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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품질경영학회는 글로벌 품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한 품질경영의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응용을 통해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과 국가 품질정책 수립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품질경영학회장  최정일 숭실대 교수

“글로벌 품질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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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한국품질경영학회는 품질에 관심있는 분들이 참여 품질경영 학술공동체로 품질경영을 통한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공헌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학회는 품질 학술활동(학술대회, 학술지발행,

국제 품질대회참여 등)과 산업체 품질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품질 평가, 교육, 자문, 지도 등의 과업을

수행합니다.  

학회의 주요 활동과 사업

•품질경영의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품질경영관련 산학협력 활동

•품질정책 및 품질기법 관련 자문/지도/교육 등 실시

•국제품질관련 학술행사 및 경진대회(ANQ, QMOD, ASQ 등)에 참여

•품질 전문 학술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품질관련 시상(국가품질상, 서비스대상 등) 심사 참여 

학회 비전 및 전략

주요연혁

*   1965. 9. 4.
한국품질관리학회 창립 

’91

’94* 미군구매처품질보증국과 협력

* 1회 전국QCC대회 주체

*   한·대만·일 품질관리  
  심포지움 실시

 *   한국품질경영학회  
  명칭개명 

* ’02  한중품질심포지움 실시

* ’03  ANQ(아시아품질대회) 참여

* ’05 창립 40주년

* ’15  창립 50주년 

* ’15  IJQI(국제영문저널, 편집위원장
 이상문박사)

 

*  한국연구재단
우수학술지 평가

 
   1965-

1980
1981-
2000

2001-
2015

2016 - 
2030

’21

*  창립 60주년
  

’25

 

글로벌 품질강국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품질경영을 통한 사회적 가치 및 국민행복 실현

품질경영 전문 학술공동체

품질연구 활성화

ㆍ품질경영학회 위상 제고

ㆍ학술연구의 질적 향상

ㆍ연구기획 세미나 운영

ㆍ품질혁신 어젠다 발굴

ㆍ차세대 품질기법 발굴

ㆍESG / 품질안전 /

   사회적 가치 창출

ㆍ학술행사와 산학 연계 확대

ㆍ연구회/포럼 기반의
    자문활동 활성화

ㆍ자문/컨설팅/교육

미션

비전

목표

전략

품질공동체 구성 품질한국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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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안내

한국품질경영학회는 품질에 관심 있는 분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특히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장합니다. 

개인회원으로 가입은 학회 홈페이지(www.ksqm.org 회원광장)를 이용하시고, 기업 회원은 학회 사무국에 문의 바랍니다 

(학회 사무국: 02-2624-0357).

회원납부 안내

기업회원

구분

준회원

정회원

종신회원

단체회원

혁신품질(IQ)

베스트품질(BQ)

글로벌품질(GQ)

특별품질(SQ)

회원혜택 안내

 개인 회원

 기업 회원

준회원 정회원 / 종신회원

단체회원

혁신품질(IQ)

글로벌품질(GQ)

•품질대회 및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논문 투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논문 공유

•등재지 ‘품질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 논문집
   발송 및 각종 정보 공유

•학회 학술대회 년 2명 무료 참석

•학회 주도의 품질 관련 교육 요청 시 할인 혜택

•품질담당 및 관리자 대상 별도 세미나 및 모임에 참가 기회

•학회 학술대회 년 8명 무료 참석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년 2회 홍보

•사내 품질 세미나 년 1회 강의 지원

•학회 주도의 품질 관련 교육 요청 시 할인 혜택

•품질담당 및 관리자 대상 별도 세미나 및 모임에 참가 기회

  

베스트품질(BQ)

•등재지 ‘품질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 논문집
   발송 및 각종 정보 공유

•등재지 ‘품질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 논문집
   발송 및 각종 정보 공유

특별품질(SQ)

•등재지 ‘품질경영학회지’에 게재된 우수한 학술 논문집
   발송 및 각종 정보 공유

•품질대회 및 학술대회 참가

•학술지 논문 투고

•학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논문 공유

•총회 참석 발언 및 투표권

•학회장 등 임원 피선거권

•학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 및 논문 공유

•학회 학술대회 년 5명 무료 참석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년 1회 홍보

•학회 주도의 품질 관련 교육 요청 시 할인 혜택

•품질담당 및 관리자 대상 별도 세미나 및 모임에 참가 기회

•학회 학술대회 년 15명 무료 참석

•학회 학술대회 논문집에 년 2회 홍보

•사내 품질 세미나 년 2회 강의 지원

•학회 주도의 품질 관련 교육 요청 시 할인 혜택

•품질담당 및 관리자 대상 별도 세미나 및 모임에 참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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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 일정 및 소개

학회는 국내에선 매년 춘계ㆍ추계 학술발표대회를 주체하고 국제학술대회로 한ㆍ중 품질심포지움, 아시아품질대회(ANQ)에
개최국으로 혹은 회원국으로 참여한다.

