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기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 기술경영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일정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공학1관(부산)
■ 주최 : 기술경영경제학회
■ 후원 : 기술보증기금, 부경대학교, STEPI,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부산연구개발지원단), 한양대학교, 호서대학교

09:30~ 등록 및 명찰, 인쇄물배부  <공학 1관>

10:00
~11:20

(80분)

[A1] 석박사 [A2] 석박사 [A3] 석박사 [A4] 석박사

공학1관 <210호> 공학1관 <211호> 공학1관 <212호> 공학1관 <213호>

11:30
~12:50

(80분)
오찬 및 이사회 개최(미래관)

13:00
~14:20

(80분)

장소 : 공학1관 <319호>

[B1]  Plenary Session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 사     회 : 옥영석 교수 (부경대, 2019 동계학술대회 조직위원장)

○ 개  회 사 : 정재용 회장 (기술경영경제학회)

○ 환  영 사 : 김동준 부총장 (부경대)

○ 축     사 : 정윤모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 축     사 : 김병진 원장 (부산과학기술진흥원)

○ 주제 발표 : 박영일 교수 (이화여대, 前 과기부 차관)

○ 패널  토론

    - 이공래 교수 (DGIST, 좌장)

    - 박영일 교수 (이화여대)

    - 곽영철 이사 (기술보증기금)

    - 김정언 박사 (KISDI ICT전략연구실장)

    - 김  호 박사 (BISTEP 정책연구본부장)

    - 홍재범 교수 (부경대)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4:30
~15:50

(80분)

[C1]일반논문 [C2]일반논문 [C3]일반논문 [C4]특별세션_

공학1관 <210호> 공학1관 <211호> 공학1관 <212호> 공학1관 <213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6:00
~17:20

(80분)

[D1]석박사 [D2]석박사 [D3]석박사 [D4]특별세션

공학1관 <210호> 공학1관 <211호> 공학1관 <212호> 공학1관 <319호>

휴식 10분 (Networking Break)

17:30
~19:00

만찬 및 정기총회 개최 (미래관)



   [A1] 석⋅박사과정 : 혁신성과 공학1호관 <210호>

   좌장 및 토론: 박찬수(STEPI)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분위회귀분석을 통한 연구개발지출, 기업규모, 부채비율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김현진, 박선영(경북대)

2
공공연구조직의 리더-구성원 교환관계(LMX)가 창의성과 생

산성에 미치는 영향
김윤선 , 김병근(한국기술교육대)

3

Influences of openness on innovation performance under 

different appropriability conditions: the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n SMEs 

PONGSATORN NAKSUTH, Jae-Yong 

Choung  (KAIST)

   [A2] 석⋅박사과정 : 산업혁신 공학1호관 <211호>

   좌장 및 토론: 이민규(부경대)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가격변화와 학습곡선 연구 이용선, 김병근(한국기술교육대)

2
환경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 

LG화학 사례를 중심으로
허진영, 정재용(KAIST)

3
가상현실(VR) 활용 산업 분석을 통한 

서비스 분류체계 개발
김동하, 신재우, 임춘성(연세대)



   [A3] 석⋅박사과정 : 신재생에너지 공학1호관 <212호>

   좌장 및 토론: 배성주(연세대)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When walkers learn to run in an undefined soft 

institution:  The case of hydrogen fuel cell vehicle in 

Korea

Dong-In Kang, Jae-Yong Choung  

(KAIST)

2
주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추정모형 비교 연구
성연호, 이민규(부경대), 이철용(부산대)

3
Cost Benefit Analysis of Electricity Power Generation from 

Geothermal Energy In Kotamobagu, Indonesia

Margareth Tifanny Salindeho, 

이민규(부경대)

  [A4] 석박사발표 : 조직혁신 공학1호관 <213호>

   좌장 및 토론: 곽기호(부경대) 발표시간 10:00∼11: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장기요양시설 운영수익성에 대한 연구 강민지, 배성호(경북대)

2
경쟁가치모형을 통한 조직문화 및 하위문화 형성요인:

A사 사례를 중심으로
신서화, 허문구(경북대)

3
교육훈련의 효과성에 대한 직원의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조절효과
김예진, 정구혁, 이병헌(광운대)



   [C1] 일반논문 : 특허가치 공학1호관 <210호>

   좌장 : 서의호(POSTECH) 발표시간 14:30∼15: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지식재산기반 창업의 효과 및 시사점: 주요 창업성과에 대

한 특허기반 창업의 영향
정두희(한동대)

백철우

(덕성여대)

2 Estimation of Generalized Production Function 김병우(한국교통대)
김남일

(KAIST)

3
Patent Valuation: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ackward Citation and Forward Citation of Patents

허원창, 

오준병(인하대)

김남일

(KAIST)

