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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

서울-춘천고속도로 → 강일 IC → 미사 IC → 덕소 IC → 춘천 JC → 춘천 IC

→ 고속도로 출구에서 우회전(태백교 방향) → 석사사거리

→ 강대삼거리에서 우회전 → 강원대학교 정문

경기북부·남부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강일방면)→ 강일 IC

                        → (서울-춘천고속도로와 동일경로 이용)

시외버스 이용

강변역(지하철2호선) → 동서울 터미널 →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50분

춘천시외버스터미널 → 강원대학교 : 택시 약10분, 버스 약20분

버스정류장[2058] : 하차하여 도보 이동, 300번 버스 '강원대백록관',

                              '강원대중앙도서관' 하차

경춘선 전철/itx 이용

전철 상봉역(경춘선) → 남춘천역(강원대) : 1시간 16분

itx 용산역(지하철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 1시간 13분

itx 청량리역(지하철1호선) → 남춘천역(강원대) : 57분

남춘천역 → 강원대학교 : 택시 약10분, 버스 약20분

버스정류장[2295] : 남춘천역 출구 바로 앞에 위치

→ 300번 버스 '강원대백록관' 또는 '강원대중앙도서관' 하차

→ 15번 버스 '강대후문'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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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연구 및 교육 활동에도 많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3차 한국재무학회 연구포럼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재무학회의 연구포럼은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소개와 신진학자의 창의적인 연구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 학회만의 독특한 연구발표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3차 연구포럼은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 진행되기에 한국재무학회가 지향하는 전국 

적인 학술 교류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차 연구포럼의 대주제는 “주식시장 효율성과 투자 전략”으로 관련된 논문 두 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경영진과 주식시장 거래 용이성”이라는 주제로 충북 대학교 

김학건 교수님이 발표하시고, 다른 한 편은 “An Analysis of Minimum Variance Hedge Port-

folio Performance via Machine Learning”으로 연세대학교 김지훈 교수님이 발표해 주시 

겠습니다.

소중한 발표를 맡아주신 두 분 교수님과 논문을 토론해 주실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식 교수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차 연구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명지 

대학교 빈기범 교수님과 강원대학교 강윤식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학기의 시작으로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연구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의미 있는 학술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소중한 발표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강원대학교 권종욱 학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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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강윤식 교수 (강원대학교)

내 용시 간

개회사 변진호 회장 (한국재무학회)15:00 - 15:10

축사 권종욱 학장 (강원대학교 경영대학)15:10 - 15:20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 Ⅰ

경영진과 주식시장 거래 용이성
발표: 김학건 교수 (충북대학교 국제경영학과)

15:20 - 16:20

주제발표Ⅱ

The effect of international diversification using machine
learning: Evidence from the Korean and U.S. stock markets
발표 : 김지훈 교수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Coffee Break16:20 - 16:30

종합 토론

김용식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금융학과) 

이정환 교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16:3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