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동계학술대회 논문모집 안내
기술경영경제학회(KOSIME)는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정책 부문의 국내 대표 학회로서
1992년에 창립하여 「기술혁신(Innovation)」에 대한 경영/경제/정책/공학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이론/지식/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① 기술혁신연구의 학문발전을 
추구하고, ② 산업현장과 교류하면서 국내외 산업계의 성공사례를 발굴/학습/보급하고 또 
기술혁신활동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산업계에 제시하며, ③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수립/실행과 
과학기술기반 선진사회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서는 매년 세 차례(하계/추계/동계)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행사는 기술경영/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마당이 됨과 동시에 
회원간 교류, 산학연계, 국제교류 등 소통의 장이 되는 중요한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는 2월 「2018 동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 일시: 2018년 2월 2일(금) ~ 2월 3일(토)

        ■ 장소: 한국과학기술원 KAIST –대전시 유성구-

        ■ 주제: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 또는 또다른 추격인가?

         ※ 초록접수 : 2018년  1월 18일까지 / 논문완성본 접수 : 2018년  1월 22일까지  

                                       

2018년 1월 3일
                                 

 기술경영경제학회장 조근태

 학술위원장 이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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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최 : 기술경영경제학회
■ 후원 :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08:30~ 등록: 명찰 및 식권배부

09:00
~10:20

(80분)

[A1] [A2] [A3] [A4]

석박사 석박사 석박사 석박사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0:30
~11:50

(80분)

[D3]일반논문 [B2]일반논문 [B3]석박사 [B4]석박사

일반논문 일반논문 석박사 석박사

11:50
~12:50

(60분)

오      찬 : 

이사회개최 : 

12:50
~13:50

(60분)

[C1] Plenary Session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기회 또는 또다른 추격인가?>

- 개    회  사 : 조근태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 환영사 · 축사 : 추후

- 기조연설 1 : 추후

- 기조연설 2 : 추후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4:00
~15:20

(80분)

[D1]특별세션 [D2]특별세션 [D3]일반논문 [D4]일반논문

특별세션 특별세션 일반논문 일반논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5:30
~16:50

(80분)

[E1]특별세션 [E2]특별세션 [E3]일반논문 [E4]일반논문

부경대학교 특별세션 일반논문 일반논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7:00
~18:20

(80분)

[F1]특별세션 [F2]석박사 [F3]석박사 [F4]석박사

호서대학교 석박사 석박사 석박사

18:20
~20:00

정기총회 및 만찬 

2/11 (토) 산업시찰 당일 10인미만 인원 참가시 취소될 수 있음)

     ※ 일정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동계학술대회 주요내용 

     - Plenary Session  주제: 4차산업은 우리에게 기회 또는 또다른 추격인가?

    - Parallel Session      

   ① 석·박사과정 학술발표회 

    ② 일반과정 학술발표회(기술경영/경제·정책)

