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추계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학술대회

일      시 : 2016년 10월 28일(금) 10:00~19:00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역 동광장)

주      최 :  한국품질경영학회

공동주최 : 한국표준협회, 국방기술품질원

참여기관 :  한국품질명장협회, 한국품질기술사회

후원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주요 행사
1. 현장의 문제에 답을 주는 6개 특강

2. 품질 선도 기업의 우수 사례 발표 : 3개 기업

3. 품질기술사, 품질명장과의 대화 

4. 기조강연 : 한국 품질의 개척자 조중완 석좌회원   

5. 특강: 현장 품질인 윤생진(前 금호그룹 전무)의 품질 인생

6. 엄선된 논문 구두 발표 및 풍부한 포스터 논문 발표

등록 안내

•사전등록은 홈페이지(www.ksqm.org) 또는 사무국 이메일( ksqm@daum.net)로 신청 

 - 참가자는 참가신청를 접수해야 명찰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사전등록 : 2016년 10월 20일(목)까지 

 - 기업 및 단체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사전등록 시 표기된 계좌로 참가비 무통장입금 (농협 367-17-000711, 예금주: 한국품질경영학회) 또는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 가능 

•현장등록 : 2016년 10월 28일 (금) 09:00 ~ 17:00, 한국철도시설공단

 - 현장등록 시 카드 및 현금 결제 모두 가능

참가비 안내

개인

회원 사전등록: 3만원 / 현장등록: 4만원

비회원 사전등록: 4만원 / 현장등록: 5만원

한국품질관리기술사회원

한국품질명장협회원

명품컨설턴트회원

사전등록: 2만원 / 현장등록: 3만원

대학원생 사전등록: 1만원 / 현장등록: 2만원

기업회원

창조품질(CQ) 2인 무료참석

베스트품질(BQ) 4인 무료참석

글로벌품질(GQ) 8명 무료참석

특별품질(SQ) 15명 무료참석

행사장 오시는 길

•주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3층, 7층)

|  등록 안내 및 행사장 오시는 길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 에이스하이앤드타워3차 13층

Tel: 02-2624-0357  Fax: 02-2624-0358  email: ksqm@daum.netwww.ksqm.org



초대의 
말씀

2016년도 추계 한국품질경영학회의 품질학술대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품질경영학회의 품질학술대회는 품질인이 모두 모여 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품질플렛폼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계 품질학술대회는 한국철도시설공단(대전역 동광장)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하

여 모시고자 합니다. 

첫째, 현장 품질인들이 제안한 문제를 품질전문가와 같이 풀어보는 품질 문제 해결 자리가 있습

니다. 학회에서 품질담당자들에게 문제를 사전에 듣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었

습니다.

둘째, 품질 선도 기업의 품질 개선 사례 발표가 있습니다. 품질 선도 기업에서 품질을 어떻게 개선

했는지 듣는 것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품질기술사협회와 품질명장협회에서 품질기술사가 되는 길, 품질명장이 되는 길을 설명하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한국 품질을 개척한 최고의 원로인 조중완(前 한국표준협회 상근부회장) 석좌회원님의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다섯째, 현장 품질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윤생진( 前 금호그룹 전무) 전무의 품질인의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경영분야에서의 연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학술논문 구두 발표와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각 세션별로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한국의 품질 강국에 동참하는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 주최한 2016년 추계 품질학술대회에 많은 

품질인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조직위원장 :  주용준(우송정보대학 교수)

조 직 위 원 :  김종범, 박병화, 배성민, 송창헌,  

이민구, 홍성훈

한국품질경영학회장 : 이상복

※ 화환은 사양합니다.  

2016년 추계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학술대회

2016년 추계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학술대회

|  행사안내  |

 일정
시간 장소 내용 

 9:30 -  9:50 705호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 이사회

10:00 - 11:10 7층 강의실 품질인과 대화 및 사례 발표 1

11:10 - 11:20 Coffee Break　

11:20 - 12:40 7층 강의실 품질인과 대화 및 사례 발표 2

12:40 - 14:00 5층 식당 점심(5층) 및 전망대 휴게실(28층)

14:00 - 14:20 3층 대회의실 개회식

14:20 - 15:20 3층 대회의실 기조강연: 조중완 1호 석좌회원

15:20 - 15:30 Coffee Break　

15:30 - 16:20 3층 대회의실 특강(윤생진 前금호그룹 전무)

