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기술경영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일정안내

■ 일시 : 2017년 6월 23일(금) ~ 24일(토)

■ 장소 : 제주 KAL호텔(구 제주시)

■ 주최 : (사)기술경영경제학회

■ 후원 : 경제추격연구소, 고려대학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술보증기금, 서강대학교, ㈜ 윕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알박

행사장 

2층전체
그랜드볼룸A 그랜드볼룸B 무궁화룸 로즈룸 동백룸

09:00~ 등록: 명찰 및 식권배부 : 2층 로비

09:20~10:30
(70분)

[A1]석박사
사용자행동

[A2]석박사
기술혁신 전략

[A3]석박사
R&D관리

기경학회
공란

기경학회
공란

10:30~10:40 휴식 (Networking Break)

10:40~11:50
(70분)

[B1]석박사
기술혁신전략

[B2]일반
국가R&D전략

[B3]특별세션
영어

[B4]일반
재난분야 기술경영

기경학회
공란

11:50~13:10
(70분)

오찬 : Luncheon (2층 사라) / 이사회개최 (19층 군금자란)

13:15~15:10
(130분)

그랜드볼룸

[C1] Plenary Session : 4차 산업혁명과 기업 및 정부의 기술혁신전략

- 개 회 사 : 조근태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3분)

- 축    사 :  (추후) (5분)

- 발 표 1  : 김이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부회장) (30분)

 - 발 표 2  : 오영호 (전 공학한림원 회장) (30분) 

 - 발 표 3  :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 (30분) 

 - 기타 공지사항

15:10~15:30 휴식 (Networking Break)

2층 그랜드볼룸A 그랜드볼룸B 무궁화룸 로즈룸 동백룸

15:30~16:40
(70분)

[D1]특별세션
STEPI

[D2]특별세션
추격연구소

[D3]특별세션
영어

[D4]특별세션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MOT 교육

[D5]석박사
기술경영과 
기술금융

16:40~16:50 휴식  (Networking Break)

16:50~18:00
(70분)

[E1]특별세션
STEPI

[E2]특별세션
KISTEP

[E3]특별세션
고려대학교

[E4]일반
R&D관리

[E5]일반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18:10~  2017년 제1차 임시총회 및 만찬 –그랜드볼룸-

6.24(토) 관광단지 순회 (단, 우천시, 10인미만시 취소됩니다.)



   [A1] 석⋅박사과정 : 사용자행동 그랜드볼룸A

   좌장 : 곽기호 교수 (부경대학교)

   토론 : 
발표시간 09:20∼10: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온라인 게임 가상재화와 오프라인 소비행동의 상관관계 연구

: 온라인 게임 아이템의 특징과 소비가치의 관계

허노영,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2
온라인 구전(E-WOM) 동기와 뉴스가치가 뉴스 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최초공유와 재공유 차이를 중심으로

박인영,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3
중국 보건의료 사용자 혁신의 혁신단계별 핵심요인 연구

: 사례기반 퍼지집합 질적 비교 분석 적용

김동우, 이상원, 신준석

(성균관대학교)

4
사용자 컨텍스트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의 핵심 기능 탐색

: SAO 네트워크 분석

한민탁, 김영준, 박용태

(서울대학교)

5
O2O서비스 정보중개기능의 경제적 효과 연구

: 서비스 재화의 질적 정보중개기능의 관점에서

임지선(연세대학교),

안소영(국제원산지정보원)

   [A2] 석⋅박사과정 : 기술혁신 전략 그랜드볼룸B

   좌장 :  임채성 교수 (건국대학교)

   토론 :  김연배 교수 (서울대학교)
발표시간 09:20∼10: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이슈 분석
간치멕, 전승우, 송민경 ,김수연, 

전정환(경상대학교)

2 한국기업의 해외기술획득 전략 유형화
강성룡(KIAT), 김진우(연세대학교), 

정구진, 노희용(아주대학교)

3 추격국의 역량 축적 과정에서 출현한 상호 학습의 탐색적 연구
박지윤, 정재용

(KAIST)

4 한국고속철도 기술추격 과정에 관한 연구
김성태, 김병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A3] 석⋅박사과정 : R&D관리 무궁화룸

   좌장 : 조용래 박사 (STEPI)

   토론 : 
발표시간 09:20∼10: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연구개발 프로세스에서의 배치 사이즈 결정에 관한 연구

: 시스템 다이내믹스 접근법 활용

서효석, 이희정

(한양대학교)

