 서재률(팀장), 이지인, 

전성배, 이현경
탈원전 기조 속 한국전력공사의 수익-비용 분
석을 통한 기간별 방향성 제시 서울여자대학교 경회도 심민경(팀장), 박희우

조예진, 홍연주
전, 당기감사인 의견불일치 사례 연구를 통한 
회계•감사환경 개선방향 제언 서울대학교 회계사랑감사사랑 유재호(팀장), 고대웅

김다현, 이정민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 타격 서울여자대학교 OZ팀 이나라(팀장), 송이나

장한나, 안은정

■ 시상내역 : 다수의 유관기관장 상

■ 참가신청 및 기타문의
 Ÿ 참가신청서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www.kaa-edu.or.kr) 공지사항 google form으로 작성하여 제출 

 Ÿ 1차 예선연구계획서 및 2차 본선 연구결과물 이메일 접수: kaa363@chol.com (한국회계학회) 
   말머리 [1차 계획서 제출] 및 [2차 결과물 제출]
▍ 경진대회 관련 문의 메일: sasong@swu.ac.kr
   (대회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송승아 교수)

■ 선정결과
 Ÿ 본상 10개 팀과 장려상 10개팀 선정
 Ÿ 본상은 10개 기관 기관장 상패, 상장 및 상금 300만원 / 각 팀 장려상 상장 및 상금 50만원 
 Ÿ 주최: 한국회계학회
 Ÿ 후원: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한국거래소,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CFO협회
                 
► 본상 (기관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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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  기업의 재무적 
특성을 바탕으로 가톨릭대학교 강경회계파 조유진(팀장), 심은지

유선주, 정해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의 회계문제-리스회계기준 변경과 공적자금 
회수문제에 대하여-

서울여자대학교 비상 한상원(팀장), 김민서
유소연, 정서윤

ESG 관점에서 ‘오뚜기’ 사례분석
: 오뚜기 기업지배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오뚝일어서조 홍현주(팀장), 이예슬

박천성

연구제목 소속 팀명 팀원 
한일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례 비교 연구 
-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도시바의 분식회계 사
례에 관하여 -

서울여자대학교 슈카운팅 김나래(팀장), 임지호
이연주

영업권 재평가 및 손상차손인식시 감사-피감
사인의 이해상충 문제 발생사례 분석
- 삼성바이오로직스와 Big 4 회계법인을 중심
으로 -

안동대학교  ANUACC 김명지(팀장), 김대훈
오수빈, 김수종

대한-아시아나 합병 사례에서의 재무상태 변
화와 예상되는 문제 및 전망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여행가고파팀 김지은(팀장)

이유정
쿠팡 로켓 배송의 두 이면, ‘로켓성장과 로켓
적자’ - 쿠팡의 지속적인 적자와 회계분석 - 서울여자대학교 로켓트 박서영(팀장), 이슬

이예서, 채지민
바이오 산업에 속하는 특정기업 간의 재무제
표 비교 분석 - 셀트리온 & 녹십자 - 금오공과대학교 코로나굿바이오 박영제(팀장), 구민우

김기범
ESG 활동에 대한 분석과 이해 - ㈜셀트리온 
사례를 중심으로 - 강릉원주대학교 망고시스터즈 양미란(팀장), 우승연

조안나

화장품 제조업 재무제표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기회를조 이나연(팀장), 김승미
김한림

한국 유니콘 기업과 기업지배구조의 특성
- 쿠팡과 컬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이상명(팀장), 김홍원
박준창, 안상원, 이태민

신세계와 롯데쇼핑에 관한 재무제표 비교분석 금오공과대학교 RT조 이영진(팀장), 강유민
박송준

두나무 주식회사의 회계처리 분석 가톨릭대학교 가즈아 조성호(팀장), 오석진
박은선 이혜현

* 팀장명 가나다순
► 장려상

* 팀장명 가나다순

(18) 보건의료 관련 연구논문 공모
한국회계학회 의료회계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의료 관련 회계학 연구 논문을 공모 

