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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ߊഥ
11:00-12:10

ࣁ࣌"_࠙җ

제 1 분과

제 2 분과

제 3 분과

제 4 분과

| 201 호 |

| 402 호 |

| 404 호 |

| 405 호 |

신범철 좌장

최성용 좌장

조철호 좌장

노경호 좌장

⳥⸌⣗⻀⭅

ⴆⲎ⣗⻀⭅

⺘⭤⳥⸌

⤂ⵏㄳ

12:10-13:00

등록 / 점심 | 경영관 나누리 식당 |

13:00-13:20

이사회 | 경영관 402호 |

13:30-13:50

개회사 및 생산성CEO대상 시상식 | 경영관 201호 |

ӝઑোࢸ
13:50-14:20

| 경영관 201호 |

한국생산성본부 노규성 회장

ࣗӝসࢤࢿೱ࢚ਸਤೠ٣ణےझನ࣌ݫୢߑউ
14:20-14:30

연구윤리 워크숍

ࣿߊഥ
14:30-15:40

제 1 분과

제 2 분과

제 3 분과

제 4 분과

제 5 분과

| 201호 |

| 402 호 |

| 404 호 |

| 405 호 |

| B101 |

박명규 좌장

문형남 좌장

신호정 좌장

염지환 좌장

권수라 좌장

&(2⩔ⳮ

⤈⢒⻓⾐

ㅘ

⢒⻦⤱⸌

&65

15:40-16:00

Coffee Break

ࣿߊഥ
16:00-17:10

ࣁ࣌#_࠙җ

ࣁ࣌$_࠙җ

제 1 분과

제 2 분과

제 3 분과

제 4 분과

제 5 분과

| 201호 |

| 402 호 |

| 404 호 |

| 405 호 |

| B101 |

전상경 좌장

윤지환 좌장

김현철 좌장

오진욱 좌장

권수라 좌장

⼎⤱⸌

⤱ⵓ

⻥⼦

Ⳣ⯯⺟ぴ⧨

&65

17:15-17:25

폐회식 및 대학원생 우수논문상 시상식

17:30-18:30

석식 | 한양종합기술원 (HIT) 6층 H-Club |

⫄⪗⬘㿨ⳇᛣ⪓䁳ᗧ㠿ⳋ㿫_08

09

ᬫ㽃⫄⪗⬘㽀䁳㝿ᚫ㽀Ⰷ᳧䁳

҅ࣿഥ֤ߊޙࣁ࣌]"]

44=33#0#45=43

이영석, 신범철 (경기대)

서비스산업에서 비기술적 혁신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박근영, 권은영 (한양대)

국가 R&D 지원 유형이 과학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음상원, 안철옥, 임호순 (고려대)

삼각분포와 DEA AR 모형을 활용한 국내 유치원 생산성 분석

이기준, 이창원 (한양대)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의 도입 운영에 관한 연구: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정훈 (관동대)

조선 저생산성의 원인 고찰

김슬아, 이창원 (한양대)

자동차산업 서비타이제이션의 구매자의 고객만족과 재구매의도 관계

장재선, 이창원 (한양대)

중국 SNS 품질과 제품 인지도, 고객만족 및 구매의도 간의 관계

김승현, 이동원, 오경주, 정봉주 (연세대)

군집분석 기법을 활용한 P2P Lending 연체예측율 향상에 관한 연구

안철옥, 최성용 (연세대)

SW 구독 및 솔루션서비스 도입에 대한 사례연구

GBAGBEU Kando Serge, 신범철 (경기대)

Labor supply shift in the two-sectors model
: An empirical study of African countries

이은지, 조철호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의 이미지 및 관계성 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품질 전략연구

권도희, 조철호 (대구한의대)

요양병원 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사회적 지원이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권영미, 구정완, 이창원, 이동한,
김성수 (가톨릭대)

동태적 변화에 따른 추천의도와 재이용의도 및 고객만족 요인의 영향력 차이
에 관한 연구-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최윤식 (Meredith College), 김기영, 최지연
최성용 (연세대)

