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기술경영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안)
■ 일시 : 2018년 2월 2일(금)~3일(토)        ■ 장소 : KAIST 창의학습관(E11) (대전시 유성구)
■ 주최 : 기술경영경제학회 

■ 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9:30~ 등록 및 명찰, 인쇄물배부  <창의학습관 (건물번호 E11)>

10:00
~11:20

(80분)

[A1] 석박사_기술경영·경제정책I [A2] 석박사_기술혁신

창의학습관 <201호> 창의학습관 <202호>

11:30
~12:50

(80분)

오찬 : 패컬티클럽 (건물번호 E5)

이사회개최 : 패컬티클럽 (건물번호 E5) 내 명예교수홀

13:00
~14:20

(80분)

KI빌딩
Matrix홀

(E4)

장소 : KI빌딩 (건물번호 E4) 2층 <Matrix홀>

[B1] Plenary Session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 또는 또다른 추격인가?>

- 개  회 사 : 조근태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 환  영 사 : 신성철 총장 (KAIST) 

- 기조연설 1 : 임채성교수 (건국대학교)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한국: 탈추격과 몰추격> 

- 기조연설 2 : 김소영교수 (KAIST)  <4차 산업혁명 회의론에 대한 再考 : 
기술-경제-사회의 Co-Design 가능성을 중심으로>

- 기조연설 3 : 임요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시대 과학기술기반 고급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 토론 : 플로어 자유토론 

휴식 20분 (Networking Break)

14:40
~16:00

(80분)

[C1]일반논문
_기술혁신과 정부정책

[C2]석박사
_기술혁신과 기업성과

[C3]특별세션
_호서대학교

창의학습관 <201호> 창의학습관 <202호> 창의학습관 <203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6:10
~17:30

(80분)

[D1]일반논문
_기술혁신 관리 

[D2]석박사
_기술관리

[D3]일반논문
_R&D 관리

[D4] 석박사
_기술경영·경제정책II

창의학습관 <201호> 창의학습관 <202호> 창의학습관 <203호> 창의학습관 <205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7:40
~19:00

정기총회 및 만찬(뷔페)  –교수회관(영빈관) (건물번호 N6)–

기술혁신연구 최우수, 우수논문 시상 및 학술대회 우수논문 시상

창의학습관에서 걸어서 5분거리
2/1 (목)
19시~

운영위원회의 : 장소-사랑담은 (KAIST근처 식당)

2/3 (토) 산업시찰 (당일 10인미만 인원 참가시 취소될 수 있음)

                                               ※ 상기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A1] 석⋅박사과정 : 기술경영 · 경제정책 I 창의학습관 <201호>

   좌장 및 토론 :  곽기호 교수 (부경대학교)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Exploring latecomer economy’s institutional learning 

process: The case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y in 

Korea

강동인, 정재용(KAIST)

2
창의적 시행착오를 축적한 아키텍트의 혁신체제 전환 통한 

우리나라 성장전략 방안 연구
여영준, 이정동(서울대)

3
태양광에너지발전 정책의 역사적 변화 과정 고찰 : 보급정책, 

산업생태계 형성, 연구개발 투자방향 측면에서
윤영철, 정재용(KAIST)

   [A2] 석⋅박사과정 : 기술혁신 창의학습관 <202호>

   좌장 및 토론 :  양동우 교수 (호서대학교)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핀테크 발전과 경로의존성효과에 관한 연구 구자영(연세대)

2

Exploring patterns in technological hype from the 

perspective of various data sources: search traffic, media, 

and patents

서민호, 박용태(서울대)

3 연구개발비 지출의 공시유형과 특허활동에 관한 연구 한지연, 조성표(경북대)

 



   [C1] 일반논문 : 기술혁신과 정부정책 창의학습관 <201호>

   좌장 :  이정원 박사 (STEPI) 발표시간 14:40∼16: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4차산업혁명시대 가상화폐에 과세가능한가? 강철승(중앙대) 박상문(강원대)