► 연구주제
 보건의료와 관련된 회계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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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유형(정책연구, 실증연구 등)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정책연구인 경우에도 한국회계학회 연구자
료실에 업로드된 의료기관 재무제표 정보를 활용하여야 함

 유관 학술지인 보건행정학회지, 병원경영학회지 등의 연구를 참고하되, 그에 한정할 필요는 없음

► 지원자격 및 방법
 (지원자격) 한국회계학회 회원
 (연구계획서) : 5~10매 내외 분량(표지 제외)으로 연구의 동기 및 배경, 관련 선행연구 및 이론, 연구

의 가설 또는 주요 분석항목 제시 … 자유양식
 (지원자 연락처) 이메일 및 휴대전화번호
 (제출방법) 연구계획서와 지원자 연락처를 ’21.5.31.(월)까지 학회 이메일(kaa363@chol.com)로 송부
 (선정 및 공고) 연구계획서 평가 후 ’21.6.15.(화) 결과 통지

► 연구비 지원
 선정된 연구계획서(5편 이내)에 대하여 편당 연구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함
 연구지원금은 공단에 최종 원고 송부 후 20일 이내에 지급

► 선정된 과제 연구자의 최종 의무
 ’21.12.10.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최종 원고 송부
 학회 동계학술대회(’21.12월) 및 하계학술대회(’22.6월) 의료회계위원회(건강보험) 세션에서 논문 발표
 ’22.2월까지 회계저널에 해당 논문을 투고하고 ’22.6월까지 논문 게재 확정을 받을 것
 게재된 논문에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라는 사사문구

를 표시해야 함
  ※ 사사표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에 한해 병기를 허용함

► 선정결과
다수의 우수한 연구계획서들이 접수되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예정보다 2편 많은 7편의 논문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향후 공정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연구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I.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정 과제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의료기관의 경영성과 왜곡표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병원 최고경영자 교체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상급종합병원은 일반종합병원에 비해 회계성과가 우수한가?
- 신포괄수가제와 공익성이 종합병원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II. 한국회계학회 의료회계위원회 선정 과제
- 의료기관의 이익조정에 대한 연구
- 의료기관의 법인세 부담 최소화와 관련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의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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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
제 19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명 
② 차기회장 1 명 
③ 직전회장 1명 
④ 부회장 10 명 이내        
⑤ 상임이사 30명 이내       
⑥ 이사 60 명 이내          
⑦ 감사 2 명 이내 

제 19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1 명 
② 차기회장 1 명 
③ 직전회장 1명 
④ 부회장 30 명 이내        
⑤ 상임이사 100명 이내       
⑥ 이사 100 명 이내          
⑦ 감사 2 명 이내 

제 23 조 (이사와 상임이사) 
① 이사 중에서 3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며, 상
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23 조 (이사와 상임이사) 
① 이사 중에서 100명 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며,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개정사유
- 산학연계 및 학술활동 강화 등으로 학회 규모가 커지면서 임원 규모가 증가하여, 해당 규정

에 맞게 임원 규모를 현실화하여 개정함.

(19) 한국연구재단 2021년도 “회계저널” 학술지평가 신청
▪ (평가대상) 등재학술지로 선정 또는 유지된 학술지
   ※ 2019년까지 진행된 등재학술지 계속평가는 2020년부터 재인증평가로 대체됨 
▪ (평가주기)
 ▸ 등재후보학술지에서 계속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3년 뒤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며, 재인증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를 유지한 경우에는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평
가가 실시됨 

    ※ 2018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2021년에 재인증평가 실시 후 등재학술지 유지시 2027년
에 재인증 실시

 ▪ (평가대상 기간) 신청직전 3년분
    ※ 2021년 재인증의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2018∼2020년임
 ▪ (재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평가주기) 
 ▸ ‘21년에 재인증제도를 통해 등재학술지로 유지된 경우 매 6년마다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가 실시됨
    ※ 2021년에 등재학술지로 유지된 경우 2027년에 재인증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대상 기간은 신청