16:20 - 16:40 Coffee Break　

16:40 - 17:40 7층 강의실 논문발표 I

17:40 - 17:50 Coffee Break　

17:50 - 18:40 7층 강의실 논문발표 II

18:40 - 19:00 705호 한국품질경영학회 정기총회

포스터 발표(10:00 – 18:30): 3층 대회의실 내부와 외부

 상세일정

장소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3층 대회의실 

내·외부

 9:30~ 9:50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의 특징 

A

10:00~11:10

차년도 품질계획 

세우는 노하우

품질기술사들과 

대화

- 기술사 시험 준비

공유가치창출과 

지속가능경영

품질비용의 

노하우

10:00-10:35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의 

특징 (김동준 박사) 

09:30~18:40

포스터발표

10:35-11:10

한국철도시설공단 

(이문봉 품질환경부장)

윤수창 대표 

(㈜스탠다드경영

컨설팅)

이동준 품질기술사 

(리스품질경영

컨설팅 대표)

최정일 교수

(숭실대)

김용대

(품컨설팅 

회장)

B

11:20~12:40

CEO와 조직원

품질마인드 심는 

노하우

품질명장들과 대화

- 명장되는 길

행동과학을 

적용한 서비스 

경험관리

품질트랜드

변화 

11:20-11:55

서부발전 

(이명창 품질경영팀장)

11:55-12:30

한국OSG 

(이한우 전무이사)

김의식 대표

(QM&E경영

컨설팅)

정구만 품질명장

(한국품질명장협회 

본부장)

황조혜 교수

(경희대)

신민석 교수

(건국대)

12:40~14:00 점심(5층) 및 전망대 휴게실(28층)

14:00~15:20 개회식 및 기조강연 – 조중완(1호 석좌회원) 3층 대회의실

C

15:30~16:20
특강 : 현장 품질의 대명사 윤생진(前 금호그룹 전무) 3층 대회의실

D

16:40~17:40

학술구두발표
품질경영

좌장:김계수교수

(세명대)

서비스품질

좌장:김명수교수

(강원대)

통계적 품질경영 I

좌장:장대흥교수

(부경대) 

국방품질 I

좌장:이민구

교수

(충남대) 

50 주년 기념

좌장:김상익교수

(건국대)
10:00~18:30

포스터발표
D

17:50~18:40

학술구두발표

현장품질개선

좌장:배성민교수

(한밭대)

통계적 품질경영 II

좌장:백제욱교수

(한국방송통신대)

국방품질 II

좌장:장일호

박사(국방기

술품질원)

품질응용

좌장:이돈희교수

(계명대)

18:40~19:00 2016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제2차 정기총회 3



|  개회식 및 기조 강연, 특강  |

 개회식 : 14:00~14:20

시간 내용 

환영사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축사1 김규환 국회의원(새누리당,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축사2  백수현 한국표준협회 회장

경과보고 주용준 조직위원장

개회사 이상복 학회장 

 기조강연 : 14:20~15:20

◇ 강사 : 조중완 한국품질경영학회 1호 석좌회원

◇  주제 : QM!! 산업의 고신척영(孤身隻影) 인가 

-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지고 미래의 변화에 대담하게 도전하자-

 특강 : 15:30~16:20

◇ 강사 : 윤생진 신재생 에너지 대표(전금호그룹 전무)

◇ 주제 : 창조와 열정이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

장소: 3층 대회의실, 사회 : 홍성훈교수 학회총무

4

  첫째 행사 :  품질인과 특강 및 대화

윤수창 전문위원(yoon@standardmc.co.kr)

- GM대우자동차, BorgWarner TS 품질인으로 근무(15년)

- 상공회의소 전국싱글PPM품질확보전략 전도사

- 제조업품질경쟁력강화컨설팅기관 ㈜스탠다드경영컨설팅 대표

- 중국내 한국제조업컨설팅기관 ㈜이노비즈경영컨설팅 대표

- 국내/외 한국기업들을 위한 개발/현장/전사품질 전도사로 활동중  

■ 차년도 품질계획 세우는 노하우(10:00~11:10, 701호)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품질전략, 제조기업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유지하

기 위한 차년도품질계획수립은 중요하면서도 쉽지 않은면이 있다. 함께하는 많은 품질인들께 

“연구소, 개발, 구매, 현장의 전사임직원이 함께 하는 품질계획”이어야 하는 대전제를 어떻게 

사업계획으로 전개시켜나가는지 명확하면서 간결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최정일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부, 학회 포상위원장 / jichoi@ssu.ac.kr) 

- 한국경영학회 상임이사, CSV소사이어티 위원(현) 

-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현) 

- 행정자치부 정부3.0 전문강사단 및 컨설팅단 위원(현) 

- 국가품질상, 서비스대상, 국가생산성대상 심사위원(현) 

- 미국 보스톤 소재 메리맥대학 경영학부 교수(전) 