2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효과 분석 : 아이템사업화 지원을 

중심으로

김선우, 김보건

(STEPI)
박병기(호서대)

3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지역의 과학기술 대응 

: 부산 Future 909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한웅규, 이소민

(BISTEP)
김은희(전남대)

4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전환 효과 및 시사점 

: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문상민, 한상국

(연세대)
안준모(서강대)

  [C2] 석박사발표 : 기술혁신과 기업성과 창의학습관 <202호>

  좌장 및 토론 :  박문수 교수 (한국뉴욕주립대) 발표시간 14:40∼16: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연구개발지출의 증가가 미래 비정상 수익률과 미래 이익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 박선영(경북대)

2
정부 규제가 기업의 혁신투자에 미치는 영향

: 시장 특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창률, 안준모(서강대)

3
국제 합작회사의 지식 이전 실패 사례 연구

: 자동차 엔진제어시스템 사례 중심으로
유형준, 안준모(서강대)

4 Opportunities for disruptive innovations: The case of IDIS 조재영, 이장우(경북대)



   [D1] 일반세션 : 기술혁신 관리 창의학습관 <201호>

   좌장 :  조현대 박사 (STEPI) 발표시간 16:10∼17: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토론자

1 Estimation of Elasticity and Inefficiency 김병우(한국교통대) 강진원(KISTEP)

2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결정요인 분석
오완근(한국외대), 

송치웅(STEPI)
류민호(호서대)

3 4차 산업혁명관련 기업혁신변화에 대한 델피결과를 중심으로
김종석(KJS Group),

강진원(KISTEP)
안상진(KISTEP)

   [C3] 특별세션 : 호서대학교 창의학습관 <203호>

   좌장 :  박승범 교수 (호서대학교) 발표시간 14:40∼16: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ABL(Actual task Based Learning)기법을 통한 기업 현안문제점 

해결사례
하문영, 김수영, 박승범

2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Automotive 반도체의 불량률 

예측 연구
윤경식, 정희운, 박승범

3
대학교 연계 국책 과제를 통한 제품 상용화의 심화 연구 개발 

사례 (반도체 핵심 부품 국산화)
서병주, 김학수, 정희운

토론 :  이병헌 교수 (광운대학교), 천동필 교수 (부경대학교)



  [D2] 석박사발표 : 기술관리 창의학습관 <202호>

  좌장 및 토론 :  안준모 교수 (서강대학교) 발표시간 16:10∼17: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기술진보와 가격하락 정보에 대한 인지와 소비자의 조절초점이 

신제품 구매의도에 끼치는 영향
심유진, 이규태(서강대)

2 사회적 실재감이 온라인 공익연계마케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정윤서, 박영일(이화여대)

3
연구비 집행 행태가 연구성과에 미치는 영향 : 농식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례
채현, 조근태(성균관대)

4 게임개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 관리 요인에 관한 연구 최시내, 박영일(이화여대)

   [D3] 일반세션 : R&D 관리 창의학습관 <203호>

   좌장 :  현병환 교수 (대전대학교) 발표시간 16:10∼17: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토론자

1
출연(연) 연구자의 조직 내 초기 경력단계 정의와 경력목표 설정 

연구
엄미정(STEPI) 박문수(뉴욕주립대)

2
대학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의 자립화 지표개발 및 분석에 

관한 연구

박문수(뉴욕주립대),

류인호(㈜이산컨설팅)
정희운(호서대)

3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분류에 따른 서비스 평가 척도 개선 :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범국, 박용태

(서울대), 손창호

(육군 3사관학교)

박상문(강원대)



   [D4] 석⋅박사과정 : 기술경영 · 경제정책 II 창의학습관 <205호>

   좌장 및 토론 :  이정훈 교수 (연세대학교) 발표시간 16:10∼17:3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한국 액셀러레이터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김건우, 문성욱(서강대)

2
제품아키텍처 및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방안
변주미, 곽기호, 옥영석(부경대)

3 Public policy for digital era innovation
손원배,  James F. Larson, 

박문수(한국뉴욕주립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