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기술혁신 3대학회 공동학술대회 

■ 일시 : 2021년 12월 10일 (금)                       ■ 장소 : 하이브리드 (온라인+오프라인) 
■ 주최 : 혁신클러스터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경영경제학회, 한국아시아혁신학회*

■ 후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충남대학교과학기술지식연구소(STKRi), 
          한밭대학교LINC+사업단

■ 대회 일정           

시   간 일    정

10:00~10:20

(20분)

개회식

○ 사  회 : 홍은영 (충남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 개회사 : 박정호 (명지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김재수 (KISTI,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이정원 (STEPI,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 환영사 : 한밭대학교 최병욱 총장

♠오프라인: 한밭대학교 S5동 413호

♠온라인: 

https://us02web.zoom.us/j/87834378419?pwd=cDJOMktQRWduK2JVOERaVlN0

cjQ0Zz09#success 

10:20~12:00

(100분)

일반세션Ⅰ *Online 석․박사세션Ⅰ *Online

일반세션Ⅱ *Online 석․박사세션Ⅱ *Hybrid

12:00~13:00 점심 및 휴식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DB기증식 (충남대학교 이찬구 교수님) (장소: STEPI/ 온라인 전송 안함)

13:00~17:00

(240분)

특별세션Ⅰ (STEPI) *Hybrid

특별세션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Hybrid

특별세션Ⅲ (충남대 STKRi) *Online

일반세션Ⅲ *Online 석․박사세션Ⅲ *Online

17:00 폐    회

【조직위원회】

박정호 (명지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회장)

김재수 (KISTI, 한국기술혁신학회 회장)

이정원 (STEPI, 기술경영경제학회 회장)

홍은영 (충남대, 혁신클러스터학회 학술위원장)

박성욱 (한밭대,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위원장)

김연배 (서울대, 기술경영경제학회 학술위원장)

* 특별세션 Ⅰ (STEPI) 공동주최



2021 기술혁신 3대학회 공동학술대회 발표순서

일반세션 Ⅰ

<온라인 zoom : https://zoom.us/j/95455127183?pwd=NTlSTEo0YzIwS1d4c0pDczJNQjZuQT09>

좌장 : 이정훈 (연세대) 발표시간 10:20∼12:0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중소기업 혁신 생태계 평가모형 개발
이보형, 이훈배, 이
훈희(중소기업기술정
보진흥원)

신준석
(성균관대)

기경

2
기술진보, 기술혁신, 재무변수의 상호작용효과
가 기업의 생존확률에 미치는 효과 

최병권(경제추격연구
소)

신준석 
(성균관대)

기경

3
Pay Disparity within Top Management 
Team and Innovation

구광주(경북대)
장필성
(STEPI)

기경

4
지식집약비즈니스서비스기업 및 인공지능의 
영향에 대한 초기연구계획

김종석(KJS & 
Group)

이정훈
(연세대)

기경

5
인공지능 혁신역량 개발의 선행요인과 결과의 
이론적 모델: 동태적역량관점

문창호(충남대)
장필성
(STEPI)

기경

석박사세션 Ⅰ

<온라인 zoom : https://zoom.us/j/92308593732?pwd=UC9QWXNUUEFhUW9jcWNsNG80L3hLZz09>

좌장 : 황정태 (한림대) 발표시간 10:20∼12:0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지각된 리더의 행동특성이 종업원 발언과 침
묵에 미치는 영향

정우진, William D. 
Hunsaker(경북대)

황정태 
(한림대)

기경

2
영성 리더십이 지식공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비용의 매개효과 

김영집, William D. 
Hunsaker(경북대)

황정태 
(한림대)

기경

3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고발의도에 미치는 
영향: 윤리적 리더십의 조절효과

리 린샤오, William 
D. Hunsaker(경북
대)

김연배 
(서울대)

기경

4
상사의 비인격적 감독이 내부고발의도에 미치
는 영향, 자기귀인성향의 조절효과

황득남, William D. 
Hunsaker(경북대)

김연배 
(서울대)

기경



일반세션 Ⅱ

<온라인 zoom : https://cnu-ac-kr.zoom.us/j/87210079386>

좌장 : 박성욱 (한밭대) 발표시간 10:20∼12:0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정부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의 정책특성 및 변화
분석 - 국가과학기술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정용일,정도범,윤병
성(KISTI), 
조용래(STEPI)