    ③ SPECIAL Session : 부경대학교, 호서대학교                         

     - 관련분야 참석자간 교류 

2. 발표논문 모집분야

 I. 기술경영, 연구관리분야
◇ 기술전략 수립/실행 ◇ 기술의 전략적 활용 ◇ 기술습득, 핵심기술역량

◇ 기술예측 및 평가 ◇ 기술기획 및 분석 ◇ 신제품개발 및 사업화

◇ 연구과제 관리 ◇ 연구인력 관리 ◇ 연구조직 및 연구문화

◇ R&D 국제화 ◇ 연구개발 전략 ◇ 기술혁신모형

◇ Entrepreneurship ◇ 첨단기술관리 ◇ 서비스산업 기술관리

◇ 산학연 협동과 기술 ◇ R&D Network ◇ 기술경영기법

◇ 기술정보 ◇ 기술혁신 성패요인 ◇ 기술경영과 컴퓨터응용

◇ 생산기술관리 ◇ 기술경영의 계량분석 ◇ CTO 및 P/L의 역할

◇ 학습조직과 기술 ◇ 기술과 문화 ◇ 기업기술경영 사례

◇ 연구소 지식경영 ◇ 연구소 지식관리시스템 ◇ 지식경영 구현기법

◇ 네트워크기반구조와 인터넷 ◇ 인터넷과 연구개발 ◇ 조직 혁신 관리 

 Ⅱ. 기술경제, 기술정책분야

◇ 과학기술정책분석 ◇ 기술진보와 경제성장 ◇ 산업구조와 기술혁신

◇ 국가연구개발사업 ◇ 지역과학기술정책 ◇ 과학기술단지

◇ 산학연 협동  ◇ WTO와 기술정책 ◇ 국제과학기술협력

◇ 국가기술혁신시스템 ◇ 환경친화적 기술개발 ◇ 과학기술교육과 인력양성

◇ 기술이전 ◇ 정보통신기술정책 ◇ 국방과학기술정책/국방기술기획

◇ 기초연구육성 ◇ 과학기술하부구조 ◇ 과학기술자의 역할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기술과 고용창출 ◇ 기술발전과 사회발전

[1]일반 논문발표(기술경영 Session, 기술경제/정책 Session으로 구분)

[2]대학원 석/박사과정Colloquium

   - 대학원 석/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로서 논문 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논문의

     연구방향, 내용을 요약하여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석사, 박사과정 구분)

   ▶초  록  접   수 : 2018년  1월 18일까지  기일엄수

   ▶논문완성본 접수 : 2018년  1월 22일까지  기일엄수

   ▶접  수  방  법  : 홈페이지 접수 http://www.technology.or.kr/ 

    * 이메일접수는 받지않고 있사오니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주시면 됩니다.



   ⋇ 논문 접수시 참고사항

   - 초록은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해주십시오. 

   - 특강이나 Tutorial을 제외하고, 학회에서 발표되는 모든 초록과 최종 논문은 HWP파일로 작성하고

     분량은 5매∼20매 이내여야 하며, 초록-본문-참고문헌의 형태로 작성해주십시오.

   - 제출시, 메일내용에 이름, 소속, 연락처, 발표희망분야(일반, 석사, 박사)를 표기하여 주십시오.

   - 발표자는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접수해주십시오.

   - 자세한 작성요령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3. 학술대회 참가 신청안내

 [1] 참가대상 및 기타

  - 발표자는 학회에 가입된 회원이어야 하며, 일반참석은 회원 및 비회원 모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실 경우, 발표자가 아닌 공저자도 참가신청서를 접수해주셔야 합니다.)

 [2] 참가비 : 학생 3만원, 일반 6만원, 비회원 15만원 

 [3] 참가접수 1/26 (금)까지 (접수마감 이후에는 현장등록(현금결재)만 가능합니다.     

    참가접수 : 추후 링크  ⋇카드결재: 홈페이지 내 신청서창에서만 가능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581193 (사)기술경영경제학회 “홍길동-참가비 or 학생회원”으로 기재

    회원가입, 참가비의 증빙을 계산서로 하실 분은 학회 이메일로 신청해주세요.

 [4] 숙박안내 : 추후

  ◇ 대  상 : 기경학회 회원으로 학회참석하시는 분

  ◇ 예약일 : 1/31(화) 오전10까지 선착순마감 (이메일 신청 시 “동계학술대회 숙박신청“표시)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7-581193 (사)기술경영경제학회  “홍길동-숙박”으로 기재

더블 숙소 제공가능일 2/9(목)~2/11(토) / 체크인14시, 체크아웃 11시 엄수

트윈 조식은 제공 안 됨  (건물앞쪽 “라운지O" 식사가능)

온돌 입실인원은 2인이며, 1인 초과 시 추가요금 만원

4. 조직위원        

 <2018 동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이규태(서강대학교), 박상문(강원대학교)

학 술 위 원

곽기호(부경대) 김연배(서울대) 김은희(전남대) 박태영(한양대) 배성주(연세대)

