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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회장 인사말

옥영석 부회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에 대한 박영일 전임회장님의 주제발표와 더불어 이공래 전임회장님의 사회로 기술보증기
금 임선형 연구소장, KISDI 김정언 박사, BISTEP의 김호 박사, 부경대 홍재범 교수의 토론이 있
었습니다.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신 부경대 옥영석 교수님과 곽기호 교수님, 그리고 학술위원장
으로 수고해 주신 박상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회를 후원해 주신 부경대, 한양
대, 호서대, STEPI, BISTEP, 기술보증기금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정재용 회장님의 노력으로 학회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그에 힘입어 올해는 여러가지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24-25일에는 대전대학교에서 기술혁신학회, 클러
스터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기술혁신학회 주관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3개 학회 공동 학술대
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학회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에서 6월 21일 개최 예
정인 하계학술대회는 STEPI 이정원 박사님이 조직위원장으로 수고해 주실 예정입니다. KISTEP
의 진천 이전을 기념하는 공동 심포지움도 년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학회와 정부 및 산업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정화진흥원, 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술혁신 정책 포럼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경영교육
발전을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간 협력사업도 준비 중입니다. 우리 학문 분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세대 배성주 교수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연구 어젠다를 발굴하고 기술혁신 연구와
AJTI 논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경영경제학회가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술혁신 연구를 선도하면서, 회원님들
간 활발한 학술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회의 여러 행사
와 사업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봄의 기운을 만끽하시길 기
원합니다.

(사)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이병헌 드림

안녕하십니까?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원 여러분.
2019년 기술경영경제학회 제 28대 회장으로 일하게 된 광운
대학교 이병헌 교수입니다.

지난 2월 15일 부경대학교에서 개최된 동계학술대회는 여러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동계학회까지 저희 학회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신 27대
정재용 회장님께 전 회원을 대표하여 감사 드립니다. 14일 저
녁 만찬에는 최근 아주대학교 학장으로 부임하신 서의호 교수
님, 조현대 전임회장님, 기술보증기금의 백경호 이사님을 비
롯하여 30분이 넘는 참석하셔서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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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 제62회 기술경영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

• 일시 : 2019년 2월 15일(금)
• 장소 :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공학1관(부산)
• 주제 :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 논문발표 : 36편 (일반논문 11편, 석·박사과정 22편, 특별세션 3편)
• 참가자 : 128명
• 우수발표논문 시상 :

구분 논문명 저자

석‧박사

Social Network, Knowledge Network, and R&D
Researchers’Exploratory Innovation in Technological
Merger

김기원, 신승렬, 강진
아 (서울대)

Influences of openness on innovation performance
under different appropriability conditions: the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n SMEs

Naksuth
Pongsatorn, 정재용

(KAIST)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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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tent Valuation: A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Backward Citation and Forward Citation of Patents

허원창, 오준병(인하
대)

특별세션
특허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의 신산업 창출 방안 연구
-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

정윤정, 김대호
(B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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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사업계획

사업 일시 장소 주최

춘계 공동 학술대회
2019년 5월 24일(금)

~25일(토)
대전대학교

기술혁신학회, 클러
스터학회, 기술경영

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 2019년 6월 21일(금) 제주 오리엔탈 호텔 기술경영경제학회

KISTEP공동 심포지엄 2019년 12월 예정 진천
KISTEP, 기술경영

경제학회

◈ 기술혁신 정책 포럼 운영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포럼
• 포럼 구성
- 학회 이사진, KISTEP, STEPI, 중기부, 산업부, 과기혁신본부, 금융위, 기술보증기금, 산업기
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연구원, 산업기술진흥협회, 국회 관련 상임위원, 
주요 산업계 대표 등 초청
• 운영 위원장: 홍재범 교수(사업위원장), 김원준 교수(대외협력위원장)
• 연 6회 내외 운영 예정

2. 과학기술정책 포럼
• 포럼 구성
- 학회 이사진, 과총 회원
• 운영 위원장: 이종일 교수(차기회장), 김원준 교수(대외협력위원장)
• 과총 협력 사업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포럼 시리즈 추진
- 6월 중 하계학회와 연계하여 추진 방안 검토(해외 연사 초청)
- 9월(과총 입법위원회와 협력)
- 11월(해외 연사 초청)

3. 4차산업혁명과 기술경영교육 발전을 위한 포럼
• 포럼 구성
- 학회 이사진 중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산업체 대표, 연구기관 대표 등
• 운영 위원장: 김영준 교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명준 박사(사업위원회 부위원장)
• KIAT 펀딩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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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활동 사업

