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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견 서 
 

모든 권역의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네트워크 활동과 산업계와의 협력을 

위한 플랫폼 강화를 통하여 한국경영정보학의 명실상부한 허브로서의 

학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원님들께, 

저는 이번 차차기회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후보 소견서를 제출하게 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의 이상용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경영정보학회에 대한 저의 사랑은 

일관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게 되니, 제 사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서 우리 학회에 봉사하라는 요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점에서 부족하지만, 선후배 교수님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발전해온 학회에 저의 

노력을 더하고 싶어,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권역이 함께 어울리고, 

국제협력을 지속하며, 산업계와 발을 맞추고, 선후배 및 교수/학생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경영정보학회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중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APJIS 학술지의 SSCI 등재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저는 2015-17년 APJIS 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학회지의 SCOPUS 등재에 일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편집위원회를 맡으신 교수님들을 적극 지원하면서, SSCI 등재 및 

세계적 수준의 학회지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학술지의 질적 양적 향상이 

회원님들의 연구 업적의 발전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분기별로 ‘회원의 날’을 지방 권역에서 순회 개최하면서,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학술대회의 권역별 개최를 통해 전국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분기별로 회원 모임의 날을 정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모이는 워크샵을 ‘회원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지방 권역에서 순회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전국 회원들의 학문적 인간적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영정보 관련 학회들과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한 학술대회 

공동 개최의 전통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셋째, KrAIS 및 전세계 한인 학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영정보학 연구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PACIS2013 제주 대회 및 ICIS2017 서울 대회의 개최를 통하여 세계 

경영정보학계의 모임인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AIS)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IS에서의 한국인 Chapter인 KrAIS의 공동회장을 

역임하였던 저는 전세계에 포진되어 있는 한인학자들의 학문적 위력을 실감한 바 

있습니다. 해외의 한인 네트워크와 국내의 경영정보학회가 협력하여 국내와 해외의 

학문적 동향 및 비즈니스 트렌드를 상호교환하고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경영정보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산학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여, 기업 실무에 도움이 되고 교육 콘텐츠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산업체의 성공적 운영 사례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을 학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며, 상호간에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산학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여, 교수님들의 연구가 기업의 실무에 도움이 되고, 

교육의 콘텐츠를 시대에 맞도록 변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선후배 교수님들간의 교류 및 대학원생들의 학계/산업계 진출에 도움을 주는 

학회가 되겠습니다. 

선후배 교수님들간의 교류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오픈 모임을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선배교수님들의 경험과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에 후배교수님들이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후배교수님들이 겪고 있는 연구 및 교육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의 졸업후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학계 진출을 돕는 세미나 및 산업계 진출을 돕는 

세미나를 열고, 사회진출을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영정보학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이외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학회에 대한 저의 사랑을 바탕으로 회원님들께 보다 더 적극적이고 즐겁게 다가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학회가 지금까지 발전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9월 30일 

한국경영정보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한양대 이상용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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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용 (Sang-Yong Tom Lee, 이메일: tomlee@hanyang.ac.kr) 

▣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84-1990)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1990-1992) 

Texas A&M University 경제학과 박사 (1994-1999), 정보경제 전공 

 

▣ 주요경력사항  

(현) 한양대학교 교수 (2004.9-현재),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2018.7-현재)  

(전) Dept. of Information System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조교수 (1999.8-2004.8) 

(현) 전기위원회 법률분쟁조정위원 (2014-현재), R&D 예비타당성 자문위원 (2011-현재) 등 

 

▣ 한국경영정보학회 주요 활동사항  

 2019 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2018 경영정보학회 감사 

 2017 ICIS 2017 (서울) 조직위원 

 2015-2017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APJIS) 편집위원장 

 2015-2016 Korean Chapter of the AIS (KrAIS) 공동회장 

 2015 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14 경영정보학회 부회장 

 2013 PACIS 2013 (제주) 조직위원 

 2009 경영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위원장 

 2007-2013 경영정보학회 이사 

 

▣ 주요 국제 학술 활동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Senior Editor (2014-현재) 

 IEEE Transactions on Engineering Management, Editorial Board (2013-현재) 

 Information & Management, Editorial Board (2008-현재) 

 Journal of the AIS, Editorial Board (2012-2014)  

 
▣ 주요 연구 실적  

 MIS Quarterly, Management Science 등의 탑 저널을 포함하여, Journal of MIS, 

Communications of the ACM, Information & Management 등 세계적 저널 및 국내 저명 

저널에 연구결과를 발표함. 

 연구 관심분야는 Economics of IS,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IT 가치평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시장분석 및 경제효과분석, 소셜미디어 분석 등이며, 정보통신정책, R&D 정책, 

에너지 정책 등과 관련하여 다수의 과제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