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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최동주, 한유진, 송치웅, 주규영, 김지윤, 한-아프리카 교육과학기술협력 강화 방안,
한국연구재단, 2013
28) 최동주, 한유진, 변아롱, 조선정, 중국의 기술추격 대응방안: 글로벌 철강시장에서의
특허분석을 중심으로, POSCO, 2013
29) 한유진, 최동주, 이유리, 이성상, 변아롱, 개도국 지식재산분야 발전을 위한 개발협력 콘텐츠
개발 및 IP-Divide 해소방안 연구, 특허청, 2013
30) 이춘우, 이상명, 신재욱, 이영달, 한유진, 한국형 기업가정신 역량 및 자가진단지 개발 연구,
한국벤처기업협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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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한유진, 손종서, 조세근, 김흥렬, 고유선, 이승희, 우준명, 창업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융합형
지식재산권 교육 커리큘럼 개발, 창업진흥원/중소기업청, 2015
32) 이성상, 김성수, 김시열, 석순용, 한유진, 2014년 저작권기술 R&D 성과 조사 분석 및 기술개발
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33) 이춘우, 한유진, 이영달, 신재욱, 한국형 기업가정신 역량 자가진단지 임상 테스트를 통한
진단지 개선 연구, 벤처기업협회, 2015
34) 최동주, 정순영, 한유진, 백경미, 차윤석, 조정인, 김도희, 이지향, 젠더 ODA 인력양성 및
글로벌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여성가족부, 2015
35) 이춘우, 김세종, 이미순, 이영달, 하규수, 이병헌, 정원호, 이상명, 최성진, 홍길표, 한유진,
한국의 벤처 20년 성과와 과제, 벤처기업협회, 2015
36) 이성상, 한유진, 김성수,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재산 지수개발, 한국지식재산전략원,
2015
37) 한유진, 이정협, 국내외 대학간 조인트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교육부, 2016
38) 이성상, 한유진, 의료 방법에 관한 특허제도 개선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혁신학회, 2016
39) 최동주, 한유진, 한준혜, 강혜림, 지역별 과학기술 시스템 분석 및 과학기술 ODA 수요조사아프리카 주요국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40) 최동주, 한유진, 한준혜, 최인아, 오동훈, 과학기술 국제기구 협력전략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41) 최동주, 한유진, 한준혜, 이성상, 오동훈, 국가과학기술 ODA 발전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42) 한유진, 저작권기술 ODA 추진방안, 한국저작권위원회/아시아교류협회, 2017
43) 고대식, 이성상, 한유진, 연구개발특구 연구소기업 활성화 효과성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17
44) 최동주, 한유진, 한준혜, 과기정통부 차기 개도국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 추진체계 연구,
과기정통부, 2018
45) 김혜나, 최동주, 한유진, ASEM 회원국간 직업교육 협력방안 연구: 동구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교육부, 2018
46) 박성환, 한유진, 문승형,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기획재정부, 2018
47) 김영완, 한건수, 문용일, 홍미화, 심승우, 황희영, 한유진, 아프리카 여성기업인들, 아프리카
주요이슈 브리핑 2(1), 215-238, 2019
48) 한유진,

이성상,

문화산업에서

기업가적

특성의

발현과

마켓리더십의

관계

연구,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2019
49) 김기헌, 박환보, 정준영, 조두헌, 한유진, 한국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회고와 전망 연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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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기간행물 기고
1) 한유진, 유망기술을 보는 여러가지 관점, 발명특허 378권, 32-35, 2008
2) 한유진, 국가지식재산경쟁력지표개발: 분석결과와 해석을 중심으로, 발명특허 387권, 26-34,
2008
3) 한유진, 국가 R&D 특허의 ASEAN 주요국가 지원 방안 67-70, 발명특허 12월호, 2011
4) 한유진, 보이지 않는 전쟁, 글로벌 특허분쟁, POSRI 경영연구소 이슈페이퍼 자, 2012
5) 한유진, 미국의 대아프리카 원조 사례 연구, EMERiCs,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저서
1) 이춘우, 한유진, 김도현, 서유미, 이경원, 이희우, 이영달, 기업가정신의 이해,
중소기업청/한국청년기업가재단, 2014
2) 최동주, 김정인, 박창희, 한유진, 정재욱,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국제기구 총서 8: 국제기구와 과학·기술 협력, 오름, 147-182, 2015

번역서
전자산업 100년사, 알프레드 챈들러 지음, 한유진 번역, 베리타스북스, 2006

국내 특허 등록
1) 다중 디스플레이 제어 기능을 갖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및 그 디지털비디오 레코더에서의
다중 디스플레이 제어 방법 (등록번호 1012171010000)
2) 맞춤형 광고를 표출하는 스마트 미러 시스템 (등록번호 1020150077377)
3)
수상
2016.09 ~ 2017.02

Fulbright Mid-Career Research Award

2017.05

벽소학술상 최우수상(공동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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