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2022년 11월 4일(금)

장소 금융투자교육원 5층, 8층

주최 (사)한국재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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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안녕하신지요? 임인년 호랑이의 해가 어느덧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완전히 끝나지 않은 팬데믹 

상황과 국내외 경제 여건은 아직 우리에게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자산가치의 하락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우려와 근심을 일으키고 있지만,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듯이 이 

시기도 역시 조만간 지나가리라 기대합니다.

한국재무학회는 11월 4일에 금융투자교육원(여의도 소재)에서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추계학술대회는 회원 여러분의 한 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생산적인 논평을 나누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기총회는 그동안 학회의 활동 내역과 살림살이를 보고하고 내년의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여러모로 바쁘시겠지만 기대하시던 오프라인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꼭 참석하셔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친목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이 중 2022년 한국재무학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결과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이 지원하는 산학협동세션에서 모두 6편의 연구지원논문들이 

발표되고, 그 외 기업재무, 투자론 등에서 모두 13편의 일반논문과 박사과정 컨소시엄에서 4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또한 학술세션에 이어 이번 추계학술대회 특별심포지엄으로 “해외 상장이 모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해외 상장이 모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 자본시장의 국제화라는 의미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에는 그동안 답답하고 힘겨웠던 사회적 분위기가 반전되고 새로운 희망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애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한 침울한 기운이 여전히 냉기를 뿜고 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국재무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재무금융 

분야의 정통학회로서 의미 있는 학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을 빌어 올해 있었던 몇 가지 학회 활동의 결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회지인 재무연구(ARFR)가 

올해 초 Scopus에 등재되어 재무금융 분야의 수월성 있는 학술지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재무관리학회 및 

파생상품학회와 공동으로 “금융시장에서의 ESG 생태계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열었고, 여름에는 파생상품학회와 공동으로 신진학자를 위한 KFA-KDA Joint Summer Conference를 강릉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처음으로 신설된 산학협력 특별심포지엄에서 “포스트 팬데믹 경제와 자본시장-이슈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최근의 경제 및 자본시장의 상황을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있었던 세 

차례의 연구포럼 행사 중에서 두 번을 대전과 춘천에서 개최하여 지방의 젊은 연구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2월에는 “퇴직연금 감독체계와 연금정보 DB 구축 및 공시 방안”에 대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학회는 성균관대학교 및 싱가포르대학(NUS)과 함께 공동으로 Global AI Finance 

Research Conference를 싱가포르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2023년 1월에 열리는 미국재무학회(AFA)에 참석하는 

신진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한국증권학회 및 한국파생상품학회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재무학회 회원 여러분. 

언제나 새로움의 씨앗은 어색하여 낯선 걱정을 앞세우지만, 한국재무학회는 회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에 

힘입어 새로 돋아난 잎새들을 더욱 깊은 색의 울창한 숲으로 키워낼 것이라 믿습니다. 올해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학회의 내실을 다지고 학술연구의 지원과 한국금융시장의 발전에 필요한 활동을 꼼꼼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 토론의 장에 회원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학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과 후원사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11월

한국재무학회 회장 변진호 

존경하는 한국재무학회 회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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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일 정

시  간 내     용 장 소

12:00~13:00 참가자 등록 5층

Session Ⅰ   - 기업재무 Ⅰ

  - 투자론

  - 기업재무 Ⅱ

  - 기업재무 Ⅲ

502호

503호

802호

803호
13:00~14:30

14:30~14:40  Coffee Break

Session Ⅱ   - 박사과정 컨소시엄

  - 산학협동세션Ⅰ(신용평가사)

  - 산학협동세션Ⅱ(미래에셋자산운용)

502호

802호

803호14:40~16:10

16:10~16:30  Coffee Break

특별 심포지엄  특별 심포지엄

해외 상장이 모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축사 변진호 회장 (한국재무학회) 

  사회 신진영 원장 (자본시장연구원)

  발표 김우진 교수 (서울대학교)

         “해외 상장이 모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토론 강소현 박사 (자본시장연구원)

          어준경 교수 (연세대학교)

          이창환 대표 (얼라인 파트너스)

501호

16:30~17:30

17:30~18:00 정기총회 501호

18:00~19:30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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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김주현 (아주대학교)

박흥주 (성균관대학교)*

송교직 (성균관대학교)

Refinancing Risk, Liquidity, and the Underpricing 

of Newly Issued Bonds

윤선중

 (동국대학교)

문혜진 (KAIST)

문성재 (순천향대학교)

김형준 (동국대학교)*

Social capital and stock price crash risk: 

Evidence from U.S. terrorist attacks

김채현

 (한국거래소)

