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430]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대전 한남대학교

버스 이용시

충남대농대 - 궁동 - 충남대 - 탄방역 - 한밭대교

- 한남대정문 - 복합터미날 - 대전보건대학 - 비래삼호아파트

윗사정삼거리 - 오월드 - 서대전네거리 - 대전역

 - 한남대 정문 - 동춘당

신탄진 - 중리동 - 한남대 정문 - 대전역 - 은행동

 - 대동역 2번출구 - 대전역 동광장

자가용 이용시

대전IC 에서 한남대 정문까지 3.6 km - 10분 내외

711번

314번

10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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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ㅣ2022년 7월 1일(금) 15시-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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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박경희 교수 (한남대학교)

내 용시 간

한국재무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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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제2차 한국재무학회 연구포럼에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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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연구포럼은 학술발표회가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 각지의 연구자에게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연구포럼은 대전에서 진행되어 한국재무 학회가 지향하는 

전국적인 학술 교류의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번 2차 연구포럼의 주제는 “기업특성과 자본시장의 행태적 분석”으로 매우 흥미로운 

내용의 논문 두 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기업 특유의 뉴스에 대한 감성(Sen-

timent)과 신용 스프레드에 관한 것이며, 다른 한 편은 월말 월초 효과 (Turn-of-the-Month 

Effect)가 투자자별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중한 발표를 맡아주신 충남대학교 구본하 교수님과 충북대학교 김류미 교수님, 그리고 

토론해 주실 한남대학교 이진호 교수님과 고려대학교의 조용민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명지대학교 빈기범 교수님과 한남대학교 박경희 교수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연구포럼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의미 있는 

논의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소중한 발표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참석해 주신 

한남대학교 경상대학의 정충영 학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개회사 변진호 회장 (한국재무학회)15:00 - 15:10

축사 정충영 학장 (한남대학교 경상대학)15:10 - 15:20

주제 발표 및 토론 

주제발표 Ⅰ

Firm-specific textual sentiment and credit spread
발표: 구본하 교수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주제발표Ⅱ

The Turn-of-the-Month Effect and Trading of Types of Investors
발표: 김류미 교수 (충북대학교 경영학부)

15:20 - 16:20

Coffee Break16:20 - 16:30

종합 토론

이진호 교수 (한남대학교 경영학과)

조용민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16:30 - 1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