■ 공유가치창출과 지속가능경영 (10:00~11:10, 703호)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환경의 변화속에서 어떠한 기업이 영속체(going-concern)로서 지속적

인 성장을 추구할 수 있을까? 名品기업이 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의 주요 3가지 

요소 및 평가지표를 설명하고, 지속가능경영 우수 서비스 기업 및 제조 기업의 사례와 공유가

치 창출 전략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김의식 대표(eskim@qme.co.kr)

- QM&E경영컨설팅 대표이사(현) 

- Juran Institute Korea 대표이사(현)

- AT&T사 품질경영팀장(전)   

- Philips Signetics 기술개발부엔지니어(전)

- Six Sigma 전문가과정(EBS강의)/Motorola(SPC강의)외

■ CEO와 조직원 품질마인드 심는 노하우(11:20~12:40, 701호)

기업에 있어 끊임없는 성장이란 CEO와 조직원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공동 목표이며 기업의 

절대적인 중요한 생명가치이다. 우리나라의 성공한 기업의 성장 동력은 강한 조직문화형성에

서 비롯되었고, 강한 조직문화의 원천은 성숙한 품질경영체제의 구축이었으며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산업을 이끄는 바탕이 되어 왔다. 글로벌 수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한 CEO 품질정

책 및 의지를 동일한 목표를 갖도록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동일한 품질마인드를 심는다면 일

회용품이 아닌 명품을 제공하는 선진 기업경영체계에 신속하게 다가설 것이다. 어떻게 CEO

와 전사 조직원의 일치된 품질마인드의 하모니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품

질인들과 공감하는 자리를 갖고, 기업의 품질경영체계의 실패요소와 성공요소를 정리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품질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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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조혜 교수(HwangJ@khu.ac.kr)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교수 (현)

-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SSCI) 편집위원 (현) 

- 서비스경영학회 편집위원 (현) 

- 미주리대학 Hospitality Management, 교수 (전) 

■ 행동과학을 적용한 서비스 경험관리 (11:20~12:40, 703호)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Daniel Kahneman의 전망이론으로부터 발전한 행동과학 이론들이 고

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경험관리에 어떻게 적용될수 있는지 살펴 본다.

김용대 전문위원(kyd1010@ksa.or.kr)

-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 국가품질상 심사위원      

- 전국분임조경진대회 심사위원 

- 국가기술자격 출제위원

- 제조업 및 공공기관 다수기업 품질경영 지도자문

■ 품질 코스트  관리와 개선 노하우 (10:00~11:10, 704호)

기업 품질 담당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질 코스트에 대한 문제를 같이 그동안 경험과 지도한 

경험을 소개하며 참석자들과 토의하면서 고민한다. 다음의 질문에 집중한다. 

1. 품질의  측정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2.기업의 수익증대의 바람직한 방안은?

신민석 교수(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학회 위원장 / shinm@konkuk.ac.kr )

-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y Innovation, 

- Assistant Editor 

- Journal of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udies (SSCI) 편집위원

■ Future of Quality (11:20~12:40, 704호)

춘계 품질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업데이터 하여 발표한다. ASQ에서 제공한 ‘품질의 미래’ 내

용을 소개하고 많은 품질학자들이 언급하는 품질의 미래를 소개한다. 학술적으로 제시하는 품

질의 미래와 기업체에서 바라보는 품질의 미래를 같이 검토한다.

  둘째 행사 :  우수 기업 품질 경영 사례 발표

김동준 박사(dongjunkim@hanyang.ac.kr)

- (현재)한양대학교 산업공학과 겸임교수, 

- 삼성전기 6시그마경영팀장(1996.6 ~ 2005.2)

-    IBM Korea /Global Business Service /Strategy & Change/Senior Managing 

Consultant(2005.3 ~ 2010.3)

- George Washington Univ.(U.S.A) 기계공학 석·박사

■ 품질우수기업의 특징 (10:00~10:35, 705호)

품질우수기업들은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품질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복잡성, 불연속성 및 불확실성에 선제적으

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 및 시장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영품질 확보를 위해 구조화되고 체

계적인 품질혁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품질우수기업들의 특징을 리더십, 전략, 운영, 인

프라 및 성과의 관점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모범이 되는 품질 선도 기업의 품질경영 사례를 발표한다. 기업 품질인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  품질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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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 이명창(한국서부발전 품질경영팀장)

1987년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하여 발전소 현장의 발전설비 운영 및 정비업무를 거쳐 현재는 

본사에서 회사 품질경영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품질업무를 통한 회사수익 향상에 관심이 

많다.