직전 3년분인 2024∼2026년임
▪ (추진일정) 
 ▸ 4월 16일 ~ 5월 4일 : 신청
 ▸ 5월 ~ 9월 : 평가
 ▸ 10월 초 : 결과발표

(20) 정관 및 각종 규정 제‧개정

■ 정관 개정 
지난 12월 19일 “2020 동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다음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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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계의 투명성 및 역할을 강조하셨던 수민 송자교수님의 뜻에 따라,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학회 및 
회계산업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한국회계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수민 송자학술상」을 시상함으로써 후학
들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회계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학술상 수상자 선정에 관한 주요사
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수민 송자학술상」 선정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1인과 선정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회계학회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한다.
③ 선정위원은 현회장, 직전기회장, 차기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부회장 총 4인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
이 지명한 2인의 지명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출연자의 뜻을 잘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선정위원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임기는 3년, 지명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0 조 (해산시의 재산) 
본 법인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로서 국가
에 귀속하거나 유사목적의 타 법인에게 귀속할 수 있
다. 

제 30 조 (해산시의 재산) 
본 법인의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
하도록 한다.

개정사유
-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 강제되어 있는 규정으로, 해당 규정에 맞춰 문구

를 명확하게 개정함.

부 칙 (2021. 04. 09.)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직
후 시행한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2020.12.19. 개정)
지난 12월 19일 “2020 동계학술대회”에서 개최된 제39대 통합이사회에서 다음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
었습니다. 

현행 개정

제 9 조 (선거진행) 
③ 투표는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대 15일간 진행한다.

제 9 조 (선거진행) 
③ 투표는 시작되는 날로부터 최대 7일간 진행한다.

개정사유
회장선거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바뀌었으나 투표 기간은 기존의 우편 투표 기준으로 되어 
있어, 해당 규정에 맞게 기간을 단축하여 개정함.

■ 『수민 송자학술상』 선정 규정 제정 (2021.5.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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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당해년도 동계학술대회 전까지 시상여부와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자격)
「수민 송자학술상」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학회에 공헌하거나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 사회 및 기업의 현
상을 회계적 측면에서 탁월하게 연구하여 회계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제5조 (심사대상과 시상자의 선정)
① 「수민 송자학술상」선정위원회가 인정하는 회계학관련 저명학술지에 본 학회 회원이 주저자나 교신저자로 
발표한 연구실적과 회계분야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점을 대상으로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1인의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구체적인 선정방침,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시상재원)
「수민 송자학술상」의 시상금액의 지급을 위한 재원은 홍모수민장학회에서 지원한다.

제7조 (시상)
「수민 송자학술상」은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회의록) 
  선정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개정 및 폐지) 
   본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한국회계학회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 본 규정은 2021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제 23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기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회계학연구」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과 논의하거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여 그 논문을 가장 적절하
게 심사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
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제 23 조 (심사의뢰 및 심사료)
「회계학연구」편집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하여 기고된 논문을 심사 의뢰한다.
① 편집위원장은 기고된 논문이 접수되는 대로 즉시 
「회계학연구」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과 논의하거나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그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3명의 심사자를 선정한다. 심사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한다. 다
만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미달한
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자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게재불가 판정을 내릴 수 있다. 

개정사유: Desk rejection 규정 신설을 위한 관련 규정 내용 추가

■ 회계학연구편집규정 개정 (2021.6.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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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한국회계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
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계학과 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학제간 연
구를 통하여 한국회계학의 발전과 학계, 기업, 정부와 
공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④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
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제 3 조 (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④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사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익요건
에 부합하게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통보함.

  * 공익요건 미흡: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
부 칙 (2021. 00. 00.)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직
후 시행한다.

