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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기술경영경제학회는 2022년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기술경영경제와 과학기술정

책: 과거 30년, 미래 30년” (가칭) 이라는 주제로  기술혁신연구 특별호 (2022년 가을

호)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특별호에서는 대한민국 산업, 기업과 교육에서 기술발전

과 성장을 되돌아 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기술경영, 기술경제, 과학기술정책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연구자분들의 투고를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소정의 원고료도 지

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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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0년 대한민국 산업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그리고 기술정책을 돌아보면서 한

국 혁신 모델을 찾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산업적 차원의 산업정책, 기술혁신 

시스템에 대한 이론을 정리하고 실제를 돌아보고, 최근 신기술 등장과 환경변화에 따

른 미래 한국의 혁신모델 제안을 포함하는 것도 환영합니다. 특히, 한국의 혁신 모델이 

정립되는 초기(70년대)와 중기(80-90년대), 후기(2000-20)에 대한 혁신관점의 모

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한국이 가진 성공의 역사와 정책이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설

계하는데 기반이 되게 하고자 하며, 또한 다른 국가들의 성장에도 기여하고자 기획합니

다. 또한, 한국의 혁신모델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

라 봅니다.  자세한 세부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성적 ((Multiple) Case(s) Study, 

Ethnographic Study, Review etc.)  그리고 정량적 논문 모두 투고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산업정책과 산업화 모델 

■  대한민국 산업화 및 경제성장 모델 (NIS, RIS, 기술추격론, 기술선도혁신모델 등)

■  대한민국 혁신생태계의 성장과 방향 (기술진화론)

■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 리뷰

■  미래의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에 근거 기반 제언 

■  신기술 등장과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기술혁신모델 제안

객원 편집위원 

김원준 (KAIST), 김연배 (서울대), 이정훈 (연세대), 곽기호 (부경대)

백철우 (덕성여대), 문만용 (전북대), 김의석 (KAIST) 

Special Issue 1: 
한국의 혁신모델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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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 대한민국 산업과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 그리고 기술정책의 성공과 실패 

를 돌아보고 앞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기술혁신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사업화 사례, 산업의 흥망성쇠, 정부 정책의 변화와 효과, 공공R&D 

등 지난 30년간 기술혁신 분야 성공과 실패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최근 신기술 등

장,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기술혁신 사례 및 미래 기술 전망 등도 포함

합니다. 분야별 기술혁신연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는 문헌 리뷰도 환영합니다.

 

■  대한민국 핵심 기술개발 성공 및 실패 사례 

■  기업의 기술 혁신전략 사례 및 성공요인 분석

■  기업의 신제품 개발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  대학, 공공연구소, 기업 간의 핵심 기술 공동개발 성공사례 및 요인분석

■  창업 성공사례 및 요인분석

■  기술이전, 지식재산활용, 지식재산권의 변화  

■  산업의 기술혁신, 진화 및 확산 사례

■  기술혁신관련 정책 및 공공R&D의 평가 

■  신기술 등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기술혁신

■  신기술 등장과 환경변화에 따른 미래 기술혁신전망

■  기술예측, 특허분석, 기술가치평가 문헌 리뷰

■  기술혁신전략 문헌 리뷰

■  기술협력,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문헌 리뷰 

■  기술진화, 기술확산, 기술의 사회적 경제적효과, 기술정책 문헌리뷰   

객원 편집위원 

이정훈 (연세대), 황정태 (한림대), 백철우 (덕성여대), 배성주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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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2: 
한국의 기술혁신연구 30년: 

한국 기술혁신의 성공과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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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경영경제학회는 “혁신학(innovation studies)” (Fagerberg & Verspagen, 2009; Martin, 

2016)의 연구와 확산을 위해 1992년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1995년 서울대에 “협동과정 기술정

책전공”과 KAIST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설치되며, 한국에서의 혁신학 연구와 교육이 본격화되었

습니다. 이후 2008년부터 산업부의 지원으로 기술경영학 대학원과정이 설립되었으며, 2011년부

터는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정책대학원 과정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 혁신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대학 교육기관은 모두 3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

다. 한국의 혁신학 교육과 연구가 태동한지 3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혁신학의 취지에 걸맞는 교육

과정, 교과서, 교수법, 그리고 교육사례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 809개 이상의 기술경

영 등 혁신학 고등교육기관이 운영됨(Giasolli, Groen, Haak, & Pieck, 2021)에 따라 한국의 교육

성과에 대한 학술적 회고와 확산도 필요합니다. 이에 “기술혁신연구”는 한국의 혁신학 (즉, 기술경영

학, 과학기술정책학, 기술경제학 등) 교육의 그간 활동과 성과를 학문적으로 성찰하고자 합니다. 지

난 2015년 재직자 교육으로서의 기술경영의 교수법에 대한 학술적 조명이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의 특별호 (Berg, Mani, Marinakis, Tierney, & Walsh, 2015; Bradfield, Cairns, & 

Wright, 2015; Linton, 2015)에서 시도되었고 여기에 한국의 사례도 소개(Kim, 2015)되었습니다. 이

와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의 연구를 특별호에 싣고자 하니 관심있는 연구자들

의 참여를 바랍니다. 

■  한국의 혁신학(기술경영학, 과학기술정책학, 기술경제학 등) 교육기관(학부 및 대학원)의 현황, 특징, 

      기여에 대한 연구

■  한국에서의 혁신학의 교육과정과 범위, 특징에 대한 연구

■  혁신학의 우수 교육사례 및 우수 교수법에 대한 사례 연구

■  혁신학 교육의 확산과 영향(정책, 산업, 연구부분 등)에 대한 연구

■  혁신학 교육의 방향과 변화에 대한 연구

■  기타 한국의 혁신학 교육에 관련된 주제

객원 편집위원 

정태현 (한양대), 이규태 (서강대), 신준석 (성균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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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Issue 3: 
한국의 기술경영교육 30년: 
성과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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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연구제안서(1페이지) 제출_  2022년 5월 13일(금) (자유 형식)

■  연구제안서 선정 및 발표_  2022년 5월 20일(금) 

■  1차 논문 제출_ 2022년 6월 24일(금) (기술혁신연구 제출본 형식/ 

      하계학술대회 발표여부 표시/ 완성본이 아닌 진행본 research in progress)  

■  하계학술대회 특별세션 발표 및 피드백_ 2022년 7월 8일(금) 

■  최종 논문 제출_ 2022년 10월 28일(금) (기술혁신연구 제출본 형식, 논문 최종 심사)  

제출처:  Special Issue 1: 김연배 (서울대) kimy1234@snu.ac.kr  

              Special Issue 2: 이정훈 (연세대) jhoonlee@yonsei.ac.kr

             Special Issue 3: 정태현 (한양대) tjung@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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