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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내용 장소시간날짜

등록 및 숙소 안내15:00 ~

자유시간20:00 ~

휴식10:30 ~ 10:40

만찬 (호텔)18:00 ~ 20:00

조식 (호텔)08:00 ~ 09:00

점심 (호텔)식사 후 해산12:10 ~

Session 1 
- 머신러닝
- 기업재무

09:00 ~ 10:30

Session 2 
- 투자론
- ESG

10:40 ~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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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생상품학회와 한국재무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2 KFA-KDA Joint Summer 

Conference에 참석하신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두 학회는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회원들의 창의적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학회 참여 확대를 통해 학회의 

발전적 성장과 회원 간의 교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하게 되었습 

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 내외의 신진연구자들에게 새로운 학술 지식습득, 최신 연구 동향 

파악 및 양 학회 회원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특히 회원이 아닌 신진연구자들의 

참여 기회도 열어 두었는데 오늘 신입회원이 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모두 12편의 논문이 4개의 분과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처음 열리는 하계 공동학술대회라서 

전체 준비과정을 간소화하다 보니 심사과정에서 부득이 우수한 논문들을 모두 초청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 학술대회에서는 초청 논문의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우리 양 학회는 재무금융 공동학술대회(5개 학회)에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재무학회(American Finance Association, AFA) 학술대회에 한국증권 

학회와 함께 3개 학회 공동으로 신진학자를 파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학회가 학문 영역의 특수성을 보유하고 경쟁하면서 협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최근 국내 학회가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국제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의 다양한 변화는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첫걸음이 가지는 신선한 설렘을 이곳 강릉의 바닷가에서 함께 느끼시고, 앞으로도 학회의 

일원이며 학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학문적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만남의 장에 자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경포가 가지는 아름다운 바다와 호수를 배경으로 잠시나마 

지나간 무더위를 추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1회 하계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을 진심 

으로 환영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양 학회의 준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모쪼록 즐거운 마음으로 2022년의 마지막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재무학회 회장 변진호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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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09:00~10:30)

 기업재무 (Room : BARBUDA III, IV) 사회자 강원 (세종대학교)

최동범 (서울대학교)

정성준 (서울대학교)*

Are Socially Responsible Firms Really Responsible? 
Main Street Lending during the Great Recession

정재만
(숭실대학교)

Sadok El Ghoul 

(University of Alberta)

Omrane Guedhami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김현석 (국민연금연구원)*

서정원 (성균관대학교)

The Persistence and Consequences of Share
Repurchases

박경희
(한남대학교)

이지윤 (연세대학교)*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신제원 (연세대학교)

The effects of taxation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an emerging market:
Evidence from a Korean tax reform

송인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자 토론자논문제목

 

투자론 (Room : BARBUDA I, II) 사회자 강병진 (숭실대학교)

이은경 (KAIST)*

조훈 (KAIST)

석상익 (울산대학교)

Use the Carrot to Encourage Fund Managers
이재람

(가천대학교)

Hamid Boustanifar 

(EDHEC Business School)

강영대 (한국은행)*

Is Buffett Right? Brand Values and Long-run
Stock Returns

석상익
(울산대학교)

고지훈 (삼성전자)

김동훈 (KAIST)*

Salience Theory and the Stock Returns:
The Role of Reference -Dependent Preferences

이창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자 토론자논문제목

Session 2 (10:40~12:10)

 ESG (Room : BARBUDA III, IV) 사회자 한재훈 (연세대학교)

정지윤 (숭실대학교)

이장욱 (이화여자대학교)*

Female Presence in Top Management Teams and
Firms’ Risk-Taking

김도완
(한성대학교)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이지윤 (연세대학교)

신제원 (연세대학교)

Corporate Carbon Offsetting: An Empirical Analysis
of Korean Firms

임병진
(영남대학교)

김세훈 (University of Florida)

Nitish Kumar 

(University of Florida)

이종섭 (서울대학교)

오준호 (한국외국어대학교)*

Sustainable Lending
강형구

(한양대학교)

발표자 토론자논문제목

 머신러닝 (Room : BARBUDA I, II) 사회자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장가영 (MI Alpha)

배경훈 (Anchor Equity Partners)

강형구 (한양대학교)*

How to Remove Fake News?
장호규

(충남대학교)

Sumit Agarwal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조상흠 (KAIST)

최현수 (KAIST)*

Leora Klapper 

(The World Bank)

Learning Through Social Networks: How Workers
Optimize the Use of Fintech for Remittances

김대진
(성균관대학교)

이유정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혜진 (한국자산관리공사)

이현탁 (한국자산관리공사)*

채무상환 유형별 패턴 및 행태 분석
- 머신러닝 방법론을 활용 -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발표자 토론자논문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