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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학술대회 개회사 ::

[ 개회사 ] : opening speech
존경하는 한국생산성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경제활동
이 위축되고 국민들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
니다. 언제 이 상황이 개선될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에 오늘 개최되는 2020년 한국생산
성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불확실성의 시대, 생산성 혁신과 미래 비
전”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
회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생산성학회(KPA)는 지난 35년간 생산성 향상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해법 제시를 통해 기
업, 사회,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이번 추계학술대회도 이런 학회의 훌륭한 전통을 이
어받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현 위기 극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전략과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특히 오늘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1995년부터 우리 학회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생
산성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영자를 선정해“생산성CEO대상”
을 수여합니다. 올해는 공공혁신부문에
는 기술보증기금 정윤모 이사장님, 의료혁신부문에는 DK메디칼시스템(주) 이준혁 대표이사님, 바
이오혁신부문에는 (주)디엑솜 최종락 대표이사님, 제조혁신부문에는 (주)유니코글로벌 김영일 대표
이사님이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본 학술대회를 후원해 주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재)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SK이노베
이션(주), (주)우신피그먼트,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그리고 학술대회 발표자, 토론자, 각 세션을 맡아 주시는 좌장분들과, 오늘 기조연설을 해주시
는 오세훈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학회 임원, 회원, 및 사무국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한국생산성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성공적인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
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4일
제35대 한국생산성학회 회장 김 영 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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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 한국생산성학회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 organizing committee
회장

김영준(고려대)

차기회장

이정현(명지대)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신범철(위원장, 경기대), 최국현(중앙대), 이정현(명지대),

편집위원장

윤동열(건국대)

생산성혁신연구회 회장

김민선(협성대)

학술위원장

황보윤(국민대)

사무국장

은준엽(고려대)

조중래(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김영준(고려대)

김경환(성균관대), 김민선(협성대), 김병준(강남대), 김준엽(경희대), 남명수(인하대),
노경호(대림대), 문형남(숙명여대), 박명규(평택대), 신범철(경기대), 신호정(고려대),

위원(가나다순)

윤동열(건국대), 윤지환(고려대), 이미영(건국대), 이영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의영(군산대), 이정현(명지대), 이창원(한양대), 조중래(아셈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최국현(중앙대), 황보윤(국민대), 황윤섭(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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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 일자 : 2020년 11월 14일(토)
■ 장소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창의관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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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정윤모 이사장

귀하는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으로서, 보증기업에 Smart 서비스 제공, 혁신기업 Scaleup 지원 등 스마트 대한민국 구축 및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종합지원기관’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에 앞장서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습니
다. 귀하는 전자약정, 무방문 원스톱 서비스로 중소기업 편의를 제고 하는 동시에, 맞춤
형 기술평가 정보제공, 공공기술 이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였습니
다. 특히, 특허가치 자동평가시스템(KPAS), AI 기반 기술평가(KIBOT) 및 新기술평가모
형을 개발·활용하여, 기관 자체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 금융기관 등의 고객 만족
도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셨기에, 이에 한국생산성학회는 귀하의 공적을 높이 평
가하여 본 학회 생산성CEO대상 규정 제4조에 의거 귀하에게 제27회 한국생산성학회 공
공혁신부문 생산성CEO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4일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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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이준혁 대표이사 사장

귀하는 DK메디칼시스템(주) 대표이사로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산 디지털
X-ray에 대한 연구개발 및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전문 의료기기 업체로 성장발전 시키고
국가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습니
다. 귀하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던 필름식 X-ray시장에 국산 디지털 X-ray장비를 대
학병원에서부터 병의원급까지 대중화시키고 보급함으로써 의료 영상 인프라 구축에 크
게 기여하였으며 디자인 경영을 기반으로하여 IOT기술을 접목시킨 고객 맞춤형 장비
를 개발하여 산업을 선도하고 시장을 개척해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장인정신으로 끊임
없이 노력하셨기에, 이에 한국생산성학회는 귀하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 학회 생산
성CEO대상 규정 제4조에 의거 귀하에게 제27회 한국생산성학회 의료혁신부문 생산성
CEO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4일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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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최종락 대표이사

귀하는 ㈜디엑솜 대표이사로서 세계적인 변화에 맞서 새로운 생산성 혁신 패러다임을 정
립하고 고객 가치를 우선하며 지속적인 경영효율화를 추진함으로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경영을 해왔습니다.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습니
다. 귀하는 고성과 창출을 위해 인재양성, 기술개발, 고객중심, 글로벌화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여하였으며 세계 최고가 되
겠다는 장인정신으로 끊임없이 노력하셨기에, 이에 한국생산성학회는 귀하의 공적을 높
이 평가하여 본 학회 생산성CEO대상 규정 제4조에 의거 귀하에게 제27회 한국생산성학
회 바이오혁신부문 생산성CEO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4일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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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생산성CEO대상 수상자 공적서

