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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내용은 학회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 기술혁신 3대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20년 12월 4일 (금)            ■ 온라인 (zoom)학술대회 (zoom링크 이메일공지) 
                                          
■ 주최 : 기술경영경제학회, 혁신클러스터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 공동주최 : 한밭대학교 산학연기술사업화 연구소
■ 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9:30~
 9:50

개회식 
○ 사    회 : 김연배 (서울대,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위원장)

○ 개 회 사 : 이종일 (SUNY Korea,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최종인 (한밭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옥영석 (부경대,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10:00
~11:50

일반세션 I 석·박사세션 I 일반세션 II 석·박사세션 II

12:00
~13:30

특별포럼
(STEP, PICMET) 

(세션 1)

14:00
~17:00

(특별세션)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특별포럼
(STEP, PICMET) 

(세션 2) 일반세션 III
‘기술혁신연구’ 
특별호 세션

석·박사세션 II

(조직위원회) 

이종일 (SUNY Korea,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최종인 (한밭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옥영석 (부경대,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전정환 (경상대,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위원장)

김재성 (한밭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김연배 (서울대,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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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션 I (기술경영/산업혁신) 

 좌장:   ( )    

발표시간 :10:00
~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 토론

1

조직생태학관점의 산학협력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 H

대학 연구마을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클러스터학회)

 홍은영

 (충남대학교)

이수철

(목포대학교)

2
지식기반 스마트 특성화:  동아시아의 신산업 창출 경로

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

엄원섭(히토츠바시

대학교)

3
창의적 혁신전략 대 모방적 혁신전략의 성과효과: 상황적 

관점 (기경학회)
문창호(충남대학교)

김연배 

(서울대학교)

4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추정 연구 

(기술혁신학회)

성연호

(한국해양수산개발

원), 이민규(부경대)

김연배 

(서울대학교)

5

Sensitivity to External Shocks and Firm’s Performance 

Growth: Based on Profit Efficiency of Korean Hotels 

(기경학회)

이우평

(BISTEP)

권규현 

(한양대학교)

석⋅박사과정 I

 

좌장 및 토론: 김재성 (한밭대)

발표시간 10:0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강소 국립대학 교원의 기업가지향성, 금전욕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클러스터학회)

손윤정 (한밭대학교)

최종인 (한밭대학교)

2 세종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클러스터학회)
윤재만 (한밭대학교)

최종인 (한밭대학교)

3
지리적 거리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영과잉 음이항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클러스터학회)

이혜경 (UST)

김정흠 (UST)

4
인문사회계 정부출연(연) 행정 직종체계 개선 연구

(클러스터학회) 

전대관 (한밭대학교)

최종인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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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션 II (과학기술정책) 

좌장: 이정원 (STEPI)    

발표시간 :10:00
~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 토론

1
지역혁신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역할과 지역의 

과제 (기술혁신학회)

홍자연

정재연(BISTEP)

2
공공 연구개발 투자가 기술이전을 통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기경학회)

김규남, 최효지,  

김연배(서울대)
박문수 (단국대)

3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단지의 지역혁신적 의미
(기술혁신학회) 손동운(부경대학교)

4
부산시 온라인쇼핑 플랫폼 구축방향

(기술혁신학회)

민서현, 

박종헌(BISTEP)

석⋅박사과정 II

 

좌장 및 토론: 이기헌 (연세대학교)

발표시간 10:00∼11:5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An Exploratory study on adoption of artificially intelligent voice 
assistants (AIVAs) on noncommunicable chronic disease (NCDs) 
management (기경학회)

이지민, 이의훈(KAIST)

2
미국 시장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로드맵 
수립 연구
(기경학회)

최성철(서울대학교)

3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연구개발인력 및 비연구개발인력의 특성 차
이 분석: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

김수민 

봉강호

박재민 (건국대학교)

4
품복 분류를 위한 멀티모달 학습 기반의 HS코드 추천 시스템 (클러스

터 학회)

이앞길 (한밭대학교)

김건우 (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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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포럼
(New Trend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OVID era)

