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품질경영학회 제29대 차차기회장 (임기 2022-2023) 후보자 소개 및 공약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지난 50여년동안 선배님 그리
고 동료 여러분들이 쌓아온 업
적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학
회 회원들과 함께 하는 한국품
질경영학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변화에 발
맞추어 품질경영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과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한
국품질경영학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구성원 모두가 같은 곳을 바
라보며, 전공, 지역, 세대 등의
구분을 넘어 “Next 50 Years”를
위해, 함께 가는 글로벌 리딩 학
회를 겸손한 자세로 성실히 봉
사하고자 합니다. 꼭 함께 해주
시길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일 올림

[후보자 소개]
▪ 현 숭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최종학력: Ph.D. in Management,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네브라스카주립대), 2004
▪ 한국품질경영학회: (현)수석부회장(18-19), 포상위원장(16-17), 국제저널 IJQI 편집위원장(14-15), 홍보위
원장(12-13), 학술대회 조직위원장(12년 이후 5회)
▪ 주요 경력: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기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18-19), 기획재정부 공
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위원(17),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16-18), 행정안전부 정
부3.0 민간자문위원 및 정부혁신 평가위원(14-17),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품질상,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
국의 경영대상 및 한국생산성본부 국가생산성대상 심사위원(10-현재), 미국 메리맥 대학 경영학과 교수
(14-16), 프랑스 INSEAD 초빙연구원(98-99), 정보통신정책연구원(94-98) 등
▪ 주요 수상: 대통령상 표창(정부혁신 공로, 2018), ‘2018 QMOD Best Paper Award 선정, 2017~2019
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등재, 17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도서 선정, 숭실대학교 연구부문
우수교원 및 교육업적 우수교원(18년, 16년), 한국품질경영학회지 그 해의 논문상(16년, 13년), 한국IT서
비스학회 우수연구인상(15년), 한국서비스경영학회지 그 해의 논문상(15년), International Academy of
Business and Economics 최우수논문상(14년), 한국경영학회 하계통합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13년),
ANQ 우수논문상(12년) 등 주요 학술상 및 연구인상 수상

[주요 공약 : 4P for KSQM]
▪ [Publishing] 학술 활동의 내실화 및 글로벌화 – 학회 임무와 기능 충실화와 위상 강화
• 품질경영학회지의 지속적 수준 제고 및 Scopus 등재화
• 춘/추계 학술대회, 한중품질포럼, ANQ 등의 유지 발전 및 QMOD, Asia-Pacific
DSI 등과의 협력을 통한 국제 공동학술대회 개최 추진을 통한 학회의 글로벌 인지도 제고

▪ [Partnership] 대외기관과의 협력 강화 – 연구프로젝트 유치 및 안정적 재원 확보
• 청와대,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한국능률

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과의 연대를 통해 연구프로젝트 활성화 및 재원 Sourcing 확대
• Quality Leaders Forum 재건, 여러 분야의 신규기업회원 확보,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연구용역 수주

▪ [Policy] 품질경영분야의 명실상부한 Think-Tank 역할 강화 – VOQ와 정책의 연결망 구축

• 주요 품질관련 정책에 대한 포럼 및 전문가토론회 정기화와 주요 미디어 활용을 통한 정책 제안
• 현장, 업계, 학계와 유관단체의 목소리(Voice of Quality)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채널 구축

▪ [Platform] 참여하고 싶은 커뮤니티 구축 – 전국 지역 활동 활성화와 회원 협력 강화

• 국가품질상과 한국서비스대상 등 관련 수상 심사위원회 Pool에 이사회 구성원의 위촉
• 전임회장, 부회장, 위원장 및 이사 그룹의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제 구축 및 지역별 부회장제 마련
• 회원의 친교 및 산학협력 활동의 기반이 되도록 운동 모임의 활성화와 지원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