김영일 대표이사

귀하는 ㈜유니코글로벌 대표이사로서, 십 수년간 금속가공(분말야금)업계에 종사하면서 쌓은
세탁기 부품제작기술 및 금속가공기술을 바탕으로 2004년 6월 (주)유니코글로벌을 창립하였
으며, 세탁기 감속기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Global Market을 타겟으로 유명 일본 가전
회사인 Toshiba를 비롯한 4개회사(Mitsubishi, Sanyo, Sharp, Panasonic)에 전량수출을 하
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학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귀
하는 생산제품 전량수출을 통해 대일 무역역조 현상을 최소화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
며, 일본을 비롯해 북미 및 남미시장 그리고 중동 및 유럽지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해
외 수출물량 증대를 이루었으며, 특히 중국과의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 공정개선
과 자동화 라인통합으로 인한 프로세스 효율화 및 다양한 소재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생산비용
절감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Cycle time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전체적인 수출실적 증대에
기여하셨기에, 한국생산성학회는 귀하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여 본 학회 생산성CEO대상 규정
제4조에 의거 귀하에게 제27회 한국생산성학회 제조혁신부문 생산성CEO대상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14일

제27회 생산성CEO대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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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학술대회 주요일정 ::

[ 주요일정 ] : schedule
일시
11/14(토)

내용
■ 추계학술대회 및 생산성CEO대상 시상식
: 불확실성의 시대, 생산성 혁신과 미래 비전
(The Age of Uncertainty. Productivity Innovation and Future Vision)

11:30 - 12:30

■ 이사회(더씨)

12:30 - 13:00

■ 등록

13:00 - 14:00

■ 개회사·생산성CEO대상 시상식(116호)

14:00 - 14:50

■ 기조연설 : 코로나 팬데믹 그 후, 뉴노멀(116호)
오세훈 교수(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14:50 - 15:00

■ Coffee Break
■ 학술발표대회(세션 A 1~3 분과)

15:00 - 16:30

제1분과(116호)

제2분과(117호)

제3분과(127호)

좌장 김병준 교수
정책생산성세션

좌장 신호정 교수
생산성혁신세션

좌장 윤지환 교수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별세션

제1분과(116호)

제2분과(117호)

제3분과(127호)

좌장 황보윤 교수
기업혁신세션

좌장 김경환 교수
교육생산성세션

좌장 이영훈 교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별세션

■ 학술발표대회(세션 B 1~3 분과)
16:40 - 18:00

18:00 - 18:30

|

■ 우수논문상 시상식·총회·연구윤리교육(연구윤리위원장 남명수 교수)·폐회식(1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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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 개회사·생산성CEO대상 ] : 시상식 | 13:00 -14:00
● 생산성CEO대상(116호)
수상자

기업명

수상부문

정윤모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기술보증기금

공공혁신부문

이준혁 | DK메디칼시스템(주) 대표이사 사장

DK메디칼시스템(주)

의료혁신부문

최종락 | (주)디엑솜 대표이사

(주)디엑솜

바이오혁신부문

김영일 | (주)유니코글로벌 대표이사

(주)유니코글로벌

제조혁신부문

[ 기조연설 ] : 14:00-14:50
● 기조세션(116호)
발표자

제목

오세훈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코로나 팬데믹 그 후,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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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계학술대회 주요일정 ::

[ 추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 : 세션 A | 15:00 -16:30
● 세션 A-1(116호) : 정책생산성세션 | 좌장 : 김병준(강남대)
저자

논문제목

김병준(강남대), 정욱영(가톨릭관동대)

인구고령화가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김용현(한양사이버대), 최선(한양사이버대)

유상증자 기업과 비유상증자 기업의 위험비교

노경호(대림대), 박춘란(상명대), 염상수(성균관대)

커피카페 선택속성이 재방문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시훈(동국대), 조광희(동국대)

불성실공시가 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이미영(건국대), 권성재(건국대)

함수적 선형 모형을 활용한 주가 지수 예측

● 세션 A-2(117호) : 생산성혁신세션 | 좌장 : 신호정(고려대)
저자

논문제목

이상훈(고려대), 신호정(고려대)

The impact of COVID-19 on intention to use online and mobile shopping

ZHENG, WENZHOU(고려대),
PARK, KWANGTAE(고려대)

The influence of attributes of mobile shopping platform on consumer
experience and repurchase intention: The effects of platform size

SUN MINGXI(고려대), 임호순(고려대)

고객화가 서비스 품질 및 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신석식품 새벽배송 모바일 앱을 중심으로 -

이승엽(경희대), 김영주(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송병덕(경희대)

공유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재배치
차량 경로 최적화 연구

김은비(고려대), 한갑수(고려대), 이성우(고려대),
강성호(고려대), 정태수(고려대), 김수진(고려대),
은준엽(고려대)