■ 의결사항 : 정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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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1 강신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 강정필 서현회계법인
3 구양훈 서현회계법인 4 김도연 영남대학교
5 김병환 서현회계법인 6 김진태 서현회계법인
7 김하연 서현회계법인 8 박정호 아주대학교
9 손승월 가이아에너지 10 이기원 서현회계법인
11 이옥순 영남대학교 12 이은직 손해보험협회
13 진영태 손해보험협회 14 한만조 금융감독원
15 홍진수 삼성화재보험 16 윤재윤 Erasmus Univ.
17 오형일 카이스트 18 강소현 이화여자대학교
19 김현태 성균관대학교 20 박소희 서울대학교
21 박일영 성현회계법인 22 박재형 서강대학교
23 박주훈 성현회계법인 24 변희섭 한림대학교
25 안유연 고려대학교 26 유지송 고려대학교
27 유하경 성균관대학교 28 이민재 성현회계법인
29 임영욱 성현회계법인 30 장종태 대전대학교
31 최창기 서울시립대학교 32 강승환 서울시립대학교
33 이윤정 충북대학교 34 최순원 안경회계법인
35 백미경 부경대학교 36 김권랑 부경대학교
37 박현석 다음회계법인 38 박종한 The Chinese Univ. 

of Hong Kong
39 윤상필 카이스트 40 김종환 연세대학교
41 곽소연 홍익대학교 42 이동건 한밭대학교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1 안상봉 신경대학교 2 이갑수 서현회계법인
3 조선애 연세대학교 4 원자연 고려대학교
5 김형철 Univ. of Memphis 6 류예린 울산일자리재단
7 임태종 삼육대학교 8 차상권 한양대학교
9 라현주 한율회계법인 10 윤양인 금융감독원
11 박채린 이화여자대학교 12 한정희 울산과학대학교
13 손여진 중앙대학교 14 신희정 동의대학교
15 배화주 삼일회계법인 16 이민영 한남대학교
17 서수덕 경성대학교 18 오상희 신라대학교

11. 신규회원 가입 명단

(1) 영구회원

 
(2) 영구회원전환 



- 72 -

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1 권오섭 경북대학교 2 김진 서울대학교
3 김혜진 계명대학교 4 이유선 숭실대학교
5 이중현 마음세무회계컨설팅 6 이효진 안산대학교
7 최장일 서울대학교 8 최병열 한진중공업
9 최희선 한양대학교 10 표춘미 백석대학교
11 김경민 육군3사관학교 12 유기은 삼덕회계법인
13 이원일 대전보건대학교 14 조재희 서울대학교
15 김수진 영남대학교 16 윤민식 개인사업자
17 우혜진 영남대학교 18 조유근 광주대학교
19 김원형 카이스트 20 변수진 강원대학교

19 곽장미 나이스세무법인 20 강정윤  대주회계법인 
21 황희주 한국개발연구원

(3)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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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20-2021 사업연도

한국회계학회 결산보고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금수지계산서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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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39(당)기 제 38(전)기

주석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동자산 　 321,936,597 158,896,421
       1. 현금및현금성자산 3-(2) 231,617,108 87,638,721
       2. 미수수익 　        8,910,000 500,000
       3. 미수금 　 2,897,839 2,518,420
       4. 미수후원금      19,300,000 9,000,000
       5. 미수연구지원금 58,000,000 45,000,000
       6. 선납세금 　       1,211,650 14,239,280
   Ⅱ. 비유동자산 　      956,362,010 1,123,528,006
      (1) 투자자산 　 646,000,366 807,085,457
       장기금융상품 3-(2)　　    601,734,193 762,819,284
       해원회계학상기금 3-(3)　　 44,266,173 44,266,173
      (2) 유형자산 　    310,102,644 316,183,549
       토지 3-(4)    191,691,273 191,691,273
       건물 3-(4) 114,352,427 114,352,427
       감가상각누계액 (-)2,835,043     111,517,384 (-)476,468 113,875,959
       비품 18,687,810 18,022,420
       감가상각누계액 (-)11,793,823       6,893,987 (-)7,406,103 10,616,317
      (3) 기타비유동자산       259,000 259,000
       선수관리비 259,000 259,000