1. 기술혁신 경영, 경제, 정책 분야의 연구 Agenda 발굴 사업
• 4차산업혁명과 플랫폼 경제의 확산에 대응한 새로운 연구 Agenda 발굴
- 국내외 최신 이론과 연구성과 리뷰, 새로운 연구과제 도출
• 사업 책임자: 배성주 교수(학술위원장)
- 학술위원회와 더불어 전체 회원들 중에서 자원자 선발하여 소규모 프로젝트팀을 구성
• 팀별 소규모 연구비 지원 예정
- STEPI,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과 예산 협의
• 연구결과는 ‘기술혁신연구’ 또는 AJTI에 게재

2. 기술혁신 경영, 경제, 정책 분야의 교육컨텐츠 개발 사업
• 기업의 기술혁신사례, 정부 정책 사례 등을 발굴
• 사업 책임자: 김영준 교수(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 공모를 통해 사례 개발팀을 모집하고, 심사 후 소정의 개발비 지원
- 개발된 사례는 논문으로 작성하여 기술혁신연구에 게재
• 사례개발비 펀딩: 산업기술진흥협회 등과 협의

3. 학술지 ‘기술혁신연구’ 발전방안 수립 및 시행
• 사업책임자: 이정동 교수(기술혁신연구 편집위원장)
- 각 분야별 부편집장 참여
• 읽히는 논문, 인용되는 연구를 모토로 학술지 논문의 혁신 방안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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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임원 및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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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소속 구분 성명 소속

회장 이병헌 광운대

이사
44인

신준석 성균관대학교

차기회장 이종일 SUNY KOREA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14인

김원준 KAIST 안준모 서강대학교

김영준 고려대학교 오동현 인하대학교

옥영석 부경대학교 오완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유석재 국가핵융합연구소 이규태 서강대학교

이정동 서울대학교 이기헌 연세대학교

이정원 STEPI 이연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원 호서대학교 임덕순 STEPI

이주연 아주대학교 정태현 한양대학교

최경현 한양대학교 추기능 해군사관학교

손병호 KISTEP 하태정 STEPI

우한균 UNIST 한성수 ETRI

이정훈 연세대학교 홍재범 부경대학교

양동우 호서대학교 황정태 한림대학교

오왕근 ㈜한서캠 강원진 ㈜다윈 전략컨설팅

이사
44인

강진아 서울대학교 오준병 인하대학교

곽기호 부경대학교 윤지환 고려대학교

김길선 서강대학교 권규현 한양대학교

김소영 KAIST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김연배 서울대학교 오명준 KIAT

김은희 전남대학교 안경애 디지털 타임스

김의석 한국조폐공사 김중현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문성욱 서강대학교 정두희 한동대학교

박군호 삼성SDS 이세준 STEPI

박상문 강원대학교 양현모 ㈜집현전략컨설팅

박승범 호서대학교 이삼열 연세대학교

박찬수 STEPI 배성주 연세대학교

백철우 덕성여대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서의호 POSTECH
감사

박태영 한양대학교

송치웅 STEPI 김치용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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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위원장 이정훈 교수(연세대)

부위원장
안준모

(서강대)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신준석

(성균관대)
이주성

(순천향대)

■ 기획위원회

학술위원장 박상문 교수(강원대), 배성주 교수(연세대)

학술위원
곽기호(부경대) 박승범(호서대) 정두희(한동대) 권규현(한양대)

윤지환(고려대) 이창용(UNIST) 이기헌(연세대)

■ 학술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정동 교수(서울대)

부편집장 신준석(성균관대) 이규태(서강대) 정태현(한양대) 추기능(해군사관학교)

편집위원

김흥규(단국대) 서용윤(부경대) 윤병운(동국대) 이용호(KISTI)

임동준(성균관대) 우한균(UNIST) 이주성(KAIST) 문성욱(서강대)

안준모(서강대) 정현주(KAIST) 최영록(UNIST) 김연배(서울대)

김영준(고려대) 김원준(KAIST) 서환주(한양대) 김태원(Univ.of Scranton)

윤지환(고려대) 김선우(STEPI) 엄기용(한국기술교육대) 장원준(산업연구원)

차민석(창원대) 김이경(KISTEP) 이성상(목원대)

■ 편집위원회

사업위원장 홍재범 교수(부경대)