 국내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춘계 학술대회

한-중 품질심포지움(The Korea-China Bilateral Symposium on Quality)

ANQ(Asian Network for Quality) Congress

기타 국제 학술대회

•일시  2022년, 2023년 5월 셋째 주, 금

•장소  The-K Hotel 서울 예정

•한중협력위원장 : 배성민 교수(한밭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2022년 한중품질심포지움 : China

•2023년 한중품질심포지움 : Korea

•ANQ협력위원장 : 신민석 교수(건국대학교 국제무역학과)

 

•The 20th ANQ Congress 2022 : China

•The 21th ANQ Congress 2023 : Vietnam

• QMOD(Quality Management and Organisational Development, 유럽품질경영학회)  

 

•
 
ASQ(American Society for Quality, 미국품질협회) & WCQI

  

 

추계 학술대회

•일시  2022년, 2023년 10월 셋째 주, 금 ~ 토

•장소  미정

한-중 품질심포지움은 한국과 중국의 품질경영전문가들이 자신의 연구 분야와 적용사례들을 발표하여 교류하는 학술행사로, 
2001년 중국 정주(鄭州)에서 개최된 이후 매년 한국과 중국을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한국 연구재단(NRF)과 중국 
자연과학연구재단(NSFC)의 공동후원을 받아 개최되며, 지금까지 개최된 한ㆍ중 품질경영심포지움의 결과로는 양국 
연구자간 공동 프로젝트 수행, 공동 도서집필, 논문 발표뿐만 아니라 개별 연구자간의 연구 협력 등 한·중 연구자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ANQ는 1987년에 한국, 대만, 일본 3개국을 중심으로 품질경영 전문가 및 경영자들이 모여서 개최하기 시작한 AQS 행사가 
2002년 Asian Network for Quality(ANQ)란 이름으로 새롭게 탈바꿈된 것으로서, 아시아 품질관련 학술대회로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국제학술행사이다. 2003년 북경대회부터 1st ANQ Congress & 17th AQS를 시작으로 매년 17개 회원국이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개최 시기는 각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가을에 개최된다. 매년 평균 300
여명이 참석하는 큰 규모의 국제학술행사로 현재 한국은 상임이사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한국품질경영학회 학회장과 
ANQ협력위원장이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ANQ 회원국은 한국, 방글라데시, 중국, 대만, 두바이, 홍콩, 인도네시아, 인도, 이란, 일본,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으로 총 20개국이다.

유럽 지역에서 개최되는 품질경영 및 서비스사이언스 관련 학술행사로 스웨덴의 Lund University과 Linköping University
에서 중심이 되어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2년과 2015년 한국품질경영학회 
주관으로 부산과 서울에서 행사가 개최되었다.

미국의 각 품질단체들이 1946년 통합하여 설립한 것으로 세계 최대의 품질행사인 ASQ WCQI(World Conference on 
Quality and Improvemets) 대회를 개최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원(NIST)와 함께 말콤볼드리지상 제도를 공동으로 
주관하며 세계 각국의 품질전문가들이 참여한다.



한국품질경영학회 품질플랫폼

‘품질플랫폼’은 모든 품질경영 관련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곳으로 특정 주제에 관심 있는 품질인들이 자유롭게 참가하여 토론하는 장이다.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는 학술대회를 비롯해 기간별, 업종별, 지역별, 직급별 등 다양한 만남을 기획하고 있다. 

학술지

품질경영학회지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 편집위원장 : 조철호 교수(대구한의대학교)

• 대표편집위원 : 박종우 교수(숭실대학교, 경영학 분야)

                            김용수 교수(경기대학교, 산업공학 분야)

                             신상문 교수(동아대학교, 통계학 분야)

품질경영학회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된 학술논문지로, 품질 전문가들의 품질에 관한 학문적 

연구와, 기업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진 융합연구를 촉진시키고 결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학회지 발간은 연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정시 발행하고 있으며, 

학회지 홈페이지(https://www.jksqm.org/)에서 볼 수 있다. 

품질경영학회지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 학술데이터분석팀에서 공식발표한 『KCI 2020 인용지수』 중 

KJR(KCI 중심성 지수)는 총 254개 공학저널들 중에서 전체 상위 3위, KCI IF(KCI 영향력 지수)는 총 254

개 공학저널들 중에서 전체 상위 8위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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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상

학회는 품질경영을 통한 학문적 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연구자, 기업인 그리고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상을 수여하고 있다.

모든 시상은 학회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에서 수상자의 공적서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품질경영학술상 오랜 기간동안 학회 활동 및 학술적 연구업적이 우수한 회원을 선정하여 학술대회에서 수여한다.

● 우수발표논문상 춘ㆍ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가운데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수여한다.

한 해동안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학술대회 행사에서 경영학, 산업공학,
통계학 각 분야별로 수여한다.