  자산총계 　 1,278,298,607 1,282,424,427
  부채 　
   Ⅰ. 유동부채 　 107,169,922 178,002,098
       1. 미지급비용 　 89,774,398 113,068,038
       2. 미지급금 　 1,603,300 15,973,810
       3. 예수금 　 15,792,224 48,960,250
   Ⅱ. 비유동부채 　 24,523,194 21,773,194
       1. 퇴직급여충당부채 　 24,523,194 21,773,194

  부채총계 　 131,693,116 199,775,292
  자본 　
   Ⅰ. 기본순자산 　      1,000,000 1,000,000
       1. 기본순자산      1,000,000 1,000,000
   Ⅱ. 보통순자산 　     1,145,605,491 1,081,649,135
       1. 수익사업자본금          100,000 100,000
       2. 해원회계학상적립금 3-(1),(3)　　 44,266,173 44,266,173
       3. 잉여금     　  1,101,239,318 1,037,282,962

  자본총계 　     1,146,605,491 1,082,649,135
  부채및자본총계 　     1,278,298,607 1,282,424,427

재무상태표
제39(당)기  2021년 5월 31일 현재
제38(전)기  2020년 6월 30일 현재

(사)한국회계학회 (단위: 원)

결  산  보  고
1.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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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제39(당)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한국회계학회 (단위: 원)

 과         목
제 39(당)기 제 38(전)기

주석 금 액 금 액
Ⅰ. 목적사업수입 531,418,797 1,274,014,491
 1. 가입비 1,227,966 3,400,000
 2. 연회비 1,687,890 2,400,000
 3. 영구회비 18,331,380 42,900,000
 4. 구독료 1,231,300 990,000
 5. 저작권수입 10,347,138 10,577,353
 6. 학술대회참가수입 - 17,351,918
 7. 지정연구지원금 238,876,420 528,404,720
 8. 후원금 250,116,703 641,500,000
 9. 논문심사‧게재료수입 9,600,000 26,490,500
Ⅱ. 목적사업비 353,606,784 1,213,020,557
 1. 지정연구비 212,274,313 480,424,152
 2. 학술대회, DC 및 심포지움비 44,681,110 378,400,169
 3. 국제학술교류비 - 59,285,957
 4. 분과위원회연구및활동비 4,300,750 106,432,113
 5. 편집/인쇄비 33,976,545 35,289,850
 6. 회의비/행사비 16,656,566 71,456,216
 7. 논문심사비용 19,387,500 49,817,600
 8. 회계학연구•기타정책연구비 22,330,000 31,914,500
Ⅲ. 목적사업총이익 177,812,013 60,993,934
Ⅳ. 일반관리비 128,245,756 142,798,994
 1. 사무국장인건비(퇴직급여 포함) 35,000,000 39,650,000
 2. 학회장활동비 6,600,000 7,200,000
 3. 편집위원장활동비 39,252,030 40,800,000
 4. 상임이사활동비 17,085,500 18,000,000
 5. 통신료 2,164,728 1,586,965
 6. 지급수수료 8,789,300 13,901,937
 7. 세금과공과금 3,789,910 3,247,580
 8. 감가상각비 6,746,295 1,794,478
 9. 학회사무국관리비 2,547,686 3,484,074
 10. 여비교통비 870,800 2,689,600
 11. 소모품비 550,250 1,868,860
 12. 기타잡비 4,849,257 8,575,500
Ⅴ. 목적사업이익(손실) 49,566,257 (-)81,805,060
Ⅵ. 영업외수익     15,050,120 171,428,149
 1. 이자수익 15,037,842 84,604,492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 - 84,604,492
 3. 잡이익 12,278 2,219,165
Ⅶ. 영업외비용 660,021 86,259,232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 84,604,492
 2. 잡손실 660,021 1,654,740
Ⅷ. 법인세차감전이익    63,956,356 3,363,857
Ⅸ. 법인세 등           - -
Ⅹ. 당기순이익   63,956,356 3,363,857

