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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동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존경하는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원님께,   

 

저는 한국경영정보학회(KMIS) 회장선거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후배 동료 교수님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가 국내외적으로 저명한 학회로 위상이 향상되었음을 잘 인지하고 있

습니다. 현재 저는 지난 20년간 활동해 온 한국경영정보학회뿐만 아니라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간 상호협력과 참여에 이바지해오고 있습니다. ISR 등 소위 Top journal을 포함한 25편이 넘는 해외학

술지와 60편 가까운 국내학술지 연구 경력과 더불어 대학 내에서의 교수협의회 활동과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보직활동으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산업과의 확장된 학술활동을 통하여 한국경영정

보학회의 발전에 미력을 보태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회장선거의 출마의견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우선 범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는 시기에 한국경영정보학회 전공분야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

경영정보학회의 학문적인 성숙도와 고도화는 이미 지난 수년간 여러 훌륭한 교수님들의 헌신으로 많이 

발전해왔고 앞으로도 잘 진행하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학회가 연구재단뿐 아니라, 정부(중앙 및 

지방), 언론, 기업,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력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MIS 전공이 보다 

넓고 깊게 사회의 각방면에서 기여를 할 장을 마련해보겠습니다. 저는 회원 교수님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들 기관과 돈독한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는 연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고자 합니다.  

 

둘째, 우리 한국경영정보학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소규모 학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학술활동이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학회 운

영도 이에 맞춰 좀더 국내외적으로 비대면 학술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전세계 흩어져 있는 우리 학

회 구성원의 네트워크를 한층 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 많은 MIS 분야 학회들과 공동으로 월례 

비대면 세미나를 개최하여, 글로벌과 지역 그리고 지방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살아 날 수 있도록 할 것이

며, 이는 기존의 타 학회뿐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의 고유한 전문성이 서로 공유되고 융합되는 학문의 생

태계가 조성되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학술활동에 정부의 도움과 기업의 역할이 함

께 동반 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셋째, 기존의 국제화, 중장기 전략기획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국, 중국뿐 아니라, 유럽, 오세아니

아, 동남아시아의 MIS 학계와 관계를 개선하고 돈독히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특히 최근 금융과 IT 

융합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 및 도시들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KrAIS와 협



 

 
 

조하여, 특히 국내 대학원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국에 계신 한국 교수님들과 월례 세미나도 추진

하겠습니다. 우리학회의 대표적인 저널인 APJIS가 SCOPUS에서 SSCI 등재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을 강화

할 것입니다. 이상의 비전이 국제화, 융합화, 전국화 노력을 기반으로 확실히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다음세대의 젊은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개선하고자, 추가회원확보와 연

구 자금 확보에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제가 학회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아

직도 한국경영정보학회에 가입하지 않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교수간의 학술활동은 물론이고, 보다 적극적

으로는 초중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학회의 사회적 영향력을 제

고하는 파격적인 기획도 논의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정기회원의 확보, 다양한 신규 사업의 발족 등으로 

학회의 재원 확보는 물론, 보다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보다 깊이 있고 폭넓은 활동을 펼치실 수 있는 광장

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한국경영정보학회에 저의 역량을 더해서 임기 1년의 현실에 맞게 

압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헌신과 동료 분들의 노력과 더불어, 2022년 더

욱 발전하는 한국경영정보학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원

님들의 뜨거운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 인사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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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양희동 배상 

 

 

 

 

 

 

 

 

 

 

 

 

 



 

 
 

양희동 Hee-Dong Yang  
hdyang@ewha.ac.kr 

 

現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000. 9 ~ 현재) 

 

학력사항 
 

 2000.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Weatherhead School of 

Managem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졸업 (Ph.D. 취득)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석사취득)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학사취득) 
 

연구분야 및 논문 실적 
 

 Influencer Marketing, Data 가치 평가, Untact Sports 서비스 성공의 Socialization 역할, Art & Luxury 

비즈니스의 Digitalization, Finance Industry의 Digital Transform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포함 해외 학술지 25편, 국내학술지 60편 가까이 게재. 