김형준 (동국대학교)

이승찬 (한동대학교)

김호현 (한동대학교)*

Analysis of short-selling effects using 

KOSPI200 and KOSDAQ150 indexing

장호규

 (충남대학교)

기업재무Ⅰ (Room 1 - 502호) 사회자 : 빈기범 (명지대학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엄철준 (부산대학교)* 횡단면 주식수익률의 단기 고유모멘텀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장영민 (신용보증기금)*
기후변화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자산의 

기후 위험 가격결정에 관한 문헌 연구

권재현

(인천대학교)

박아영 (조선대학교)* 

오갑진 (조선대학교)

Global Bank Network Exposure and 

Loan Spread 

이진호

(한남대학교)

최윤민 (고려대학교)

김창기 (고려대학교)*
Climate Change and ESG

김현동

(서강대학교)

투자론 (Room 2 - 503호) 사회자 : 정재만 (숭실대학교) 

13:00~14:30Session 1



[5]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서혜원 (JB자산운용)

나현승 (고려대학교)*

Do Acquisitions by Private Equity Funds Create 

Value? Evidence from Acquisitions in Korea

박기봉 

(한국외국어대학교) 

김태연 (가톨릭대학교) 

김현동 (서강대학교)* 

박광우 (KAIST)

Customer Concentration and Firm Risk: 

The Role of Outside Directors from Customers

임지은

(한성대학교)

송명구 (산업연구원)* Rewarding Failure to Motivate Innovation
왕수봉

(아주대학교)

기업재무Ⅱ (Room 3 - 802호) 사회자 : 전진규 (동국대학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송민수 (KAIST)* 

한승헌 (KAIST)

Donation Activities by chaebol Firms Based on 

ESG Risk

김학건

(충북대학교)

리신위 (경북대학교)* 

김성환 (경북대학교)

How Do Firms' Equity Compensations in China 

Affect Their Efficiency, Profitability and Market 

Returns?

이우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황   이 (경북대학교)* 

김성환 (경북대학교)

The Effects of Incentives to Employees on 

The innov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Chinese Firms

강영대

(한국은행)

기업재무Ⅲ (Room 4 - 803호) 사회자 : 김누리 (한양대학교) 

202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13:00~14:30Session 1



[6]

202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최명수 (한양대학교)* 

이정용 (한국산업은행) 

강형구 (한양대학교)

Quantum Computers and Option Pricing
강병진

(숭실대학교)

배재완 (KAIST)* 

강장구 (KAIST)

Asset Pricing Implications of Firms’ Profit 

Sharing

이장욱

(이화여자대학교)

김경현 (고려대학교)* 

나현승 (고려대학교)

The Valu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vidence from the Humidifier Disinfectant 

Scandal in Korea

강창모

(한양대학교)

변석준 (KAIST)

고지훈 (삼성전자)

김동훈 (KAIST)*

Salience Theory and the Stock Returns: The 

Role of Reference-Dependent Preferences

김용식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 세션 (Room 1 - 502호) 사회자 : 박종원 (서울시립대학교)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박도준 (연세대학교)*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이지윤 (연세대학교)

기업의 ESG 활동이 신용위험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
양기성

(숭실대학교)

박흥주 (성균관대학교)* 

김장현 (성균관대학교) 

이해인 (성균관대학교) 

유병훈 (성균관대학교)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기업의 부도 예측에 대한 

연구 

천도현

(강원대학교)

이정환 (한양대학교)* 

조진형 (한양대학교)
기계학습과 신용평가 – 국내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윤보현

(강원대학교)

산학협동세션Ⅰ(신용평가사) (Room 2 - 802호) 사회자 : 위경우 (숙명여자대학교)

 14:40~16:10Sess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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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0~16:10Session 2

발표자 논문제목 토론자

김선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경서 (고려대학교) 

정찬식 (동아대학교)*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와의 

관계

최수정

(숭실대학교)

박영규 (성균관대학교) 

송인욱 (한국펀드평가) 

최재윤 (성균관대학교)*

TDF의 보수, 현금흐름 및 성과분석 
이동엽

(국민대학교)

최재원

(연세대학교/일리노이대학교)

왕수봉 (아주대학교)*

물적분할은 과연 주주이익을 침해하는가? 

자본조달비용 관점에 근거한 분석

박경희

(한남대학교)

산학협동세션Ⅱ(미래에셋자산운용) (Room 3 - 803호) 사회자 : 장욱 (덕성여자대학교)

2022년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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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랙스

여의도 종합상가

롯데캐슬

여의도
우체국

신한은행

SK증권사옥
여의도공원

IFC몰

KDB산업은행

KRX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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