● 우수논문상
 

 

연구자 상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1998년부터 수여함
2021년 -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화 사장

2021년 - (주)BYN BLACKYAK 강태선 회장

2021년 - 삼성전자(주) 한종희 사장

2020년 - 한전KPS(주) 김범년 사장

2020년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동희 원장

2019년 - 인천도시공사 박인서 사장

2019년 - 신일산업(주) 정윤석 대표이사

2019년 - 한국표준협회 이상진 회장

2019년 - (주)홈앤쇼핑 최종삼 사장

2019년 - (주)노루페인트 진명호 대표이사

2019년 - (주)파라텍 안계환 대표이사

2018년 -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

2018년 - LIG 넥스원(주) 김지찬 대표이사

2018년 - (주)GBSTYLE 박용주 대표이사

2018년 - 마스타자동차관리(주) 장기봉 회장

2018년 - 서울교통공사 김태호 사장

2017년 - 한국중부발전(주) 정창길 사장

2017년 - 크레텍책임(주) 최영수 회장

2017년 - (주)풍산 안강사업장 박우동 사장

2016년 - 명화공업(주) 문성준 대표이사

2016년 - LG전자(주) 조성진 사장

2016년 - (주)아이디스 김영달 대표이사

2016년 - (주)라이온켐텍 박희원 대표이사

2015년 - (주)동보 김재경 회장

2015년 -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2015년 - 아주캐피탈(주) 이윤종 대표이사

2015년 - ㈜젠한국 김성수 회장

2015년 - 한전KDN(주) 임수경 사장

2015년 - ㈜밀레니엄영우 안영국 회장

2014년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박동문 대표이사

2013년 - 남양공업 홍성종 대표이사 회장

2012년 - 삼성전자 신종균 사장

2011년 - 우리산업 김명준 대표이사

2010년 - KT 이석채 회장

2008년 - 아주그룹 문규영 회장

2007년 - 삼성엔지니어링(주) 정연주 사장

2006년 - 한국서부발전(주) 김종신 사장(대기업부문)

2005년 - 삼성석유화학(주) 허태학 사장

2004년 - 엘지마이크론 조영환 사장

2003년 - 도레이새한 이영관 사장

2002년 - 현대모비스 박정인 회장

2002년 - 포스데이타(주) 김광호 사장

2001년 - 삼성전자(주)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

2000년 - 현대미포조선 이정일 사장

1999년 - 경동보일러 손경호 회장

1998년 - 계양전기 단완재 회장

품질경영 활동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임원급 관리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2004년부터 수여함

2021년 - (주)LG전자 상무 김종필_21.10.29

2021년 - LIG넥스원(주) C4ISTAR사업부문장 권병현_21.10.29

2021년 - (사)캠틱종합기술원 본부장 송기정_21.10.29

2021년 - (주)아이디스 생산본부 오세남 전무이사

2021년 - LG화학(주) 고객가치혁신담당 이상옥 상무

2020년 - 삼성전자(주) 김기건 상무

2020년 - 한국철도공사 고준영 본부장

2020년 - 한국서부발전(주) 김경재 기술안전본부장

2020년 - LG전자(주) 정재웅 상무

2019년 - (주)파인인사이트 신현경 대표이사

2019년 - 한국남동발전(주) 정광성 기술본부장

2019년 - (주)풍산 안강사업장 김길수 상무

2019년 – 삼성전자(주) Global CS 전경빈 센터장 전무

2018년 - LG전자(주) 윤경석 전무

2018년 - 한국남부발전 고명석 전무

2017년 - 한국수력원자력 윤청로 본부장

2016년 - 한전KDN(주) 문홍량 단장

2016년 - 한국OSG㈜ 이한우 전무이사

2015년 - LG전자(주) 김준호 전무

2015년 - 한국타이어(주) 문동환 전무

2014년 - 국방기술품질원 우순 품질경영본부장

2014년 - 한국서부발전(주) 김동섭 기술본부장

2014년 -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장진환 회장

2013년 - 코오롱인더스트리 이해운 본부장

2013년 - 한전KPS 윤현웅 실장

2007년 - 두산중공업주식회사 김상진 상무

2007년 - 이레테크(주) 지만영 부사장

2005년 - 삼성전자 허상훈 상무

2005년 - 도레이새한(주) 김성대 상무

2004년 - 서부발전 정재모 처장

글로벌품질경영인대상(Global Excellence Award in Quality Management)●

한국CQO(Chief Quality Officer, 품질임원)상●

기업인 상

EQM(Excellent Quality Manager, 우수품질관리자)상●

품질향상 관련 탁월한 성과를 거둔 품질관리자에게 수여하는 상

EQE(Excellent Quality Engineer, 우수품질담당자)상●

품질향상 관련 탁월한 성과를 거둔 품질담당자에게 수여하는 상

EQC(Excellent Quality Consultant, 우수품질컨설턴트)상●

품질향상 관련 탁월한 성과를 거둔 품질컨설턴트에게 수여하는 상

공직자 상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품질경영에 크게 기여한 공직자에게 수여하는 명예로운 상으로 2022년부터 수여함

공로공무원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