■ 서부발전 (11:20~11:55, 705호) 

한국서부발전은 2001년 4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설립된 시장형 공기업으로 종업원은 2,260

명이며 태안, 평택, 인천, 군산 등 4개 지역에 총 9,305MW(국내발전설비 용량 10.2%)의 발전설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5년 매출액은 4조3천억원, 당기순이익은 2,946억원을 달성하였습니다.

발표자 : 이한우(전무이사)

한국OSG의 품질경영의 도입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전통 품질인

■ 한국OSG (11:55~12:40, 705호)

한국OSG는 수입에 의존하던 절삭공구를 국산화 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

속적인 성장을 통해 품질경쟁력을 호가보하고 월드 클래스 기업으로 세계시장을 향해 발돋

움 하고 있다. 오늘의 성장과 성과가 있기까지에는 지속적인 품질경영활동의 결과로 평가 되

고 있다.

정구만 품질명장(gmjung9@hanmail.net)

- 한국품질명장협회 미래전략본부장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 NCS전문위원    - 국회의원 미래인재혁신정책자문위원

■ 품질명장 되는 길 (11:20~12:40, 702호) 

1. 국가품질명장제도에 대해서   2. 국가품질명장선정절차에 대해서

3. 국가품질명장선정기준에 대해서  4. 국가품질명장 활동과 역활에 대해서

  셋째 행사 : 품질기술사 및 품질명장과 대화  

한국품질기술사회회와 한국품질명장협회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술사 혹은 명장에 관심 

있는 분들과 기술사 준비 요령과 품질명장이 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화의 장이다.  

이동준 품질기술사(checky@chol.com)

- 한국품질기술사회 부회장  - 리스품질경영컨설팅 대표

■ 품질기술사가 되는 길 (10:00~11:10, 702호)

1. 품질기술사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관해서  2. 품질기술사 필기시험 출제 경향

3. 품질기술사 면접시험 대비 전략.  4. 효율적인 도전 전략.

|  품질마당  |

발표자 : 이문봉(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부장)

한국철도시설공단 품질환경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품질환경혁신을 통한 철도건설의 품질

을 제고하여 명품철도를 건설함으로써 해외 철도사업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 (10:35~11:10, 705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4년 설립된 준 정부기관으로 6본부/1연구원/5개지역본부, 1,412명

의 임직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16년 자산 17조 9,400억원, 예산 10조 6,713억원,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와 그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햄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국민경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2015년 호

남고속철도 개통, 2016년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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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완 석좌회원(newqm1@empas.com)

- 한국품질경영학회 창립을 주도적으로하고 초대 상무이사역임

- 제 1호 한국품질경영학회 석좌회원

- 한국 최초 회사 표준화 및 통계적품질관리 체계화 성공(1960-백광약품 화학공장)  

-    한국 최초의 품질관리 세미나 주도(1962년 12월) 후 1963년1월~1975년8월(13년 8개월) 한국 

최초의 QC 컨설턴트로 생산 및 품질 혁신을 위해 활동.

-    한국표준협회 상무이사 및 상근부회장 역임,  범 산업적 TQC 확산 보급에 중추 역할 수행

(1975년9월~1989년5월 13년8개월) 

-    불모지에서 QC서클 독본(상,하) QC 분임조 추진요령, 초등실험계획, QC 텍스트 시리즈(전 

5권) 등 30여 권 사비 출판 보급

-    대통령 표창(1976), 철탑산업훈장(1980) 수훈(QC 분야 국가서훈 선례 조성)

■  QM!! 산업의 고신척영(孤身隻影) 인가 
-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지고 미래의 변화에 대담하게 도전하자 -

세상은 흔히 그를 한국 QM 변천사의 산 증인이라고 하나 그는 이를 달갑지 않게 생각 한다. 한

국 QM을 객관적 사물의 대상으로 놓고 멀리서 인식의 주체로 행세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QM 

현장에 투신하여 자(自)와 타(他)의 구별 없이 역사적 현실을 내재화(內在化)하며 살았다고 여

김. QM은 가히 그에게 있어 철학이고 사상이며 종교와도 같다고 한다. 

 넷째 행사 :  기조강연: 조중완 1호 석좌회원 3층 대회의실 오후 14:20~15:20

윤생진 대표(신재생 에너지 대표)

금호타이어 기능직으로 입사, 18,600건의 발명과 제안을 통해 훈장 2회, 대통령상 5회, 7번의 

특진 끝에  그룹총괄본부 전무까지 오름. 공장에 윤생진 기념비와 기념식수가 있음.

■ 창조와 열정이 개인과 조직의 운명을 바꾼다.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조직과 상상력과 창의로 뭉쳐진 조직의 미래는 다르다. 

