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일경상학회 추계학술대회

◆ 주제: 코로나19와 뉴노멀시대 한일간 경제경영협력방안
◆ 일시: 2020년 12월 4일 (금) 14:00∼17:50
◆ 장소: 충북대학교 경영대학(N13) 201호
◆ 주최: 사단법인 한일경상학회

◆ 후원:

◆

식순

- 등록 및 접수 (13:30∼14:00, 201호)
- 개회선언 및 환영사 : (사)한일경상학회 임달호 회장
- 제 1 부 : 공통주제발표회 (14:00∼15:20)
- 제 2 부 : 학술논문(제1분과·제2분과) 발표회 (15:40∼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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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일경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건하신지요. 존경하는 한일경상학회 회원님들께 올립니다.
코로나19로 미루었던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를 “코로나19와 뉴노멀시
대 한일간 경제경영협력방안”이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비대면을 원칙
으로 진행합니다.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1개의 발표가 이루어
집니다. 다수의 사회자 토론자분들이 참여하여 주시어 깊이 있고 발전
적인 학술토론장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원하여 주시고 참여하
여 주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공적인 학술대회
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정상적인 학술지발간과 법인 및 사업자 관리, 회원연락처
보완작업 등 기본적인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2
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 예정되어있는 경제학통합학술대회 겸 춘계학술
대회에서 회원 여러분을 모시고 미루었던 정기총회를 진행하여 학회의
전반적인 현안을 보고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사)한일경상학회 회장 임 달 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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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일경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제1부: 공통분과 (General Session)
사회: 이기동 (계명대 교수)

◆ 논문발표 1 (14:10∼14:30)
제목: 한일 기업간 협력의 성과 및 향후방안
발표: 이형오 (숙명여대 교수)

◆ 논문발표 2 (14:30∼14:50)
제목: 한일간 수출규제 파급영향과 해결방안
발표: 이홍배 (동의대 교수)

◆ 논문발표 3 (14:50∼15:10)
제목: コロナ危機下のアメリカ経済：現状と展望
(코로나위기 하의 미국경제 : 현재상황과 전망)
발표: 井村進哉 (일본 中央大 교수)

◆ 종합토론 (15:10∼15:30)
나주몽 (전남대 교수), 정병무 (꽃동네대 교수)

접속URL 및 ID, Password - 개회식, 공통분과
https://us02web.zoom.us/j/81526262044?pwd=S2RpYmRiZFBFOEt6V1BNb2wwcn
V2UT09
회의 ID : 815 2626 2044
비밀번호 : 1204

◆ 휴식 (15:3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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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1분과 (Session 1)
사회: 한광희 (한신대 교수)
◆ 논문발표 1 (15:40∼16:10)

제목: 한일 자동차 산업의 협력과 경쟁
발표: 여인만 (강릉원주대 교수)
토론: 한성수 (경동대 교수)

◆ 논문발표 2 (16:10∼16:40)
제목: 한국과 일본의 폐기물관리시스템 비교
발표: 이상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토론: 류성경 (동서대 교수)

◆ 논문발표 3 (16:40∼17:10)
제목: ポストCOVID19の日本企業の行方 -自動車企業を中心に(코로나사태 이후의 일본기업의 행방에 관한 고찰)
발표: 정병무 (꽃동네대 교수)
토론: 김용민 (부산교대 교수)

◆ 논문발표 4 (17:10∼17:40)
제목: 한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정책 비교
발표: 이철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책임연구원), 김장현 (군산대 교수)
토론: 신문식 (명지전문대 교수)

접속URL 및 ID, Password - 제1분과
https://us02web.zoom.us/j/81526262044?pwd=S2RpYmRiZFBFOEt6V1BNb2wwcn
V2UT09
회의 ID : 815 2626 2044
비밀번호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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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제2분과 (Session 2)
사회: 한기조 (동의대 교수)
◆ 논문발표 1 (15:40∼16:10)
제목: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영향 미치는 요인 연구
발표: 지상현 (백석대 교수)
토론: 윤기창 (군산대 교수)

◆ 논문발표 2 (16:10∼16:40)
제목: 사물인터넷(Iot) 기술로드맵 기술진화방향성 연구
발표: 정해식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석연구원)
토론: 이선복 (동서대 교수)

◆ 논문발표 3 (16:40∼17:10)
제목: 자동차 연비 경쟁력이 구매자 기업 평가와 기업 전략수립에 미치는
영향
발표: 박상현 (동의대 박사과정), 이경구 (동의대 교수)
토론: 김양태 (성공회대 교수)

◆ 논문발표 4 (17:10∼17:40)
제목: 중소벤처기업의 환경 격변성과 혁신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 신영애 (충북대 연구원)
토론: 남성집 (한남대 교수)

접속URL 및 ID, Password - 제2분과
https://us02web.zoom.us/j/87617724177?pwd=SEpYRS9ITUpsbm94RzRVS3NWdF
k3QT09
회의ID : 876 1772 4177
비밀번호 :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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