2. 손익계산서



- 76 -

자금수지계산서
제39(당)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제38(전)기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한국회계학회 (단위: 원)

구 분
제39(당)기 제38(전)기

금 액 금 액

Ⅰ. 당기수입 　 　

(1) 목적사업수익  531,418,797 　 1,274,014,491

(2) 영업외수익   15,050,120 　 171,428,149

(3) 기타자금수입 조정 (19,061,789) 　 (157,612,880)

1. 미수수익 증가 (8,410,000) (51,789,940) 　

2. 미수금 증가 (379,419) (890,950) 　

3. 미수후원금 증가 (10,300,000) (82,500,000) 　

4. 미수연구지원금 증가 (13,000,000) (18,900,000) 　

5. 선납세금 감소(증가) 13,027,630 (3,531,990) 　

수입총계[=(1)+(2)+(3)] 527,407,128 　 1,287,829,760

Ⅱ. 당기지출 　 　

(1) 목적사업비 353,606,784 　 1,213,020,557

(2) 일반관리비 128,245,756 　 142,798,994

(3) 영업외비용 660,021 　 86,259,232

(4) 기타자금지출 조정 (99,083,820) 　 (23,693,510)

1. 퇴직급여 (2,750,000) (2,850,000) 　

2. 감가상각비 (6,746,295) (450,114) 　

3. 미지급비용 감소 (23,293,640) (355,350,331) 　

4. 미지급금 감소(증가) (14,370,510) 21,849,693 　

5. 예수금 감소(증가) (52,588,765) 6,804,542

6. 학회사무실의 취득            - 306,043,700

7. 비품의 취득   665,390 -

8. 선수관리비 증가            - 259,000 　

지출총계[=(1)+(2)+(3)+(4)] 383,428,741 　 1,418,385,273

자금의 증가(감소)(=수입총계 – 지출총계) 143,978,387 　 (130,555,513)

기초의 자금 87,638,721 　 218,194,234

기말의 자금 231,617,108 　 87,638,721

3. 자금수지계산서



- 77 -

4.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

속적으로 적용됩니다.

가. 수익인식기준

가입비, 연회비, 구독료 및 이자수익 등은 입금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며, 후원금과 지정연구지원금은 상호 합의된 금

액을 통보받은 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 영구회비

영구회비 납입액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기본순자산이 아닌 보통순자산의 잉여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익으로 인

식하고 있습니다.

다. 해원회계학상기금 및 적립금

동 기금은 해원 조익순 교수가 회계학상 운영기금으로 1996년 4월에 출연한 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최초 

\20,000,000(1996년 4월 출연)과 추가기금 \1,000,000(2006년 12월 출연)을 합한 원금 \21,000,000에 매년 기금운영 과

정에서 발생하는 소정의 이자수익을 가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 기금에 대한 운영 권한 일체는 한국회계학회에 일

임하였으며, 기금 출연자의 사후부터 회계학상 수여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원회계학상적립금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2)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기금융상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현금및
현금성자산 장기금융상품 비 고

국민은행 056-25-0008-967 225,596,334 주거래통장
국민은행 011201-04-085246 640,541 사무국소액현금 관리통장
신한은행 100-031-639171 5,310,929 회계학연구 편집위원회
신한은행 100-031-639188 69,304 회계저널 편집위원회

한국투자증권 81119949-11 400,000,000 한화건설 등 채권(만기:2022.03.07.)
동부저축보험 736688-00000071 201,734,193   장기저축보험(만기: 2022.3.26.)

합  계 231,617,108 601,734,193 　

(3) 해원회계학상기금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금액 비 고
국민은행 011215-2313681 44,266,173 정기예금(만기: 2021.12.17.)