이제는 톱다운 방식에서 보텀업 경영 전략이 절실하다.

  다섯째 행사 :  현장 품질의 대명사 윤생진(前 금호그룹 전무)
 3층 대회의실 오후 15:30~16:20

  여섯째 행사 :  품질 논문 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

701호 702호 703호 704호 705호

품질경영

좌장:김계수교수

(세명대)

서비스품질

좌장:김명수교수

(강원대)

통계적 품질경영 I

좌장:장대흥교수

(부경대) 

국방품질 I

좌장:이민구교수

(충남대) 

50 주년 기념

좌장:김상익교수

(건국대)

현장품질개선

좌장:배성민교수

(한밭대)

통계적 품질경영 II

좌장:백제욱교수

(한국방송통신대)

국방품질 II

좌장:장일호박사

(국방기술품질원)

품질응용

좌장:이돈희교수

(계명대)

- 각 세션별 우수 논문발표상 수상

- 우수 포스터 논문발표상 수상 

- 포스터 발표는 3층 대회의실  로비

"1986년 브라질 정부 

상공부 주최 품질관리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모습" 경영자 세미나

(상파울루 및 포르트알

레글레)및 상공부 공무

원 세미나 (리우데자네

이루) 개최. 일본 및 한

국 전문가로 초청받음.

|  품질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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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2017년 예산안 승인

2호. 신규임원 선임

 1. 고문추대: 김규환 20대 국회의원(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 부회장

   윤수창 박사 : 스탠다드경영컨설팅 대표 (부회장, 신규)

   박영창 본부장: 국방기술품질원본무장(당연직: 한홍조본부장에서 보직변경)

 3. 한중위원장: 노용휘 교수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한중위원장)

 4. 이사

    이태훈 박사 : 한국원자력연구소 

    장영순 교수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조지훈 팀장 : 아주캐피탈 

    최진영 교수 :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황조혜 교수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3호. 우수도서선정 세칙 추가

    2016년 수상자 유한주교수 선진기업의 조건: 품격경영, 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6/4/27

4호. 2016년 추계 품질학술대회 수상자 명단 

(1) 감사패

    - 수상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

(2)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 시상 별도

    - 아이디스 그룹: 김영달 대표이사  

    - 라이온켐텍: 박희원 회장 

(3) 품질경영학술상 시상(총회에서 시상)

    - 수상자 : 정규석 교수(강원대학교)

(4) 뛰어난 품질산업인 상(총회에서 시상)

    - CQO(품질임원상):  이한우 한국OSG 전무

문홍량 한전KDN 본부장 

    - EQM상(품질관리자) : 이명창 한국서부발전 품질경영팀장

    - EQC상(품질컨설턴트) :  김의식 주)QM&E경영컨설팅 대표이사 

김동준 (주)마이구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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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M상(품질관리자) : 이명창 한국서부발전 품질경영팀장

    - EQC상(품질컨설턴트) :  김의식 주)QM&E경영컨설팅 대표이사 

| 정기 이사회 (705호 09:30 ~ 09:50) |

 •2016년 2차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701. 품질경영 (16:40~18:40) 좌장: 김계수 교수(세명대)  

701.1. 제품회복 전략, 기업이미지, 고객유보 관련 구조방정식모델

 김계수, 민병서, 유병대, 배규락(세명대학교)

701.2. 이동통신시장에서 품질과 전환장벽이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계수, 민병서(세명대학교)

701.3.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수상기업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 연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형석, 정규석(강원대학교)

701.4.  카노 모형에 기반한 항공서비스품질 분류와 잠재적 고객만족 개선지수에 관한 연구 - 

중국 승객을 중심으로

 기린, 정규석(강원대학교)

701.5. 카노모형 품질특성의 중요도 결정 방법

 이규성, 강대묵, 전서구, 윤재욱(한국외국어대학교)

  702. 서비스품질 (16:40~17:40) 좌장: 김명수교수(강원대)  

702.1. 해외 개인 구매대행 서비스 이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암, 박상문, 김명수(강원대학교)

702.2. Active Learning: 교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례연구

 이돈희(계명대학교)

702.3. 대학 교육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품질차원 및 개선우선순위 도출

 장영순(명지대학교)

  702. 현장품질개선 (17:50~18:40) 좌장: 배성민 교수(한밭대)

702.4. PL, Recall 등 제품사고 예방 활동

 이황주(한국표준협회)

702.5. 다구찌 방법을 이용한 신발 아웃솔 펠레타이징 기계 절단부의 최적화

 권오훈, 구평회, 권혁무(부경대학교)

