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춘 계 학 술 대 회

일 시 : 2011년 5월 14일(토) 11:30~17:00

장 소 : 고싞대학교 영도캠퍼스 희망관 3강의동

주 관 : 고싞대학교

주 최 :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회원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축제의 계절을 맞이하여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를 항도 부산에 소재한 기독사학의 명문 고신대학교

에서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로고스경영”이란 주제로 개최하게 된 것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몽골재무경제대 최재후 부총장님의 “징키스칸에게서 배우

는 해외진출 전략“이란 주제발표와 더불어 로고스 경영에 관련된 귀한 연

구논문들을 발표해 주실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연구들이 우리들에게는 물론 교회의 건강성

회복과 행복과 나눔경영 즉 로고스경영에 관한 새로운 시각과 사고의 틀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초청하오니 함께 동참하시어 깊이 있는 토론과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2011. 5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박창식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회장 김동환

Greetings



KALM History

2002년 10월 창립총회 및 제1회 학술발표대회 개최(경북대학교)

2003년 05월 2003년도 춖계학술대회 개최(한국 OSG(주))

2003년 07월 제1회 국제공동학술대회 개최(우즈베키스탄 Ustoz 재단과 공동개최, 타쉬켄트)

2003년 10월 2003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영남대학교)

2004년 05월 2004년도 춖계학술대회 개최(이랜드(주))

2004년 06월 제2회 국제공동학술대회(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Ustoz 재단과 공동개최, 영남대학교)

2004년 10월 2004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개최(경북대학교)

2005년 05월 2005년도 춖계학술대회(유한킴벌리(주))

2005년 07월 제3회 국제공동학술대회(몽골 울란바토르 재무경제대 등 4개 대학과 공동개최)

2005년 10월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천안, 호서대학교)

2006년 06월 2006년도 춖계공동학술대회(통합연구학회와 공동개최, 경북대학교)

2006년 07월 제4회 국제공동학술대회(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및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2006년 11월 2006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7개 기관 공동개최, 서울 총싞대학교)

2007년 05월 2007년도 춖계학술대회(영남대학교)

2007년 07월 제5회 국제공동학술대회(중국 연길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2007년 11월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7개 기관 공동개최, 서울 사이버대학교)

2008년 05월 제6회 국제공동학술대회(6개국 공동개최, 금오공과대학교/대구은행) 

2008년 05월 2008년도 춖계학술대회(금오공과대학교/대구은행)

2008년 11월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7개 기관 공동개최, 서울 사이버대학교)

2008년 12월 학술짂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9년 05월 2009년도 춖계학술대회(금오공과대학교)

2009년 07월 제7회 국제공동학술대회(카자흐스탄 알마티 및 키르키즈스탄 비쉬켁)

2009년 11월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대구 제이스호텔, 영남대학교 공동주최)

2010년 06월 2010년도 춖계학술대회(금오공과대학교)

2010년 06월 제8회 국제공동학술대회(구미베스트웨스턴 호텔, 금오공과대학교)

2010년 11월 2010년도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호서대학교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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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주 제 :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로고스경영
일 시 : 2011년 5월 14일(토) 11:30-17:00
장 소 : 고싞대학교 희망관 3강의동

11:30~12:00

12:00~13:00

13:20~14:40

14:40~15:00

15:00~17:00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

등록 및 중식

주제특강 사회 : 최무짂 (계명대 교수)

징기스칸에게서 배우는 해외짂춗 전략 – 최재후(몽골 재무경제대 부총장)

개회식 사회 : 임병짂 (영남대 교수)

개 회 사 :  박창식 (춖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회장인사 : 김동환 (한국로고스경영학회 회장)

축 사 :  김성수 (고싞대학교 총장)

연구논문 발표

붂과 1 :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전략

붂과 2 : 로고스 경영의 이롞과 실제

붂과 3 : 행복과 나눔경영

붂과별 발표



General Session 1-3

Session 2

김동환, 노명호(호서대)

생명보험회사 파생상품사용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임병진(영남대)

An Empirical Study on the Cross Hedging of KOSPI 200 Futures in National Pension Fund of Investing 
NASDAQ 100 to Risk Management

김형길, 황용진(제주대)

커뮤니케이션 품질과 조직성취도가 기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좌장 : 박정윤(영남대 교수) 세미나실 B실,  15:00-16:00

Session 1

좌장 : 박창식(고신대 교수)

김영애, 최장모, 도현옥, 이명선, 신호균(금오공대)

소그룹형태에 따른 교회의 건강성이 성도의 영적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가정교회, 셀, 구역 중심으로)

심완준, 김귀곤, 신호균(금오공대) 
광고에서의 기독교적이미지가 소비자의 지각된 품질과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무진(계명대) 
IT봉사학습의 성경적 근거와 분류체계 및 사례연구

세미나 A실 , 15:00-16:00

Session 3

임병진, 박정윤, 장승욱(영남대)

종교의 유무에 따른 농가의 행복도와 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박정윤(영남대)

행복한 부자학의 강의 컨텐츠 개발 사례

박선정(킹덤비지니스 대표)

나눔교육의 필요성과 사례연구

임병진(영남대)

자기경영을 위한 마음과 생각에 관한 성격적 연구

좌장 김광근(대구대 교수) 세미나 A실 , 16:00-17:00



5월 14일 (토) 11:30~17:00)

How to 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