안준모(서강대) 윤지환(고려대) 이창용(UNIST) 정태현(한양대) 차민석(창원대)

홍재범(부경대) 황정태(한림대)

▶ 사무국 : 정진욱 간사 02)877-2310 010-5222-0374  sime@hanmail.net



5. 행사장안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http://www.kaist.ac.kr/html/kr/kaist/kaist_01070607.html 

<승용차이용>

북대전 IC (소요시간 : 약25분)
북대전 IC 진출 후 삼거리에서 유성·대덕연구개발특구 방면으로 좌회전 → 화암네거리에서 직진 → 도
룡삼거리(대덕과학문화센터 앞)에서 시청·정부청사방면으로 우회전 → 과학공원네거리에서 유성·과학기
술원 방면으로 우회전 → 구성삼거리에서 약700m 직진 -> KAIST 정문 

유성 IC (소요시간 : 약20분)
유성 IC 진출 후 유성 IC 삼거리에서 우회전 → 월드컵네거리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우회전 → 궁
동네거리에서 직진 후 지하차도 옆길 진입 → 충대정문오거리에서 좌측방향 직진 → 유성구청 → 
KAIST 정문 

신탄진 IC (소요시간 : 약30분)
신탄진IC 진출 후 신탄진로 대전역(정부대전청사) 방면으로 우회전 → 갑천도시고속도로 우측 고속화
도로 진입 → 갑천도시고속도로 중리동(원촌동) 방면으로 우측도로 이동 → 갑천도시고속도로 시청방
면으로 우회전 → 원촌삼거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방면 좌회전 → 구성삼거리에서 약700m 직진 → 
KAIST 정문

<대중교통 이용시>
택시
정부대전청사 시외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약 10분) 고속버스 터미널 옆 택시 승강장 이용
유성금호고속터미널 (소요시간 : 약 10분) 택시 이용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약 10분)
터미널 맞은편에서 택시 이용

버스
정부대전청사 시외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약 20분) 정부대전청사서문정류장에서 604번 승차 → 
KAIST 동문 건너편(원자력안전기술원정류장) 하차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소요시간 : 약 35분) 터미널 길건너 유성시외버스정류장에서 121번버스 승차 → 
KAIST 정문 하차



<대전역에서 출발>
지하철 (소요시간 : 약 30분)
지하철(대전역) 승차 → 월평역 하차 → 택시 이동(약1.7km)

■지하철역 셔틀버스 운행(월평(KAIST)역) 
운행일 : 평일만 운행(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제외)
■(월평(KAIST)역) 출발 시간표: 월평역 출발 → KAIST 운행
08:28(출근버스), 09:40, 10:40, 11:40, 13:40, 14:40, 15:40, 16:40, 17:40
승차 장소: 월평역 3번 출구 → 50m → 버스 정류장 옆
■(KAIST) 출발 시간표: KAIST 출발 → 월평역 운행
09:00, 10:00, 11: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10(퇴근버스)
승차장소: 대강당(E15건물) 앞 → 교육지원동(W8 건물)옆Information Center 앞 → 오리연못(정문쪽)앞

버스(소요시간: 약 40분)
■606번 버스 → 104번(KAIST정문),604번(KAIST 후문하차) (환승)
※ 역 광장을 나와 오른편으로 300m 이동, 신안과 앞에서 606번 승차 → 서구보건소에서 내려 환승 
택시(소요시간: 약 25분)
■역 광장을 나와 오른쪽 택시 승강장 이용

<서대전역에서 출발>
지하철 (소요시간 : 약 40분)
■지하철(오룡역) 승차 → 월평역 하차 → 택시 이동(약1.7km)
※ 월평역 E-mart Traders 맞은편 KAIST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무료셔틀 이용가능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셔틀버스 안내 참조)
택시 (약 20분)
■역 광장을 지나 2차선 도로를 건넌 뒤 택시 이용
※ 서대전역(호남역)에서는 간편한 환승 버스 노선이 없는 상태로 택시 이용 바람. 

<셔틀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