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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견 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환경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학회로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원님께,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정보학회 2022년도 次次期 회장 후보에 등록한 성균관대학교 박기우 입

니다. 지구 온난화, 바이러스의 확산, 인공지능의 혁신적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

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IS의 세계 조직인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AIS)도 Grand Challenge Initiative라는 이름 하에 UN의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 학자들이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19년 한국경영학회 수석 부회장으로서, 또 KrAIS 회장으로서, 서로 다른 학문 분야와

지역, 그리고 국내외 학자 간의 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의 역량

을 결집해 한국경영정보학회가 우리 사회와 나아가 세계 경영정보학회에서 더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퀵 (QIGG)으로 요약

되는 네 가지 전략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Ⅰ. Quality Education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예상보다 빨리 본격적인 온라인 교육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의 온라인 교육 노하우를 공유, 확산하여 지역이나 학교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온라

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류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선별된 온라인 컨텐츠를 산업계, 나아가 

사회와 공유하여 全生涯 교육을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

력하겠습니다. 

Ⅱ. Industry, Innovation and Infrastructure 

현재 한국경영정보학회에는 ERP연구회, e-Biz연구회, SEM연구회,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회, AIS 

Korean chapter (KrAIS 연구회), MIS교육 연구회, 스마트 비즈니스 연구회, 디지털비즈니스 연구회, 

IT서비스관리연구회 등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각 연구회의 활동을 장려

하면서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 분야에 대응하는 AI, 디지털 교육, 스마트 의료/물류/관광, 중

소/중견/벤처 기업의 온라인 비즈니스, 디지털 인프라 등 주제별 연구분야를 설정하여 각 연구회

와 지역 학자들이 서로 융합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융합학술대회를 추진, 정부

에 선제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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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lobal Partnership 

우리 학회의 두 學會誌 중 하나인 APJIS는 여러 편집장님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SSCI 등재를 향해 

순항하고 있고, ISR도 성장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두 학회지의 

前現 편집장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APJIS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가 되도록, 그

리고 ISR이 국내 대표 학술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 명망 있는 국제학

술대회를 한국에 유치하여 다시 한번 우리 학회지와 한국경영정보학회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Ⅳ. Gender, Generation, and Region 

끝으로 선후배 학회 회원 간의 화합과 지역 학자들 간의 화합, 또 국내외 신진 학자들 및 여성 

학자들이 학회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학회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저는 2022년 제30대 한국경영정보학회장이 됩니다. 

한국경영정보학회 30주년을 맞아 그동안 학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주신 선배 회원님들의 공적을 

기리고, 학회가 세대 간, 지역 간, 그리고 성별 구분없이 화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임과 세미나

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세대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세미나 개최, 현재 중부, 

영남, 호남제제주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지회를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로 세분화한 뒤 

각 지역에서 고민하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활발히 

활동 중인 Women in IT 연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신진 학자들을 위한 Young Scholar in IT 

연구회를 조직하여 신진 학자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나아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저를 제 30대 학회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 우리 학회가 지속가능한 다음 30년을 맞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한국경영정보학회 차차기회장 후보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기우 배상 

  

mailto:gwbock@skku.edu


 

박기우(Gee-Woo Bock) gwbock@skku.edu                                            Page 3 

박 기 우 (Gee-Woo Bock, 이메일: gwbock@skku.edu) 

 

▣ 학력사항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부전공: 경영학) 학사 (1984-1988)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MBA (1989-1991) 

MIS & Consulting Service 전공 

❑ KAIST 경영공학 박사 (1993-2001), MIS 전공  

▣ 주요 경력사항  

❑ (현) 성균관대학교 교수 (2006.9-현재), 경영대일반대학원 원장 (2020.1-현재)   

❑ (현) 산업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 (2019.11-현재)  

❑ (현) Information & Management, Associate Editor (2012-현재) 

❑ (전)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 (2019.3-2020.2) 

❑ (전) 성균관대학교 교무처장 (2015.1-2016.12) 

❑ (전) Dept. of Information Systems,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조교수 (2002.3-2006.8)  

❑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1995.1-2002.2)  

❑ (전) 고도컨설팅㈜ 파트너 (1993.7-1994.12) 

❑ (전) SK C&C 컨설턴트 (1992.1-1993.6) 

▣ 한국경영정보학회 주요 활동사항   

❑ 2019-현재 KrAIS (Korean Chapter of the AIS) 회장 

❑ 2020 경영정보학회 공공부회장 

❑ 2018-2019 경영정보학회 학술부회장 

❑ 2016, 2010 경영정보학회 상임이사 

❑ 2015 경영정보학회 이사 

❑ 2012 Asia Pacific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s (APJIS) 편집간사  

❑ 2010.11 한국경영정보학회 한국 IT 서비스 산업협회 최우수 논문상 

❑ 2007.11 한국경영정보학회 최우수 논문상 

❑ 2005.11 한국경영정보학회 IBM BCS 신진연구자 우수 논문상 

mailto:gwbock@skku.edu


 

박기우(Gee-Woo Bock) gwbock@skku.edu                                            Page 4 

▣ 주요 연구실적 

❑ 2001년 박사 학위 취득 후 MIS Quarterly를 포함하여 세계 유수 저널 및 국내 저명 저널

에 42편의 연구결과를 발표. 박사논문인 MIS Quarterly 논문은 2005년 출간된 이래 

5,000회 인용. 

❑ 연구 관심분야는 지식경영, 온라인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텍스트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등이며, 산업통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과 삼성병원, 하이랜드푸드 

등 다수 기업의 자문을 수행.  

▣ 주요 수상실적  

❑ 2020.2  한국경영학회 특별공로상 

❑ 2018.2 한국경영학회 제6회 미래에셋 중견경영학자상 

❑ 2017.11 KAIST 경영대학 올해의 동문상 

❑ 2017.3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장  

❑ 2012.2  성균관대학교 SKKU Young Fellow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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