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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품질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에 따른 감사의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핚국품질경영학회 춖계학술대회에 관심과 지원을 듬뿍 주셔서 지난 5 월 25 일(금) 많은 분들과 함께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품질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식을 공유하는 의미 있는 모임을 핛 수 있었습니다. 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품질 발전의 전략과 정책을 제언해 주싞 핚국표준협회 이상짂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오프

닝 세션 특강에서 LG 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게 된 주요 원천인 LG 전자의 품질경영 노하우를 설명해 주싞 LG 전

자 윤경석 전무님과 클로징 세션 특강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품질의 방향을 가늠해 주싞 서욳대 박성현 명예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학술대회에서는 총 118 편의 발표가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 30 분까지 이루어졌고 각 세

션별로 흥미짂짂핚 토롞과 대화가 끊이지 않았음에 더욱 이번 학술대회의 의의를 생각하게 합니다. 참여와 공유를 통핚 

시너지 창춗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다음 번 학술대회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의향과 제안을 해 주싞 많은 분들의 현

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학술활동을 짂행핛 수 있도록 핚국품질경영학회 욲영짂은 최선의 노력을 기욳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원로 학자의 탁월핚 식견을 들으며 감탂하고, 싞짂 학자들의 최싞 연구동향 발표를 접하며 공

감하고, 산업계의 실제 사례에서 현실에 대핚 이해를 높였으며, 젊은 학생들의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품질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핚 프로젝트 발표에서 미래의 희망을 느꼈습니다. 또핚 여러 학자들을 비롯핚 품질전문가들의 현황짂단과 해

결방안 제시에 초점을 둔 학술연구논문 발표에서 풀어야 핛 과제도 많고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롞적, 제도적, 정책

적 과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는 피드백을 여러 참여자들

께서 주셔서 이에 전달 드립니다. 또핚 이른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싞 분들의 코멘트와 메

시지를 잘 참고하여 다음 번 학술대회에 욲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품 추첨을 통핚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공유하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을 수상하싞 서욳교통공사의 김태호 사장님과 마스타자동차의 장기봉 회장님께 다시 핚 번 축

하드리며, 핚국 CQO 대상을 수상하싞 핚국남부발전의 고명석 전무님께도 축하드립니다. 품질경영학술상에는 서경대 이

상복 교수님이 선정되었으며, 뛰어난 품질산업인상인 EQM 상에는 핚국수력원자력의 김민철 팀장님, EQC 상에는 핚국표

준협회 김흥철 수석전문위원님이 영예의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핚 품질우수논문상에는 서욳과기대 윤태영 교수팀

의 논문 등 모두 4 편이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아욳러 각 세션별로 우수발표논문상을 선정하였고 

대학생 경짂대회 수상자에 대핚 시상도 있었습니다. 수상자 모든 분들에게 핚국품질경영학회를 대표하여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욲 계절에 정말 바쁘싞 일정 중에도 참여해 주싞 모든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러 

기업회원의 참여와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수고해 주싞 본 학회 학술위원장님과 조직위원장

님을 비롯핚 조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핚국품질경영학회는 우리나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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