 

경력 및 수상 
 

 2020. IESEG (프랑스, 파리) 방문교수 (2021년으로 연기) 

 2018-2019. EADA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 교수 

 2018 (2005 이후). University of Paderborn (독일, 파더본) 방문 교수 

 2018. 디지털 타임즈 칼럼니스트 (2007 이후), 건설경제신문 칼럼니스트 

 2012.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12.6-9.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방문교수 

 2010.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Fukino fellow 

 2009.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시드니), Research Fellow & International Research 

Workshop 초대 

 2006-7.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3rd, 24th Edition) 등재 

 2006.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등재 

 2005-7. Stanford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겸임교수 

 2005-6. 경영학연구(경영학회 발간 학술지) 우수 심사위원 

 2001-3. SUNY at Stony Brook (College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s), Adjunct Assistant 

Professor  

 1998-2000.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조교수  

 1996. The best paper award at the Conference of Administrative Sciences Association of Canada 

(Montreal) 

 1991-1993. 삼성 SDS (컨설팅 사업부)  

 1988-1990. 대우증권 (영업추진부, 국제영업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17.8-2019.7)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장 (2008.2-2010.1)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위원 (2009.4-2010.3)  

 정보화추진위원회 (2007-2013) 

 여성고위경영자과정 및 이영회 주임교수 (2004-2007, 2009, 2013) 

 생활협동조합 이사(교수대표) (2004-6)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주임교수 (2002-3) 

 정보과학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주임교수 (2001-2)  

  

학회활동 
 

 한국경영정보학회 (KMIS): 

- 임원: 부회장 (2009, 2013, 2014 수석부회장), 감사 (2017), 운영위원 (2007, 2011), 이사 (2005,  

2016) 

- 학술지: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 (2009-2010), Information Systems Review 편집위원 (2006-8)  

- 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7), 2005 KMIS International Conference, Publication  

Co-Chair 

- SIG 모임: 스마트 비즈니스 연구회장(2012), ERP 연구회 간사 (2003), DB 연구회 간사 (2001)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2020-2021), 이사 (2005, 2011-2012),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2010.11) 

 경영학회: 이사(2019), 경영학연구 편집위원 (2005-6) 

 한국산업정보학회: 부회장(학술연구위원장) (2009.10.1-2010.9.30), 추계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8.10.31), 이사 (2007-9)  

  