(4) 토지와 건물

  한국회계학회는 2020년 5월 4일 마포구 공덕동 메트로디오빌(오피스텔)에 학회사무실을 구입하였으며(취득가액 2억 

9000만원), 부대비용을 포함한 총금액을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토지와 건물로 계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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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원기관 및 후원자 (기관명 가나다 순)

KB경영연구소 KB국민은행 SK텔레콤 국민건강보험공단

삼덕회계법인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서울보증보험 신영사 신한은행

신한카드 안진회계법인 알머스 에프앤자산평가

영앤진회계법인 중견회계법인협의회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코스닥협회

하나금융지주 한국거래소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세무사회 한국연구재단 한국투자신탁운용

한영회계법인

나. 지정연구 지원기관 (기관명 가나다 순)

감사원 금융감독원 삼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생명보험협회 (재)홍모수민장학회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영회계법인

(5) 후원금 및 지정연구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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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2020-2021 사업연도

한국회계학회 감사보고서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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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2020-2021 사업연도

심의의결안건
(2020년 7월 1일 ~ 2021년 6월 30일)

1. 제 1호 의안: 제39기 결산승인

  2. 제 2호 의안: 제40기 예산승인

  3. 제 3호 의안: 임원선임(감사 1인)

  4. 기타 안건: 정관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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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기 자금수지예산서
제39(당)기 2020년 7월 1일  부터 2021년 6월 30일 까지

제40(차)기 2021년 7월 1일  부터 2022년 6월 30일 까지

(사)한국회계학회 (단위: 원)

과   목
제39기(당)기 예산(안) 제40기(차)기 예산(안) 증 감(제39기 예산대비)

  금액(A) 구성비(%)   금액(B) 구성비(%) 금액(B-A)) 증감율(%)

Ⅰ. 수입예산

1. 일반회비 및 구독료 10,000,000 1.26 10,000,000 1.26

2. 심사ㆍ게재료 수입 21,000,000 2.65 21,000,000 2.65

3. 일반수입 23,000,000 2.90 23,000,000 2.90

4. 지정연구 지원금 200,000,000 25.52 200,000,000 25.52

5. 후원금 539,000,000 67.97 539,000,000 67.97   

수입예산 합계 793,000,000 100 793,000,000 100   

Ⅱ. 지출예산 　 　 　

1. 학술대회 등 개최비 196,000,000 24.72 244,000,000 30.77 48,000,000 24.49 

2. 국제학술교류비 30,000,000 3.78 30,000,000 3.78 　

3. 논문심사/편집운영비 117,000,000 14.75 117,000,000 14.75 　

4. 분과위원회 사업비 98,000,000 12.36 50,000,000 6.31 (48,000,000) (48.98 )

5. 지정연구 연구비 200,000,000 25.22 200,000,000 25.22

6. 경상운영비 61,000,000 7.69 61,000,000 7.69

7. 편집, 인쇄비 46,000,000 5.80 46,000,000 5.80

8. 회의비, 행사비 15,000,000 1.89 15,000,000 1.89

9. 사무국관리비 등 10,000,000 1.26 10,000,000 1.26

10. 자료구입비 20,000,000 2.52 20,000,000 2.52

지출예산 합계 793,000,000 100 793,000,000 100   

1. 제 1호 의안: 제39기 결산승인

2. 제 2호 의안: 제40기 예산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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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제39(당)기 예산안  제40(차)기 예산안 

 금액  금액 비고

(1) 학술대회 등 개최비 　 　 　
　 동계학술대회 개최비 15,000,000 15,000,000 
　 하계학술대회 개최비 110,000,000 150,000,000 40,000,000
　 DC 및 NFW 개최비 30,000,000 40,000,000 10,000,000