2 기초과학 학문 분야별 연구 특성 분석
배석현, 심영대,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3
국가R&D과제 선정체계의 진입규제성

: 한국연구재단의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류태경, 김태윤

(한양대학교)

4
이공계 인력중개 센터 분석을 통한 이공계 구인⦁구직 활성화 

방안 연구

유정제, 박문수

(SUNY Korea)

   [B1] 석⋅박사과정 : 기술혁신전략 그랜드볼룸A

   좌장 :  이규태 교수 (서강대학교)

   토론 :  정동진 박사 (KIAT)
발표시간 10:4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From Global Value Chains (GVC) to Innovation Systems 

for Local Value Chains

이근(서울대학교),

 Marina Szapiro, 

마오주칭(서울대학교)

2
텍스트 마이닝과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이슈 분석

김홍직, 김은희

(전남대학교)

3
기업에 대한 정부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 정책목표별 효과차이를 중심으로

배진희(한양대학교), 

강원진(다원전략컨설팅),

김흥규(단국대학교)

4
제조 중소기업의 효율적 스마트 공장 구축 방안 도출 

: 정부 지원사업 수혜기업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강정석,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B2] 일반세션 : 국가R&D 전략 그랜드볼룸B

   좌장 : 안준모 교수 (서강대학교)

   토론 : 
발표시간 10:4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초고성능컴퓨팅 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혁신요소 분석
고명주, 조규진

(KISTI)

2
효율성 분석을 통한 슈퍼컴퓨터 성능평가

: Top500 리스트를 중심으로

김남규

(KISTI)

3
국토교통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R&D 혁신전략 

및 성과

박재민, 이종원, 김강석, 김창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3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운영 정책의 시기별 평가
윤수진

(KISTEP)

5
복합제품시스템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해양플랜트 

산업의 난관

곽기호

(부경대학교)

   [B3] 특별세션 : 영어 무궁화룸

   좌장 :  정재용 교수 (KAIST)

   토론 :  박문수 교수 (SUNY Korea)
발표시간 10:4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Latecomer economy’s challenge in diffusing frontier 

technology: The case of online electric vehicle in Korea

강동인, 정재용

(KAIST)

2
Learning by doing effect on reduction of production cost 

of U.S. shale E&P player

김종현, 이용길

(인하대학교)

3

The effect of a firm's financial distress on the additionality 

of government-sponsored R&D projects: The case of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마형렬, James,Debra

(SUNY Korea)



   [B4] 일반세션 : 재난분야 기술경영 로즈룸

   좌장 : 이용길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 : 
발표시간 10:4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재난안전분야 공동연구의 기업참여현황 분석
이향이, 임수정, 박덕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미세먼지 리스크 예측
이동현, 서준원, 김윤환, 이상목, 

장수영(한국산업기술대학교)

3 발전부문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비용효과분석

이미숙(창원대학교), 

구윤모(서울대학교), 

신정우(경희대학교)

4 규모분석을 통한 재난안전산업의 실태 및 발전방안
임수정, 이유림, 박덕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5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국민관심도 반영 재난안전산업 

육성방안 

박덕근, 임수정, 이유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D1] 특별세션 :　STEPI I 그랜드볼룸A

   좌장 :   

   토론 :
발표시간 15:30∼16:4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주요국 대학, 공공연구기관 경쟁력 평가

: IT, BT, ST 분야 논문 서지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강희종, 김기국

2 이머징 기술이슈의 성장 패턴 연구: 트랜스휴머니즘을 중심으로 박성원, 진설아

3 한국 기업의 R&D 투자와 매출 성과: 상장기업 대상 김태양

4 과학기술 출연(연)의 연구 환경 진단 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홍성민, 손경현, 정미나



   [D2] 특별세션 : 경제추격연구소 그랜드볼룸B

   좌장 : 발표시간 15:30∼16:4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IPRs, Innovation  and Economic Catch-up at firm, sector 

and country levels: A latecomer perspective
이근(서울대학교)

2

Investment Climate, Innovation Systems, and International 

Integration on Firm Productivity in Developing Countries: 

Comparing their Relative Effects by Multilevel Analysis

Mahyar

3

Science and Technology Trajectories towards Post-catching 

Up Development: Insights from publishing and patenting 

activities of China and South Korea

Wong Chan-Yuan

   [D3] 특별세션 : 영어 무궁화룸

   좌장 :  배종태 교수 (KAIST)