상급종합병원 환자 흐름 개선 방안 : 응급실 행정 시간을 중심으로

● 세션 A-3(127호)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별세션 | 좌장 : 윤지환(고려대)
저자

|

논문제목

김진혁(고려대), 윤지환(고려대)

리더십과 신뢰, 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

김봉근(고려대), 김영준(고려대)

신기술사업자 경영성과 영향요인 연구

임채홍(고려대), 은준엽(고려대)

성숙기 제품의 물류 최적화 전략 : 양이온화제 공급망 분석

장태웅(고려대), 이성엽(고려대)

우리나라 철강산업 생산성증가 기술개발투자가 상계관세부과조치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전아람(고려대), 강주항(고려대), 은준엽(고려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 서비스 경로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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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생산성학회 ::

[ 추계학술대회 논문 발표 ] : 세션 B | 16:40 -18:00
● 세션 B-1(116호) : 기업혁신세션 | 좌장 : 황보윤(국민대)
저자

논문제목

이기순(기술보증기금), 윤형덕(기술보증기금)

요인분석과 AHP를 통한 성과평가제도 만족도 조사 설문항목 개선 연구

박미정(A-combinator), 황보윤(국민대)

기업가적 기민성과 멘토링 내용, 멘토링 횟수가 기회인지와 기업의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탁제운(SK텔레콤), 김명후(Who 경영 C&C),
신제구(서울과학종합대학원)

참여적 의사결정과 창의과정몰입의 관계 : 경쟁과 협력의 역할

CHENG WEIBING(고려대), 김기훈(고려대)

Research on pricing of P2P online lending platform considering controlling
borrowers’quality

● 세션 B-2 (117호) : 교육생산성세션 | 좌장 : 김경환(성균관대)
저자

논문제목

이유경(성균관대), 김경환(성균관대),
정진동(성균관대)

대학생의 기업가 정신이 혁신행동과 프로티안 경력태도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한국과 영국 비교 연구

김미숙(고려대), 김영준(고려대)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이 기술이전사업화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기술성숙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형주(서울신학대), 황보윤(국민대),
은준엽(고려대)

Kano-QFD를 활용한 엔젤 교육 프로그램 설계 연구

유광철(시공특허법률사무소), 김영준(고려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학 기술이전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세션 B-3 (127호)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특별세션 | 좌장 :이영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저자

논문제목

마형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오동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Overcoming Korea R&D paradox in R&D project level: Empirical evidence
from government-sponsored industrial R&D projects

이재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플랫폼 기반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 전략

이영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가연구개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사례

표상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오동훈(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마형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나수미(중소기업연구원)

혁신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학기술인 집단지성 기반 엔젤 크라우드 펀딩 모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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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A Global Leader
in Sustainable
Innovation for S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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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IC (ASEM SMEs Eco-Innovation Center) promotes sustainable growth of SMEs in Asia
21

and Europe, serving as an international platform for SME cooperation.
1

Our organization was endorsed at the 8th ASEM Summit in 2010 and established in Seoul,
South Korea in 2011.

ABOUT ASEM
The Asia-Europe Meeting (ASEM) was initiated in 1996
to create an equal partnership of Asian and European
countries
ASEM currently consists of 51 member countries, along
with EU and ASEAN Secretariat
The Meeting promotes political,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among members
*ASEM Member State Status

WE COLLABORATE,

ASEIC's three key strategies:

EMPOWER, AND

•Support cooperations in SME policies within the ASEM region

CONNECT

•Estbalish a global network to promote sustainable innovation

•Build capacities of SME for sustainable transitions

website. www.aseic.or.kr
info@aseic.org
tel. +82-70-8852-2516

Improving Your Health With a Simple Checkup
Dxome utilizes revolutionary technology to
provide accurate results while being user-friendly
and cost-effective. Through the analysis of genomic
data obtained by high-throughput sequencing,
underlying bioinformatic workflows, and highly
accurate detection kits, Dxome provide clinical
insights for personalized treatments of human
and infectious diseases.

DxSeq
NGS analysis platfom
for genetic mutation
analysis

DxReal
NGS analysis platfom
for genetic mutation
analysis

DxLiquid
NGS analysis platfom
for genetic mutation
analysis

DxTube

NGS analysis platfom
for genetic mutation
analysis

Headquarter

Contact

Website

#1002, 8, Seongnam-daero 331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82 2-393-3336

www.dxome.com

● 이사회 장소 : 더씨 (The C) | 서울 성북구 개운사 8, 커피빈 건물 2층 (6호선 안암역 2번 출구에서 48m)

● 학술대회 장소 : 고려대학교 창의관 |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6호선 안암역 4번 출구 이용)

(사)한국생산성학회
[ KOREA PRODUCTIVITY ASSOCIA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