702.6. 철도안전법의 제작자 승인을 위한 정량적 평가 모형 개발

 김학술(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상부(창원대학교)

  703. 통계적품질관리 I (16:40~17:40) 좌장: 장대흥 교수(부경대)

703.1. BMIC를 이용한 이분 시장의 전이점 추정

 김태구(한밭대학교), 홍정식(서울과학기술대학교)

703.2. 사상의학에 기초한 인체의 품질수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한 가설의 제안

 홍승표((주)서울경영)

703.3. 혼합된 수준들의 속성들을 갖는 컨조인트 분석

 임용빈, 정종희(이화여자대학교)

  703. 통계적품질관리 II (17:50~18:40) 좌장: 백제욱 교수(한국방송통신대)

703.4. 요인배치법에서 반정규확률플롯과 LASSO plot의 비교

 장대흥(부경대학교)

703.5 통신장비 분야 통계적 품질관리 기반 예방 품질보증체계 구축 사례

 김종신(한화시스템(주)), 양윤석, 김동진(국방기술품질원)

703.6. R을 활용한 품질관리

 백제욱(한국방송통신대학교)

  704. 국방품질 I (16:40~17:40) 좌장: 이민구 교수 (충남대학교) 

704.1 품질기능전개를 활용한 무기체계의 목표성능과 비용 설정

 이태화, 최규명, 이경창((주)톨레미시스템), 이민구(충남대학교)

704.2 40mm 저속유탄(K200) 신관 품질개선 및 가속노화시험을 통한 불발율 감소에 관한 연구

 주진천(국방기술품질원)

|  구두발표 세션 (16:40~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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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 건조속도 시험방법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홍성돈, 이민희(국방기술품질원)

704.4 국제 표준 기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체계공학 개발관리 절차 적용 연구 

 김장은, 조유습, 나재현, 성인철(국방기술품질원)

704.5 이미징 기반의 발수도 판별을 통한 측정 신뢰도 향상에 관한 연구

 박재우, 김성욱(국방기술품질원)

  704. 국방품질 II (17:50~18:40) 좌장: 장일호 박사 (국방기술품질원)

  

704.6. 기동화력분야 무기체계 개발단계 품질보증 방안 연구

 백현무, 김성훈, 김선진, 이윤수, 송석봉(국방기술품질원)

704.7. 수리온 주륜 착륙장치 누기 설계개선 연구

 최재형, 장인기(국방기술품질원), 이제석(현대위아)

704.8. 함정의 통합생존성 확보를 위한 설계 방안 연구

 최상민, 정길봉, 백용관, 김준우(국방기술품질원)

704.9. 항공기용 배터리의 저온 상태 열전달 해석을 통한 품질 개선 방안 연구

 김대운, 정수헌(국방기술품질원)

  705. 50주년 기념 (16:40~17:40) 좌장: 김상익 교수 (건국대학교)

705.1. 품질경영에서 통계적 방법론의 연구 동향

 김상익(건국대학교), 이상복(서경대학교), 임용빈(이화여자대학교), 장대흥(부경대학교)

705.2. 서비스품질 연구의 주요 이슈 분석

 김연성(인하대학교)

705.3. 품질경영 연구에 관한 고찰

 정규석(강원대학교)

705.4. 품질경영학회지의 통계적품질관리 분야 연구 리뷰

 권혁무(부경대학교), 홍성훈(전북대학교), 이민구(충남대학교), 임성욱(대진대학교)

  705. 품질응용 (17:50~18:40) 좌장: 이돈희 교수(계명대학교)

705.5. 자율경영이 고객가치와 고객만족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

 김계수, 민병서, 유병대, 배규락(세명대학교)

705.6. 국내 기계가공분야 실험계획법 적용연구 현황 

 박진수, 변재현, 김수진, 이건명(경상대학교)

705.7. 방산업체에서의 효율적 FMEA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허형조(한화시스템/경영혁신팀)

|  구두발표 세션  | |  구두발표 세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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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P16 품질경영  

P1. 연구개발 단계의 품질보증을 위한 원자력수소 문서관리시스템 개발

 이태훈, 이기영(한국원자력연구원 VHTR기술개발부)

P2. Q-GIS와 다중 회귀분석을 활용한 푸드트럭 입지 규제 개선 

 김형준, 이동준, 한상균, 홍웅걸, 이원경, 손소영(연세대학교)

P3. Zebrafish 암수 구별을 위한 계수형 합치도 향상에 대한 연구 

 정혜란(전북대학교), 홍성훈(전북대학교), 이민구(충남대학교), 권혁무(부경대학교)