   [C2] 일반논문 : 혁신시스템 공학1호관 <211호>

   좌장 : 이정원(STEPI) 발표시간 14:30∼15: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과학기술분야 공공기관 법제 현황과 발전방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정동진(한국산업

기술진흥원)

2 자동차 아키텍처의 모듈화 진전: 승용차 사례를 중심으로 곽기호(부경대) 권규현(한양대)

3
창조적 R&D를 위한 새로운 R&D 깨달음경영학(MOSEE)의 

5차원 의식(영성)경영 및 자기계발 교육기법 연구
이재윤(중앙대) 박상문(강원대)

4 4次産業革命時代에 어떻게 敎育할 것인가? 강철승(중앙대) 박상문(강원대)



   [C3] 일반논문 : 혁신전략 공학1호관 <212호>

   좌장 : 임홍탁(부경대) 발표시간 14:30∼15: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외부지식학습 유형에 따른 제품혁신성과
이재근,허문구

(경북대)
이병헌(광운대)

2

Ambidexterity of R&D collaboration impact on SMEs 

Innovation Performance: Focus on Moderate Effect of 

Absorptive Capability 

Sunyoung Kim

Byungheon Lee 

(광운대)

김용원

(도로교통공사)

3 기업미래전략과 혁신에 대한 고찰
윤지환,김영준

(고려대)
우한균(UNIST)

4 플랫폼 거버넌스에 관한 이론적 소고
하윤상, 이삼열

(연세대)
홍재범(부경대)

   [C4] 특별세션 : BISTEP 공학1호관 <213호>

   좌장 및 토론: 천동필(부경대) 발표시간 14:30∼15: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공동저자 토론자

1
지역 기술융합 잠재력에 기반한 부산 제조업의 미래방향 

선정 연구

한웅규, 홍자연

(BISTEP)

천동필(부경대)2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정윤정, 김대호,

정성문(BISTEP)

3 지역과학기술 시민참여에 대한 부산시민의 인식과 특성
채윤식, 김호

(BISTEP)



  [D1] 석박사발표 : 지식네트워크 공학1호관 <210호>

  좌장 : 조현대(STEPI) 발표시간 16:00∼17: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후발국의 탈추격형 지식생산전략의 패턴분석 : 양자기술 관련 

지식흐름을 중심으로

강인제, 허진영, Naksuth 

Pongsatorn  박혜원 , 정재용 

(KAIST)

2
Social Network, Knowledge Network, and R&D 

Researchers’Exploratory Innovation in Technological Merger
김기원, 신승렬, 강진아(서울대)

3
한국과 일본 제약기업의 혁신전략: Convergence versus 

Divergence
서은영 , 정재용(KAIST)

4
동북아 3국간 LCD산업 추격 사이클: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의 산업 주도권 이전
남종열, 곽기호(부경대)

토론 : 김선영(광운대)

  [D2] 석박사발표 : 기업가정신 공학1호관 <211호>

  좌장 및 토론: 정윤정(BISTEP) 발표시간 16:00∼17: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혁신행동의 수준별 결정요인 및 문화특성의 조절효과 탐색: 창

업조직을 대상으로
송기륭 , 김경석(경북대)

2
기술창업기업 성과 영향요인 연구

: 사회적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신철호, 김병근(한국기술교육대)

3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 방안 연구

: ‘사회적 사내기업가’를 중심으로
이원철, 최종인(한밭대)



  [D3] 석박사발표 : 지역혁신시스템 공학1호관 <212호>

  좌장 : 정성문(BISTEP) 발표시간 16:00∼17: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지역 산업 집적 양상과 협력의 결정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최효지 , 김연배(서울대)

, 윤운종(워싱턴대학교)

2 지역혁신시스템과 기업가 정신에 관한 통합적 연구 류제우, 김병근(한국기술교육대)

3
When states push universities to change: Case of 

research-oriented university in Korea

강동인, 김영주, Nguyen Mai Chi, 

강인제, 정재용 (KAIST)

토론 : 김중현(BISTEP)

   [D4] 특별세션 : 한양대 Unlocking D.MOT : Digital + Data 공학1호관 <319호>

   좌장 : 김지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발표시간 16:00∼17:20

Session 1 산학연 D.MOT 이슈 발표 (16:00~16:40)

   - Issue 1 Business Intelligence based on Deep-learning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신택균 수석연구원)

   - Issue 2 빅데이터기반 제품수요공급 디지털 시뮬레이터 (KISTI 부울경지원장 강종석 박사)

   - Issue 3 D.MOT 교육 프로그램 및 산학협력 사례(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권규현교수)  

휴식 (16:40~16:50)

Session 2 패널토의  (16:50~17:20) 

    "데이터기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기술경영 경쟁력 강화 방안" 

      - 강종석 박사 (KISTI 부울경지원장)

      - 신택균 수석연구원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소)

      - 권규현 교수(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신승준 교수(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조대명 교수(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 최재영 교수(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