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경영경제학회 추계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일정안내
■ 일시 : 2017년 11월 4일(토) 13시30분~18시40분

■ 장소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수원)

■ 후원 : 성균관대학교 MOT, 한양대학교 MOT, 대홍코스텍 ㈜, ㈜ ABB 코리아
■ 주최 : (사)기술경영경제학회 

시간 2017 추계 심포지움 및 학술대회 일정

13:30~14:00 등록 및 명찰배부   - 학술정보관 오디토리움 지하 1층 -

14:00~14:10 10분
인사말 조근태 기술경영경제학회장

환영사 유지범 성균관대학교 부총장

14:10~14:40 30분 발표1. 4차산업 혁명과 ABB의 대응 정현모 ABB코리아 부사장

14:45~15:15 30분 발표2. 4차산업 혁명과 벤처기업의 대응 이의준 벤처기업협회 부회장

15:20~15:50 30분 발표3. 세계경제 메가트렌드와 중소기업정책방향 김문환 중소벤처기업부 국장

15:50~16:10 20분 휴식 및 이동     - 학술정보관에서 제2공학관 (26동)으로 -

제2공학관 1층  <26108호> 1층 <26110호>

16:10~17:20 70분

[A1]일반 · 석박사 발표: 혁신관리
좌장 : 정재용교수(KAIST)

[A2]일반 · 석박사 발표: 기술전략
좌장 : 양동우교수(호서대학교)

1. 기술혁신을 위한 정부지원제도의 효과
 오완근(한국외대), 송치웅(STEPI)

1. SWOT-AHP 분석을 통한 지속가능수산 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 기술혁신의 관점을 포함하여

박지해, 천동필(부경대)2. The government role in digital era innovation: 
the case of electronic authentication policy in Korea
손원배, 박문수, James F. Larson(SUNY Korea) 2. ‘기술혁신연구’를 통해 본 한국의 기술

혁신연구 동향과 과제

송민근, 이병헌(광운대)

3. 기업가적 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정민, 김병근(한기대)
3. 텍스트 분석을 통한 기술혁신연구의 네트

워크 구조 분석

김선영(광운대), 이병헌(광운대)

4. 보건의료 사용자 혁신의 핵심요인 연구 
-중국, 독일 사례기반 퍼지집합 질적 비교 분석 적용-

김동우, 이상원, 신준석(성균관대)

17:20~17:30 10분 휴식

17:30~18:40 70분

[B1]일반 · 석박사 발표: 기술관리
 좌장 : 안준모교수(서강대학교)

[B2]일반 · 석박사 발표: 기술창업  
좌장 : 김연배교수(서울대학교)

1. 유망기술 모니터링 지표 적합성평가

오은경, 이용승, 신준석(성균관대)

1. ERP시장을 둘러싼 기술혁신과 AI의 역할

조규동((주)멀티북)

2. 기술집약도에 따른 제조업 주요업종별 효

율성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황동현, 박재민(건국대)

2.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창업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

박대식, 조근태(성균관대)

3. 연료유의 기본 품질 및 성상에 대한 연구

황광택, 김도영(광운대)

3.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해충돌 

규정을 중심으로

구본진, 김상완, 김훈배(KISTEP)

18:40~ 폐회 및 만찬 (교직원 식당 4층)

학술위원장: 이규태(서강대)
학 술 위원: 곽기호(부경대), 김연배(서울대), 김은희(전남대), 박태영(한양대), 배성주(연세대),
          : 안준모(서강대), 윤지환(고려대), 이창용(UNIST), 정태현(한양대), 차민석(창원대),
          :: 홍재범(부경대), 황정태(한림대)
                                                    ※ 상기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자가용이용

-과천-봉담간 고속화 국도(312)

 -월암IC(좌회전) → 성균관대역(우회전, 지하차도를 타지마세요~) → 성대

 -서수원IC(좌회전) → 성대사거리(좌회전) → 사거리(우회전) → 성대

-1번국도(경수산업도로) 

 -의왕IC → 지지대고개 → 발안,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신갈-안산 고속도로(50)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경부 고속도로(1)

 -신갈분기점(좌회전) → 신갈-안산 고속도로(안산방향) → 북수원IC → 지지대고개 → 

  발안,성대방향(우회전) → 성균관대역 → 성대 

지하철이용

1호선 성균관대역 하차 후 도보로 5~10분 거리 (4호선을 이용하여, 금정역에서 1호선 수원행 환승)

버스이용   62-1번, 82-2번, 39번

시외버스이용  7790번, 7800번, 300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