공동주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ortland International Center for Management of Engineering & 
Technology (PICMET) 

발표시간 12:00∼15:30

구분 순서 시간 및 기타

Session 1                                                                  (사회: 김지현, STEPI)

1

[개회사]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축사] Dundar Kocaoglu, President, PICMET

[축사] 김명수, 대전광역시 부시장

12:00-12:15

2
Technological Innovation Driven by R&D in Flat Panel Display

한민구,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12:15-13:30

패널1: Timothy Anderson, PSU

패널2: 임덕순, STEPI

3
A Novel Path for K-R&D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4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in Post-pandemic Era –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Science Parks

Dr. Yeong Junaq Wang, President, Asian Science and Technology
Park Association

Session 2                                                                 (사회: 임덕순 , STEPI)

5 [축사] 최병욱, 국립한밭대학교, 총장 14:00-14:05

6
대전의 지역혁신전략

고영주,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원장
14:05-15:30

패널 1: 현병환, 대전대

패널 2: 김정흠, UST

패널 3: 정선양, 건국대

패널 4: 박정호, 명지대

7
지역 과학기술 진흥기관의 성과와 과제

김병진,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 원장

8
경기도 지역혁신정책의 진화와 시사점

임종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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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션]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 (KIRD)

발표시간 14:00∼16:30
[좌장] 이봉락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본부장)

시간 발표주제

14:00~15:30

한국 과학기술정책학의 학제적 구조탐색: 연구자의 모(母)학문을 중심으로

오현정 (충남대 과학기술정책전공 박사과정)

전문가집단의 역량이 규제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원 (충남대 과학기술정책전공 박사과정)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추정 연구

성연호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졸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민규(부경대학교)

미정

권정호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졸업생, 부산외국어대학교), 이민규(부경대학교)

미정

정옥균 (부경대 과학기술정책학과 졸업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민규(부경대학교)

15:30~15:40 Break Time

15:40~16:30

종합토론

김장훈(충남대학교), 손동운(부경대학교), 옥영석(부경대학교), 이민규(부경대학교), 이찬구(충남

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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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세션 III (기술경영/산업혁신)

좌장:  양동우 (호서대학교)    

발표시간 14:00∼16:2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 토론

1
기업 혁신전략에 따른 연구개발 인력 변화 분석

(기경학회)

박문수(단국대), 손

희전(직업능력개발

원)

이창용 (서강대)

2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R&D투자효율성 수준 및 변화요인 

분석 (기술혁신학회)

홍지승

 한창용(산업연구원)

3

전문화 V.S. 다각화, 어느 전략이 더 효율적인가? - 부산 조

선기자재 관련 기업 데이터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

이우평

민서현 (BISTEP) 남

종석(경남연구원)

‘기술혁신연구’ 특별호 (COVID19, 4차산업혁명) 세션 

좌장:  이규태 (서강대)    

발표시간 14:00∼16: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 토론

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술변화와 혁신정책 방향성 재정

립: 창조적 학습사회 전환을 중심으로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 

박승범 

(호서대학교)

2 스마트홈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김규남

(경기대학교)

곽기호

(부경대학교)

3
국가혁신체제 관점에서 본 COVID19 위기에 따른 국가

별 산업기술 정책 비교 분석 

손원배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김연배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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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과정 III

 

좌장 및 토론: 정두희(한동대학교)

발표시간 15:40∼17:00

구분 논     문     제     목 발표자·공동저자

1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기술추격 현상 및 유형, 주요 기술개발 방향 

분석 (기경학회)
손성호, 김연배(서울대)

2

자본주의 다양성론의 확장을 통해 본

국가의 시장개입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

(기경학회)

김은희, 김연배(서울대)

3
Failure Will Make You Wise: Incorporating Innovation Failure into 

the Innovation Process (기술혁신학회)

박재민
봉강호 (건국대학교)

4

글로벌 기술사업화에서 중개인의 역할이 기술사업화 성공에 미치는 

영향 ; 수요 견인 방식 중심

(클러스터 학회)

권현정 (한밭대학교) 

최종인 (한밭대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