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Fall

The 69th Conference

『Post Covid19, ESG 경영 시대의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위상과 역할』

n 일시: 2021년 11월 26일(금) 13:00 ~17:00
n 장소: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GECE) 중회의실 519호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38동 글로벌공학교육센터 5층)

n 주최: (사)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초대의 글
존경하는 (사)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이 빠르게 진행되어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이 완료됨
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with covid19,’ ‘post covid19’와 같은 단어들이 언급되기 비중
있게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대비하여 본 학회가 수행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춘계학술대회를 통하여 “Metabus 시대의 동중앙아
시아경상학회의 역할”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혜안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이후를 대비한 본 학회의 역할과 위상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리즈로 ‘ESG’라는 경영화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기업
이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재무적 성과 향상을 통한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함과 함께 환
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에서도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책임행동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ESG는 경영의 하나의 트랜드나 화두를 넘어서 이제는
기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번 추계학술대회의 주제는 “Post Covid19, ESG경영 시대의 동중
앙아시아경상학회 위상과 역할”로 정하였습니다.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가 본연의 역할을 수
행하는 의사결정 및 활동과정에서 ESG를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ESG 경영 시대에서
본 학회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본 학회의 위상은 또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라는 학
회의 명칭에 걸맞게 동중앙아시아 관련된 논문과 일반주제를 다룬 논문들이 세션별로 발표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학술발표 전에는 이사회외 총회를, 학술대회 발표 이후에는 연구윤
리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추계학술대회는 50명을 수용가능한 중회의실을 예약하였으나, ‘위드코로나 1단
계’가 시행중 임에 따라 최대 24명까지만 참석이 제한되었고, 물 이외에 음식이나 음료의
제공은 일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학술대회 장소에서 이용가능한 식당 또한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일찍이 예약완료가 되어 점심식사와 함께 이사회 개최 하려던 계획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사회는 13시부터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총회는 보
다 많은 분들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할 예정입니다(총회
를 위한 ZOOM 링크는 아래 참조)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학회 발전을 위한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학회에 보내주

신 회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관심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열정적인 회원
여러분들이시기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학술대회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1 11월 21일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회장 대구대학교 이기은

-------------------------------------------------------------------------* 정기총회 ZOOM링크: Zoom 회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주제: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정기총회
시간: 2021년 11월 26일 01:30 오후 서울
Zoom 회의 참가
https://us02web.zoom.us/j/83792910110?pwd=NmNIbjRpT1h0ams2OWp5QlliQVNVQT
09
회의 ID: 837 9291 0110
암호: 93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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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조직위원장: 정

시간

내용

13:00 – 13:30

이사회

웅 교수 (경찰대)

비고

진행: 정무관 총무이사
13:30 – 14:00

등록 및 총회

14:00 – 14:10

휴식
세션1: 동중앙아시아와 ESG, 환경

14:10 – 15:20
학술발표
15:25 – 16:35

좌 장: 정웅(경찰대)
세션2: 동중앙아시아의 리더십
좌 장: 이규만(상지대)

16:35 - 16:40

휴식

16:40 – 16:50

연구윤리규정 세미나

16:50

폐회사 및 해산

세션3: 연구윤리
진 행: 이규만(편집위원장)
진행: 정무관 총무이사

Conference Program
세션Ⅰ

14:10 – 15:20
좌 장: 정웅(경찰대)

발 표
설원식(숙명여대)
고경일(백석대)
구은영(경남대)
정무관(경남대)
김행종(세명대)

세션Ⅱ

제 목

토 론

국내 ESG 평가 현황과 과제

박근호(강남대)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호텔의 대응 전략

김영택(경기대)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을 위한 국토계획과 정책방향

이규만(상지대)

15:25 – 16:35
좌 장: 김행종(세명대)

발 표

제 목

토 론

이기은(대구대)

부정적인 리더십의 원인, 결과 그리고 개선 방안

김정포(부산외대)

배기종(해군)

군의 팔로워십 구축을 위한 제언

고경일(백석대)

정웅(경찰대)

세션Ⅲ
발 표

시진핑시대 중국의 수출신용보험 운용성과와 제도적
과제

이규만(상지대)

16:40 – 16:50
진 행: 이규만 편집위원장(상지대)
제 목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연구윤리규정 세미나

토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