P4. 국가응급진료정보망 신뢰도 향상을 위한 6시그마 프로젝트 사례 연구

 이혜정, 조혜경, 한소현, 이진희(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P5. 서비스스케이프 품질이 고객만족과 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김계수, 임송, 조백동(세명대학교)

P6. QCD 관점의 성과측정 방법론을 통한 개선된 품질비용 모델 연구  

 배기호, 안선응(한양대학교)

P7. 농업품질경영이 농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정훈, 이상복(서경대학교)

P8. 제조물책임 대응수준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사례 분석

 서준혁, 배성민(한밭대학교)

P9. 6시그마 문제해결 방법론을 통한 RF-PAD 품질 개선에 대한 고찰

 이상영, 이상복(서경대학교)

P10. 누적 Pitch 공정능력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와 시스템 구축

 이훈재, 이상복(서경대학교)

P11. 보툴리눔 독소 제품의 표준품 구축에 관한 연구

 인선희((주)대웅제약), 이상복(서경대학교)

P12.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내부심사 요구사항 연구

 박희업(서경대학교)

P13. 상동차 고진동 시험 대응을 위한 Motor 품질 개선에 관한 연구

 장동근, 김용태((주)LG이노텍), 이상복(서경대학교)

P14. ISO 22301과 IATF 16949의 통합 인증에 관한 연구

 조규선(한국표준협회), 이상복(서경대학교)

P15.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특성 및 연계방안 연구

 노동기, 서종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P16. 의료기기산업 관점에서 중소기업의 공급업체 관리방안 연구 - M사 공급업체 중심으로 -

 나선웅(서경대학교)

 P17~P24 현장품질개선

P17. 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기관-기업체간 품질보증 협력방안에 관한 연구

 김현우, 조상연, 설우석(한국항공우주연구원)

P18. RCM을 활용한 HALT 장비의 예방보전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김종걸, 최성원, 김혜미, 송찬규(성균관대학교), 

 김성옥, 이진식(자동차부품연구원 신뢰성연구센터)

P19. F-Model 증기발생기 품질향상을 위한 7단 TSP FOSAR

 김만수, 김오성, 김홍화, 지재용, 이일국, 최정훈, 서평주, 최 웅, 유태문, 신성철, 

 강경돈, 이헌일((주)한빛파워)

P20. 극소 불량률 관리를 위한 Burr - Zp 관리도 적용에 관한 연구

 김종걸, 최성원, 김혜미(성균관대학교), 엄상준(SK하이닉스)

P21. 시설농업데이터를 활용한 토마토생육에 미치는 환경 인자 분석

 나명환, 최성천(전남대학교), 이혜림, 조용빈(농촌진흥청)

P22. 중앙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추진 효율성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을 활용하여

 서인희, 김이중, 최정일(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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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3. TOC 제약 이론을 활용한 공장 생산능력 측정 연구 - S사 사례 중심 -

 김영길(서경대학교)

P24.신제품 개발단계에서의 품질 리스크 관리에 대한 연구

 이제왕(서경대학교)

 P25~P41 국방품질

P25. 군수품 장비류 감액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서상원(국방기술품질원), 허화만(방위사업청), 장봉기, 황우열, 정일호(국방기술품질원)

P26. 시험성적서 신뢰성확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 

 이동헌, 박동수, 강민정(국방기술품질원)

P27. 계절별 환경시험을 통한 전투화 내구성평가

 주재영, 이남례, 여용헌(국방기술품질원)

P28. 방탄헬멧 기술분야 키워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강진우, 박재우, 김지훈(국방기술품질원)

P29. 보온재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의 보완 연구

 여용헌, 홍성돈, 이민희(국방기술품질원)

P30. 피복·장구류의 기준색상 제시 프로세스 개선 연구

 이민희, 김성욱, 홍성돈(국방기술품질원)

P31. 전술훈련용 수류탄의 생분해성 소재 분해특성 연구

 김명현, 문자영, 김경록(국방기술품질원), 노유한(티엘씨 코리아)

P32. 조류퇴치탄 추진제 변경을 통한 품질향상 연구

 고용신, 오준호(국방기술품질원)

P33. 듀얼모드 탐색기 상의 영상표적 크기추정 기술 연구

 정윤식, 김진한(국방기술품질원)

P34. 궤도차량 제동 시스템의 마모 특성 개선

 김현민, 손기중, 김현진(국방기술품질원)

P35. 민수개조형 군용 짚 차축조립체의 파손방지 개선에 관한 연구

 오대산, 임희준, 강달성(국방기술품질원), 김종민(쌍용자동차 품질경영팀)

P36. 체계(기동)장비에 대한 품질경영시스템 평가 중심의 품질보증 방안 연구

 박경철, 서현수, 박기철, 허영무(국방기술품질원)