Emergency Medical Services’ Impact on Brand Equity

박준기, 윤정인 (대림대)

IT환경에서의 성과향상을 위한 갈등인식

고혜경 (이화여대)

기업의 여성 임원 보좌에 대한 비서업무 효과성

이제홍 (조선대)

한국소비자의 명품브랜드 구매결정 요인 도출

노경호 (대림대)

NCS기반 교수학습 생산성에 관한 연구

㝿ᚫ㽀Ⰷ᳧䁳⬟❧ㅣㇼ

҅ࣿഥ֤ߊޙࣁ࣌]#]

47=63#0#48=73

김종성 (동부익스프레스)

동부익스프레스의 생산성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박종석 (아세테크)

아세테크의 생산성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김용환 (KTNET)

KTNET의 생산성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장필성 (STEPI)

산업기술 R&D의 경제사회적 효과 분석 : 수행기관 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추수진 (STEPI)

농업 연구개발사업의 정책집행 효율화 방안 연구 :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최용인, 이예원 (STEPI)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키워드 흐름 비교·분석 (2003~2017년)

진정아, 박광태 (고려대)

A study on the efficiency of Chinese Logistics Transportation Using
DEA-SBM Model

이상준, 신호정 (고려대)

Quantifying the Performance of TV Home Shopping Program
: An Integrated Data Fitting Method

최정원, 이미영 (건국대), 장재원 (고려대)

인공지능을 이용한 뉴스기반의 기업부도예측 연구

최 진, 김영준 (고려대)

빅데이터의 범용 기술 특징과 활용 역량에 대한 연구

유기섭, 김호연, 조남재 (한양대)

일본과 독일 기업의 장기 승계 특성에 대한 사례 비교 연구

유기섭, 이윤석, 조남재 (한양대)

가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AHP 분석 – 후계자 관점 중심으로

이윤석, 유기섭, 조남재 (한양대)

승계자 관점에서 본 가업 승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AHP 분석

이용재, 김민국, 홍 빈 (한양대)

Volkswagen's Clean Diesel Dilemma 사례연구

김상훈, 임예진, 김현우 (한양대)

폭스바겐의 지속성과 전략

안기현, 임 준, 유한문 (한양대)

시장경쟁과 CSR :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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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경 (한양대)

경영효율성 지표에 대한 주식시장의 평가

양현봉 (산업연구원)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 정책과제

김진아, 윤지환(고려대)

기술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서에 대한 연구

안현섭, 윤지환 (고려대)

사내벤처캐피탈의 혁신극대화 방안에 대한 연구

이재훈, 김영준 (고려대)

지식재산 총칭 어휘의 다의적 의미 분석 연구
- 국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중심으로

황병선 (빅뱅엔젤스), 안준모, 이미영
민형진 (건국대)

IT벤처 기업가 열정에 대한 엔젤 투자자의 인지 수준이 투자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조윤형 (조선대)

진성리더십은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변화에 대한 저항을 낮출 수 있는가?

Wang, Jia-tong, Zhu, Tian-tian, Kim,
Hyun-Chul (Kunsan National University)

A study on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creativity on their
entrepreneurship intention

노혜영, 이태원, 김승철 (한양대)

프로젝트 참여자 조직몰입과 프로젝트 성과의 연관성 분석

조

고성과작업시스템(HPWS)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준 (한국산업인력공단), 윤동열 (건국대)

임예지, 임정훈, 조남재 (한양대)

챗봇 유형의 차이에 따른 사용자 반응에 대한 실험연구

둘란 사야사토브, 조남재 (한양대)

Inclusive Learning IoT Application Architecture Incorporating Learning Style

박상희, 조남재 (한양대)

IoT Application Architecture for Senior Service to fulfill Economic, Social, and
Personal needs

박소현 (건국대), 김원기, 김승철 (한양대)

정보시스템 품질과 정보화 프로젝트 성과의 연관성 분석

강보라 (Ground X), 권수라 (한양대)

Social Value의 실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