   토론 :  김은희 교수 (전남대학교), 윤지환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시간 15:30∼16:4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A review of the Government digital strategy in the loT 

and 5G era -The case of V2X (Vehicle-to-Everything) and 

loE (Internet of Energy)

이미경

(SUNY Korea)

2
Feasibility Study on Establishment Plan of HRD 

Infrastructure for an African Country

이종일, 박문수, 권상화, 유정제

(SUNY Korea)

3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Korean ODA Efforts for the 

Ghanaian Energy Sector

Boburjon, Charis, 이종일

(SUNY Korea)

4
Energy Architecture Performance of Korea and Paraguay: 

Causes, Effects and Implications 

박민수, 이종일

(SUNY Korea)

5
Contingent Approach for Market and Nonmarket Oriented 

Environmental Innovations 

최현도(조선대학교),

이동규(한국조세재정연구원)



   [D4] 특별세션 :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MOT 교육 로즈룸

   좌장 : 발표시간 15:30∼16:4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2

3

   [D5] 석⋅박사과정 : 기술경영과 기술금융 동백룸

   좌장 :  조현대 박사 (STEPI)

   토론 :  조용곤 박사 (KEIT)
발표시간 15:30∼16:4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간조직형 협력네트워크 구축사례 연구
이승희, 김갑수

(KAIST)

2
공공조달과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중심으로

이민철, 정태현

(한양대학교)

3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 규명
한동훈, 조근태

(성균관대학교)

4
한국기업의 신용정보 데이터 분석과 이를 통한 창업기업 금융

정책 시사점 도출

이래형, 김갑수

(KAIST)



   [E1] 특별세션 : STEPI II 그랜드볼룸A

   좌장 : 

   토론 : 
발표시간 16:50∼18: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국내 숙박공유 현황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에어비앤비 사례를 중심으로
오승희, 김선지, 최수민

2
융합의 영향에 따른 기술혁신패턴의 변화

: 한국의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이광호, 이주영

3 오픈사이언스에 대한 연구자 인식조사 연구 안형준, 최태정, 정현승

4 저성장에 따른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방향성 검토 정장훈

   [E2] 특별세션 : KISTEP 그랜드볼룸B

   좌장 : 손병호 박사 (KISTEP)

   토론 : 이용길 교수 (인하대학교), 노민선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발표시간 16:50∼18: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제 내 「지식재산」 용례 분석을 통한 

저작물 보호 공백 연구
이재훈, 김현민

2
다중대체법을 활용한 한국 국가혁신체제의 효율성 진단과 개선

방안 연구
엄익천

3
경력구조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효과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김승태, 정수현

4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홍찬영, 임현



   [E3] 특별세션 : 고려대학교 무궁화룸

   좌장 : 김영준 교수 (고려대학교) 발표시간 16:50∼18: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출연(연) 융합연구사업 전주기 체계 분석

: 기획, 지원, 성과 중심으로
조지혁, 김영준

2 한국 벤처캐피탈리스트의 투자의사결정기준에 대한 연구 구중회, 김영준, 이수용, 김도현

3 한국 대학 스핀오프 생성의 결정요인 김한준, 김영준

4 한국과학기술지주 출자기업의 성과 영향요인 분석 류지호, 김영준

   [E4] 일반세션 : R&D 관리 로즈룸

   좌장 :  김연배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 :　김민기 박사 (KISTEP)
발표시간 16:50∼18: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TLO)과 기술이전 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윤장호(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미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대식(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연구개발의 고령화, 기술혁신의 절벽

정동진(KIAT),

김연배(서울대학교),

홍세원(한국기술평가)

3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진단과 

액션플랜에 관한 연구(뿌리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박문수, 이종일

(SUNY Korea)

4
중소기업 관점의 산학연 협력에 관한 실증 연구

: 전국 및 인천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박문수, 이종일(SUNY Korea), 

한성호, 김동관

((재)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E5] 일반세션 : 과학기술 및 창업정책 동백룸

   좌장 :  이종일 교수 (SUNY Korea)

   토론 :　안준모 교수 (서강대학교)
발표시간 16:50∼18: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청소년 과학기술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강경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성원(STEPI)

3 사회에 책임지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고찰
고은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김연배(서울대학교)

4 ODA를 통한 해외 생명연구자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박미영(국가연구소재중앙센터)

5 이전된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민재웅(KAIT), 김영준(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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