이종후
(KIAT)

기혁

2
출연연 기술이전 후 실용화 성공률 제고 방안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분석을 통한 실용화 
연계방안을 중심으로-

김민지(한국기술벤
처재단)

최병철
(DISTEP)

공동

3
4차산업혁명 및 코로나 시대에 마케팅 관점에
서의 한류문화 수용확산을 위한 최첨단 기술의 
탐색, 적용 및 연구 방향

이청림 United & 
Co),

이왕우
(United & Co), 
김우양(Minnesota 
State University)

혁클

4
지역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 : 해외사례를 중심
으로

김흥섭
(한국전기연구원)

권기환
(에이치이노
베이션 ㈜)

혁클

석박사세션 Ⅱ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한밭대학교 S5동 413호, 온라인 zoom : 

https://us02web.zoom.us/j/85423426855?pwd=aE1wQWVqU1d1L1NKZlYwMXJjSGU4Zz09 >

좌장 : 홍은영(충남대학교) 발표시간 10:20∼12:0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협업체계 조성방
안 : 세종지역 중심으로

윤재만(세종창조경
제혁신센터), 최종인
(한밭대)

임병화(대전
테크노파크)

혁클

2
양손잡이 전략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와 산학협력에 대
한 적극적 행동의 조절된 매개효과

손윤정, 최종인(한
밭대)

권기환
(에이치이노
베이션 ㈜)

혁클

3 대중소기업 공급망내 CSR과 ESG발전방향 연구
유환철(중기부),최종
인(한밭대)

김윤동(창조
벤처연구소)

혁클

4
부정적 언론보도가 고객이탈율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성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진, 이성호(한밭
대)

홍은영
(충남대)

혁클

5
글로벌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 유형 
분석 및 혁신의 중개인 활용에 관한 연구

권현정(KAIST), 최
종인(한밭대)

홍은영
(충남대)

혁클



특별세션 Ⅰ (STEPI)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한밭대학교 S5동 509호, 온라인 zoom : 

https://zoom.us/j/97091022347?pwd=ZXBTWFY4b0xKUi8rb2RhbFZyQlIzQT09 >

세션 #1 “과학기술혁신과 개발협력”

좌장 : 김왕동(STEPI 선임연구위원) 발표시간 13:00∼14:30

시간 내용 담당자

[발표1]
13:00-13:20

브라질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현황 및 
특징 분석

선인경(STEPI, 부연구위원), 
이다은(STEPI, 선임연구원)

[발표2]
13:25-13:45

인도 국가혁신시스템의 특성 및 진화
김은주(STEPI, 책임연구원),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발표3] 
13:50-14:10

한-브라질, 한-인도 과학기술혁신 협력 
분야 및 어젠다

유제현(STEPI, 연구원), 
김왕동(STEPI, 선임연구위원)

[패널토론]
14:10-14:30

좌장: 임덕순(STEPI, 선임연구위원)
브라질: 권기수(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인도: 이승철(KIST한-인도협력센터, 센터장)

세션 #2  “국가 난제에 대한 경제/사회시스템적 분석”

좌장 : 임채성(건국대학교 교수) 발표시간 14:40∼16:10

[발표1]
14:40-15:00

국방기획관리제도 혁신
하태정(STEPI, 선임연구위원),
진성만(STEPI, 선임연구원)

[발표2]
15:05-15:25

R&D 투자 효율성 분석
황석원(STEPI, 선임연구위원),
하리다(STEPI, 연구원)

[발표3] 
15:30-15:50

신종 감염병 대응 방안
장진규(STEPI, 선임연구위원),
손수아(STEPI, 연구원)

[패널토론]
15:50-16:10

좌장 임채성 (건국대 교수)
     김장현 (성균관대 교수)
     김인호 (KAIST 초빙교수,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한재필 (KDI 부연구위원)
     김만영 (한국생활환경보건협회 박사)



특별세션 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하이브리드 오프라인: 한밭대학교 S5동 413호, 온라인 zoom : 

https://us02web.zoom.us/j/85423426855?pwd=aE1wQWVqU1d1L1NKZlYwMXJjSGU4Zz09 >

발표시간 13:00∼16:30

세션명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연구개발특구 발전 방안”