AAAA conference 개최비 - -
　 심포지엄 개최비 35,000,000 35,000,000 
　 통합경영학회 개최비 6,000,000 4,000,000 (2,000,000)
　 <소  계 > 196,000,000 244,000,000 48,000,000
(2) 국제학술교류비 　

미국회계학회 지원금 - 22,000,000 22,000,000
일본회계학회 지원금 - 4,000,000 4,000,000
대만회계학회 지원금 8,000,000 4,000,000 (4,000,000)
유럽회계학회 지원금 22,000,000 - (22,000,000)

<소  계 > 30,000,000 30,000,000 
(3) 논문심사비/편집위원회 운영비 　

회계학연구 30,000,000 30,000,000 
회계저널 50,000,000 50,000,000 

　 편집위원회 운영비 37,000,000 37,000,000 
　 <소  계> 117,000,000 117,000,000 
(4) 분과위원회 사업비(회연 지역모임, 네트워킹 

행사, 해외세미나, 국제화사업 등 추가) 98,000,000 50,000,000 (48,000,000)

(5) 지정연구 연구비 200,000,000 200,000,000 
(6) 경상운영비 　
　 홈페이지유지비 5,000,000 5,000,000 
　 학회장활동비 6,000,000 6,000,000 

Ⅲ. 수입예산 세부내역

항 목
제39(당)기 예산안  제40(차)기 예산안 

 금액  금액 비고

1. 일반회비 및 구독료 　 　 　
　 가입비, 연회비, 구독료 수입 10,000,000 10,000,000 　
　 <소  계 > 10,000,000 10,000,000 　
2. 심사료 및 게재료 수입 　
　 회계학연구 9,000,000 9,000,000 　
　 회계저널 12,000,000 12,000,000 　
　 <소  계> 21,000,000 21,000,000 　
3. 일반수입 　
　 저작권수입 8,000,000 8,000,000 　
　 학술대회참가비 15,000,000 15,000,000 　
　 <소  계 > 23,000,000 23,000,000 　
4. 지정연구 지원금　 200,000,000 200,000,000 　
5. 후원금　 539,000,000 539,000,000 　

[ 총 수 입 ] 793,000,000 793,000,000 　

Ⅳ. 지출예산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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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연구원인건비 30,000,000 30,000,000 
　 상임이사활동비 20,000,000 20,000,000 
　 <소  계 > 61,000,000 61,000,000 
(7) 편집/인쇄비 　
　 회계학연구 발간비 21,000,000 21,000,000 
　 회계저널 발간비 21,000,000 21,000,000 
　 뉴스레터 발간비 4,000,000 4,000,000 
　 <소  계 > 46,000,000 46,000,000 
(8) 회의비, 행사비 　
　 상임이사회 회의 10,000,000 10,000,000 
　 기타회의 5,000,000 5,000,000 
　 <소  계 > 15,000,000 15,000,000 
(9) 비품 및 소모품구입비 10,000,000 10,000,000 
(10) 자료 구입비 20,000,000 20,000,000 

[ 총 지 출 ] 793,000,000 793,000,000 

3. 제 3호 의안: 임원선임(감사 1인)

4. 제 4호 의안: 정관 개정 
현행 개정안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한국회계학의 연구 및 교육의 발전과 회계학
도의 건전한 연구활동 및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계학과 이에 관련되는 제 분야의 학제간 연
구를 통하여 한국회계학의 발전과 학계, 기업, 정부와 
공공단체 등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회원의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④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재정
경제부장관이 승인하는 것

제 3 조 (사업)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연구활동 지원 및 조성
② 연구결과의 발표 및 토론회의 개최
③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의 발간
④ 회계학 연구자료의 교환 및 보급
⑤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연결
⑥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사유: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지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주무관청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익요건
에 부합하게 해당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통보함.

  * 공익요건 미흡: 회원의 일반적 이익과 상호친목을 도모함을 목적
부 칙 (2021. 00. 00.)
제1조 본 개정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 직
후 시행한다.

5. 제 5호 의안: 기타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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