P37. 통신용 소형전술차량 운용안전성(화재예방) 확보 방안 연구

 김선진, 박진원(국방기술품질원), 김가식(기아자동차 특수설계팀),  

 박찬관, 신철호(국방기술품질원)

P38. 소량생산 군수품에 대한 규칙기반 공정관리 기법 적용 방안 제안

 성원희, 김병준(한화시스템(주))

P39. 품질 특성을 고려한 공정 품질 등급 도구(Q-Rank) 적용 사례

 전주호(한화시스템(주))

P40. 대기행렬을 바탕으로 한 모형해석을 통해 제한된 정보에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재고모형 연구

 최영우(한화시스템(주))

P41. 측정시스템 분석을 통한 Display 제품 품질보증 방안 연구

 권기호, 차진영(한화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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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강경동 P19

강달성 P35

강대묵 701.5

강민정 P26

강진우 P28

고용신 P32

구평회 702.5

권기호 P41

권오훈 702.5

권혁무 702.5, 705.4, P3

기린 701.4

김가식 P37

김경록 P31

김계수 701.1, 701.2, 705.5,   

 P5

김대운 704.9

김동진 703.5

김만수 P19

김명수 702.1

김명현 P31

김병준 P38

김상부 702.6

김상익 705.1

김선진 704.6, P37

김성옥 P18

김성욱 704.5, P30

김성훈 704.6

김수진 705.6

김연성 705.2

김영길 P23

김오성 P19

김용태 P13

김이중 P22

김장은 704.4

김종걸 P18, P20

김종민 P35

김종신 703.5

김준우 704.8

김지훈 P28

김진한 P33

김태구 703.1

김학술 702.6

김현민 P34

김현우 P17

김현진 P34

김형준 P2

김혜미 P18, P20

김홍화 P19

ㄴ

나명환 P21

나선웅 P16

나재현 704.4

노동기 P15

노유한 P31

ㅁ

문자영 P31

민병서 701.1, 701.2, 705.5

ㅂ

박경철 P36

박기철 P36

박동수 P26

박상문 702.1

박재우 704.5, P28

박진수 705.6

박진원 P37

박찬관 P37

박희업 P12

배규락 701.1, 705.5

배기호 P6

배성민 P8

백용관 704.8

백제욱 703.6

백현무 704.6

변재현 705.6

ㅅ

서상원 P25

서인희 P22

서종현 P15

서준혁 P8

서평주 P19

서현수 P36

설우석 P17

성원희 P38

성인철 704.4

손기중 P34

손소영 P2

송석봉 704.6

송찬규 P18

신성철 P19

신철호 P37

ㅇ

안선응 P6

양윤석 703.5

엄상준 P20

여용헌 P27, P29

오대산 P35

오준호 P32

유병대 701.1, 705.5

유태문 P19

윤재욱 701.5

이건명 705.6

이경창 704.1

이규성 701.5

이기영 P1

이남례 P27

이돈희 702.2

이동준 P2

이동헌 P26

이민구 704.1, 705.4, P3

이민희 704.3, P29, P30

이상복 705.1, P7, P9, P10,   

 P11, P13, P14

이상영 P9

이원경 P2

이윤수 704.6

이일국 P19

이정훈 P7

이제석 704.7

이제왕 P24

이진식 P18

이진희 P4

이태화 704.1

이태훈 P1

이헌일 P19

이형석 701.3

이혜림 P21

이혜정 P4

이황주 702.4

이훈재 P10

인선희 P11

임성욱 705.4

임송 P5

임용빈 703.3, 705.1

임희준 P35

ㅈ

장대흥 703.4, 705.1

장동근 P13

장봉기 P25

장영순 702.3

장인기 704.7

전서구 701.5

전주호 P39

정규석 701.3, 701.4, 705.3

정길봉 704.8

정수헌 704.9

정윤식 P33

정일호 P25

정종희 703.3

정혜란 P3

조규선 P14

조백동 P5

조상연 P17

조용빈 P21

조유습 704.4

조혜경 P4

주암 702.1

주재영 P27

주진천 704.2

지재용 P19

ㅊ

차진영 P41

최규명 704.1

최상민 704.8

최성원 P18, P20

최성천 P21

최영우 P40

최웅 P19

최재형 704.7

최정일 P22

최정훈 P19

ㅎ

한상균 P2

한소현 P4

허영무 P36

허형조 705.7

허화만 P25

홍성돈 704.3, P29, P30

홍성훈 705.4, P3

홍승표 703.2

홍웅걸 P2

홍정식 703.1

황우열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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