부위원장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양현모

(㈜집현)
손병호

(KISTEP)
오명준
(KIAT)

김종훈
(산업기술진흥협회)

■ 사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원준 교수(KAIST)

부위원장 김중현(BISTEP) 곽기호(부경대) 이용길(인하대)

■ 대외협력위원회

재무·재정위원장 박찬수 박사(STEPI)

부위원장 백철우(덕성여대)

■ 재무·재정위원회

교육특별 위원장 김영준 교수(고려대)

부위원장 신준석(성균관대) 우한균(UNIST) 정태현(한양대) 이종원(호서대) 안준모(서강대)

■ 교육 특별 위원회

조직위원장 이정원 박사(STEPI)

■ 하계학회 조직위원



회원동정

허은녕 교수(서울대)

<보직선임>
한국자원경제학회 신임 회장
한국경제 2019.02.14. 18:57
한국자원경제학회는 14일 성균관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
시스템공학부 교수(사진)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허신임 회장은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국제학술지 ‘더 에너지 저널
(The Energy Journal)’ 편집위원을 지냈으며 에너지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
회,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이정훈 교수(연세대)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TFS)학술지 Most Cited
Paper 선정>
연세대 이정훈 교수 논문이 기술경영분야에서 저명한 국제학술지(5 year
impact factor 3.682/SSCI)인 TFS학술지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중 하나
로 선정되었다 . ‘Towards an effective framework for building smart
cities’(Vol. 89, 2014)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혁신성장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융합분야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를 기술경영관점에서 연구 한 사례로서,
Stanford경영대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례연구를 기반으로 이 교수는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매년 인덱스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스
마트시티관련 다양한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조규동 박사(멀티북)

<저서발간>
주식회사 멀티북 컨설턴트, 아시아대학교 대학원 강사,
아시아경영전략비지니스스쿨강사, 서울YMCA 월남시민연구소 연구원

발간일: 2018.12.25.
원문) 技術用途の不確実性と企業の戦略行動: 産業の衰退とその対応
한역) 기술용도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전략행동 ; 산업의 쇠퇴와 대응

장영하 박사

<소속변경>
직장: SPRU, University of Sussex (영국 Brighton 소재)
직위: Teaching Fellow in Innovation Management
이메일: youngha.chang@sussex.ac.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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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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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논문명

성지은 과학기술행정체제 및 혁신 거버넌스 연구의 현황과 과제

임수정⋅박덕근 소셜미디어 분석을 활용한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수립방안

구본진⋅김상완⋅김훈배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해충돌 규정을 중심으로

박창대⋅안승구⋅박중구
한국 R&D투자의 기술수준별 제조업 구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산업연관표 활용

저자명 논문명

황정아⋅이정민⋅박경민⋅
최인철⋅송창현⋅김연배

국가문화와 기술혁신 활동의 상호 관계에 대한 탐구:
문헌고찰과 새로운 논의 및 연구방향

이응석⋅김병근
기업가 지향성과 개방적 조직문화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방형 혁신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백서인⋅이성민⋅이덕희 한⋅중 조선 산업의 제품 아키텍처와 조직역량에 관한 연구

곽기호⋅이은주
스마트폰 산업에서의 주도권 이전:
중국의 부상과 우리나라의 쇠퇴에 관한 사례 연구

김재천⋅손석현 중소기업의 기술력평가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의 타당성 연구

저자명 논문명

박은영⋅고명주⋅조근태 소셜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자동차 기업 융합특허의 동태적 변화 분석

윤경식⋅정희운⋅박승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차량용 반도체의 불량률 예측 연구

이재근⋅허문구
실패경험이 기술혁신 활동과 기술개발 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내 제약 산업을
중심으로

봉강호⋅박재민⋅김재영
중소기업의 기술협력이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26권 1호 (4편)

-26권 2호 (5편)

-26권 3호 (4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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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논문명

이태훈⋅이용승⋅신준석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최적 제품 포트폴리오

안현섭⋅윤지환 사내벤처캐피탈의 투자포트폴리오 운영성향과 기술혁신 효과

최 진⋅김영준 빅데이터 확산에 대한 선행 데이터 탐색 및 국내 확산 과정의 시계열 분석

박강민⋅김준연 기업의 생존요인 연구 :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중심으로

차종석⋅박오원
R&D인력의 경력정체와 조직몰입의 관계 : 연령과 창의적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정효정 학술연구의 동향 및 정책과의 상호관계 분석 : 중소기업 기술혁신정책을 중심으로

정진화⋅임동근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 분석

박선영⋅이진무⋅김유일⋅
서진이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공개데이터 기반 기업 및 산업 토픽추이 분석 모델 제안

-26권 4호 (8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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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26 No.1 

- Vol.26 No.2

저자명 논문명

Yunah Song, Young-Rye

ol Park & Jooyoung Kwa

k

How the parent–subsidiary relationship encourages subsidiary-driven inn

ovation and performance in Korea: the perspective of subsidiary autono

my

Jinhan Park, Su Lee, Dili

p Chhajed & Kilsun Kim

Does modularizability of technology matter on the technology competitio

n?