기관평가 
 

행정안전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획재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2000.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Weatherhead School of
	Managem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졸업 (Ph.D. 취득)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석사취득)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학사취득)
	 2020. IESEG (프랑스, 파리) 방문교수 (2021년으로 연기)
	 2018-2019. EADA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 교수
	 2018 (2005 이후). University of Paderborn (독일, 파더본) 방문 교수
	 2018. 디지털 타임즈 칼럼니스트 (2007 이후), 건설경제신문 칼럼니스트
	 2012.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12.6-9.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방문교수
	 2010.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Fukino fellow
	 2009.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시드니), Research Fellow & International Research Workshop 초대
	 2006-7.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3rd, 24th Edition) 등재
	 2006.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등재
	 2005-7. Stanford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겸임교수
	 2005-6. 경영학연구(경영학회 발간 학술지) 우수 심사위원
	 2001-3. SUNY at Stony Brook (College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s), Adjunct Assistant Professor
	 1998-2000.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조교수
	 1996. The best paper award at the Conference of Administrative Sciences Association of Canada (Montreal)
	 1991-1993. 삼성 SDS (컨설팅 사업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17.8-2019.7)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장 (2008.2-2010.1)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위원 (2009.4-2010.3)
	 정보화추진위원회 (2007-2013)
	 여성고위경영자과정 및 이영회 주임교수 (2004-2007, 2009, 2013)
	 생활협동조합 이사(교수대표) (2004-6)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주임교수 (2002-3)
	 정보과학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주임교수 (2001-2)
	 한국경영정보학회 (KMIS):
	- 임원: 부회장 (2009, 2013, 2014 수석부회장), 감사 (2017), 운영위원 (2007, 2011), 이사 (2005,
	2016)
	- 학술지: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 (2009-2010), Information Systems Review 편집위원 (2006-8)
	- 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7), 2005 KMIS International Conference, Publication
	Co-Chair
	- SIG 모임: 스마트 비즈니스 연구회장(2012), ERP 연구회 간사 (2003), DB 연구회 간사 (2001)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2020-2021), 이사 (2005, 2011-2012),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2010.11)
	 경영학회: 이사(2019), 경영학연구 편집위원 (2005-6)
	 한국산업정보학회: 부회장(학술연구위원장) (2009.10.1-2010.9.30), 추계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8.10.31), 이사 (2007-9)
	행정안전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획재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이력서
	 2000.  미국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Weatherhead School of
	Management, Department of Information Systems 졸업 (Ph.D. 취득)
	 1991.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석사취득)
	 1988.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학사취득)
	 2020. IESEG (프랑스, 파리) 방문교수 (2021년으로 연기)
	 2018-2019. EADA (스페인, 바르셀로나) 방문 교수
	 2018 (2005 이후). University of Paderborn (독일, 파더본) 방문 교수
	 2018. 디지털 타임즈 칼럼니스트 (2007 이후), 건설경제신문 칼럼니스트
	 2012.1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2012.6-9.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방문교수
	 2010. Hitotsubashi University (일본, 동경), Fukino fellow
	 2009.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호주, 시드니), Research Fellow & International Research Workshop 초대
	 2006-7.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3rd, 24th Edition) 등재
	 2006. 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4th Edition) 등재
	 2005-7. Stanford Advanced Project Management 겸임교수
	 2005-6. 경영학연구(경영학회 발간 학술지) 우수 심사위원
	 2001-3. SUNY at Stony Brook (College of Engineering & Applied Sciences), Adjunct Assistant Professor
	 1998-2000. 미국 University of Massachusetts-Boston, 조교수
	 1996. The best paper award at the Conference of Administrative Sciences Association of Canada (Montreal)
	 1991-1993. 삼성 SDS (컨설팅 사업부)
	 경영전문대학원 원장 (2017.8-2019.7)
	 경영대학 경영연구소장 (2008.2-2010.1)
	 산학협력 추진위원회 위원 (2009.4-2010.3)
	 정보화추진위원회 (2007-2013)
	 여성고위경영자과정 및 이영회 주임교수 (2004-2007, 2009, 2013)
	 생활협동조합 이사(교수대표) (2004-6)
	 이화-씨티 글로벌 금융아카데미 주임교수 (2002-3)
	 정보과학대학원 전자상거래학과 주임교수 (2001-2)
	 한국경영정보학회 (KMIS):
	- 임원: 부회장 (2009, 2013, 2014 수석부회장), 감사 (2017), 운영위원 (2007, 2011), 이사 (2005,
	2016)
	- 학술지: 경영정보학연구 편집위원 (2009-2010), Information Systems Review 편집위원 (2006-8)
	- 학술대회: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7), 2005 KMIS International Conference, Publication
	Co-Chair
	- SIG 모임: 스마트 비즈니스 연구회장(2012), ERP 연구회 간사 (2003), DB 연구회 간사 (2001)
	 한국지식경영학회:  회장 (2020-2021), 이사 (2005, 2011-2012),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2010.11)
	 경영학회: 이사(2019), 경영학연구 편집위원 (2005-6)
	 한국산업정보학회: 부회장(학술연구위원장) (2009.10.1-2010.9.30), 추계국제학술대회 조직위원장 (2008.10.31), 이사 (2007-9)
	행정안전부, 대학교육협의회 대학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산업기술연구회, 기획재정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