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등록 -

13:30~13:33 개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자)

13:33~13:40 인사말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병삼 이사장

[세션 1] 연구개발특구 발전 전략 및 미래 모델 [좌장] 정선양 교수(건국대)

13:40~14:20 [1-1] 데이터 기반의 대덕특구 시계열 변화 분석 아인혁신컨설팅(주) 
(정의영 대표)

임민수 본부장(재단),

최병철 본부장(DISTEP),

조형래 팀장(KBSI),

홍진기 박사(KIET),14:20~15:00
[1-2]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특구 미래 발전

모델
STEPI 

(이윤준 박사)

15:00~15:20 Coffee Break

[세션 2] 데이터 기반의 연구개발특구 육성 전략 [좌장] 현병환 교수(대전대)

15:20~15:40
[2-1] 특구 기술이전 플랫폼 고도화 방안
      (유망연구실 발굴 및 디지털 연계)

특구진흥재단
(오영환 본부장)

윤병한 본부장(재단),

최종인 교수(한밭대), 
이성상 교수(목원대),

임종빈 실장(GBSA)

15:40~16:00 [2-2] 출연연 중심의 연구소기업 경영성과 분석 특구진흥재단
(정혜미 선임연구원)

16:00~16:20 [2-3] 특구 내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과성 분석 특구진흥재단
(손수창 실장)

16:20~16:30 마무리 및 폐회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회자)



특별세션 Ⅲ (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STKRi)

<온라인 zoom : https://cnu-ac-kr.zoom.us/j/86983912941 >

좌장 : 황경호(충남대학교 과학기술지식연구소 교수) 발표시간 13:00∼14:30

세션명 “혁신클러스터와 5세대산학연협력모형”

구분 내용 발표자 토론

1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대전테크노파크 모니터링 기업군 중심으로-

김민석(충남대), 
안기돈(충남대)

황경연(충남대)

2
혁신클러스터내 대학교수의 창업성공가능성 결정
요인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황경연(충남대) 성을현(충남대)

3 산학연협력모형의 확산지화에 관한 연구 성을현(충남대) 홍은영(충남대)

4
쿼드러플헬릭스모형의 시도를 통한 산학협력의 진
화

홍은영(충남대) 김민석(충남대)



일반세션 Ⅲ

<온라인 zoom : https://zoom.us/j/95455127183?pwd=NTlSTEo0YzIwS1d4c0pDczJNQjZuQT09>

좌장 : 김윤동(창조벤처연구소) 발표시간 13:00∼14:3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How to overcome the dilemma of Industry 
4.0 innovation for Korean companies: 
focusing on the partnership of the Industry 
4.0 innovation model for developing 
countries

임채성(건국대), 이
정협(태국 경쟁력 관리 본
부 첨단 과학기술 선임 고문)

김승현
(STEPI)

아시아

2
농업분야 특용 작물 가격 예측 효율화를 위한 머
신러닝 기법 비교 연구

박혜은, 이종태(서
울여대)

임성수
(충남대)

공동

3
보완자 상호작용에 기반한 지식재산 생태계 분석 
프레임 -반도체지식재산창출기업중심으로-

김민식(정보통신정
책연구원), 김언수, 
김봉선(고려대)

김규남
(경기대)

기경

석박사세션 Ⅲ

<온라인 zoom : https://zoom.us/j/92308593732?pwd=UC9QWXNUUEFhUW9jcWNsNG80L3hLZz09>

좌장 : 김연배 (서울대) 발표시간 13:00∼14:30

구분 순서 발표자 토론자 비고

1

Performance feedback and new 
recombination: Evidence from consistent 
success vs. recent failure in the 
smartphone industry

이경율, 정현주, 권
영선(kaist)

김규남
(경기대)

기경

2
기술 S 커브를 이용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석
:태양광,풍력,바이오산업비교

우민주, 서정해(경
북대)

김규남
(경기대)

기경

3

Developing a Cryptocurrency Price 
Prediction Model Using Complex Network 
Analysis and Cryptocurrency Sentiment 
Index Derived from Transformer-Based 
Models

최인수, 김우창
(kaist)

홍아름
(경희대)

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