Xin Pan, Fan Wang & Lu

tao Ning

Technological upgrading in Chinese cities: the roles of FDI, pace and rhyt

hm

Nucharin Ratchukool &

Barbara Igel

The effect of proximity between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and

firms on firm innovativeness

Ji-Hyun Song Are industrial parks in Korea evolving? Or are they just aging?

저자명 논문명

Ji-Hoon Park
Open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innovation ef

ficiency

Chaoqun Zhang, Jingjin

g Guo, Xiaobo Wu & Ha

o Jiao

Linking user interaction and new venture growth: the mediating role of ne

w product development

Duksup Shim & Youngb

ae Kim
Champion behaviour and product innovation performance in Korea

Liang-Chih Chen

Developing technologies or learning institutions? Exploring the role of hac

kathons for developing innovation capability in emerging economies: the

case of Taiwan

Taewon Kang, Chulwoo

Baek & Jeong-Dong Le

e

R&D activities for becoming a high-growth firm through large jumps: evid

ence from Korean manufacturing

Daehyun Jeong, Kyuho

ng Lee & Keuntae Cho

Relationships among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knowledge diffusion, an

d science convergence: the case of secondary batteries and fue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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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l.26 No.3

저자명 논문명

Muhammad Asif, Abdul

Majid, Muhammad Yasir

& Amjad Ali

Fluctuations in political risk indicators and their impact on FDI inflow in Pa

kistan

Sang Il Park & Joo Hwan

Seo

Does strategic orientation fit all? The effects of strategic orientation on h

igh versus low-performing SMEs

Zhenzhong Ma, Lei Wan

g & Keith Cheung

The paradox of social capital in China: venture capitalists and entreprene

urs’ social ties and public listed firms’ technological innovation performan

ce

Suqin Liao, Zhiying Liu

& Shanshan Zhang

Technology innovation ambidexterity, business model ambidexterity, and 

firm performance in Chinese high-tech firms

Noorliza Karia
How knowledge resource does matter in technology and cost advantages 

of a firm? Evidence from Malaysian logistics sector

Colin C.J. Cheng & Chwe

n Sheu

Enhancing radical innovation: the interplays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firm capabilities, and environmental dynamism



논문투고

기술혁신연구는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정책 분야의 연구와 그 외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인문사회과
학 분야의 복합학술지로 연4회(2월, 5월, 8월, 11월말) 발간되고 있습니다.

국문학술지 기술혁신연구

심사비 및 게재료투고방법

• 논문의 저자는 학회회원일 것

• 상시접수

• 온라인 논문투고 전용홈페이지
JAMS(https://jti.jams.or.kr)에서 별도의
회원가입 후 양식에 따라 접수

심사비
(투고료)

일반(2달소요) 급행(1달소요)

20만원 40만원

게재료
사사미표기 사사표기

30만원 50만원

결제계좌
신한은행 140-008-925600 

(사)기술경영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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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회원가입
• 기술경영경제학회 홈페이지(https://technology.or.kr)에서 가입
• 연회원으로 운영되며, 가입일로부터 1년 경과시 회원기간 만료 됨. (종신회원은 제외)

◈ 회원 및 회비

구분 연회비

개인

학생회원 3만원

정회원 6만원

종신회원 50만원

단체
도서관회원 30만원

기관회원 100만원~800만원

◈ 결제
•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 계산서발행(학회메일로 발행요청)
• 계좌 : 신한은행 140-007-581193 (사)기술경영경제학회

◈ 회원가입 혜택
• 학술대회 등록비 할인/ 학술지 구독/ 학술대회 발표논문 원문 다운로드 가능
• 기관회원

연회비 등급
Diamond Gold Silver Bronze

800만원 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기술혁신연구 무료배부 5권 3권 2권 1권

학술대회 무료 참여 50명 30명 2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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