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한국생산관리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안내]
p 블록체인과 보호무역주의 시대의 제조업 혁신
p 일시 : 2018년 5월 18일(금) 오전 11시 ~ 오후 6시30분
p 장소 : 연세대학교 경영관(212동)
p 주최 : (사)한국생산관리학회
p 후원 : DB김준기문화재단,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유한양행, 맥그로힐,
DLive, ㈜2101, ㈜아시아경제
p 초청의 글
안녕하십니까?
햇살 따뜻한 오월에 여러분을 모시고 한국생산관리학회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새 생명이 피어는 봄과 같이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홍수 살
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는 ‘industrie 4.0’, ‘중국제조 2025’, ‘IIC
Consortium’, ‘일본재흥전략’ 등 국가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의 혁신
을 위한 기치를 앞다퉈 내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시대를 맞아 “생산
경쟁력”을 높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많은 이론과 사례를 모아 여러분께 소
개드릴 수 있도록 의미(意味)있고 흥미(興味)로운 학술발표의 장(場)을 마련
하였습니다.
주형환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의 기조연설과 현대엠엔소프트 홍지수 부
사장님의 기조강연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이해하
는데 귀중한 기회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또한 파라텍과 맥그로힐 같은 기업
들의 사례 발표와 함께 총 36여 편의 발표를 통해 블록체인과 보호무역주
의 시대에 제조업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아울러 생산관리를 전공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최신 연구에 대해 중
견 학자들의 멘토링과 원로 학자들의 지식전수가 이루어져 학문세대간 교류
의 장(場)도 펼쳐질 것입니다. 또한 학부생들의 재기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사례분석 경진대회를 통해 생산관리의 저변을 넓히고 제조업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여 생산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준비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한국
생산관리학회를 아끼고 후원하시는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
다.
그럼 학회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5월 18일
(사)한국생산관리학회 제26대 회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김수욱 배상

등 록 안 내
p 등록장소 : 연세대학교 경영관(212동) B103호 용재홀 앞
p 등록시간 : 2017년 5월 18일(금) 10:30 ~ 14:30
p 등 록 비 : 사전등록(20,000원), 현장등록(30,000원)
※ 발표자, 좌장, 후원기업(기관) 참여자 무료
p 주

차 : 학내 주차(무료 주차권 배부)

p 오시는 길

▶ 주소 안내
◎ 037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212동 경영관

▶ 지하철 출구 안내
역명
2호선 신촌역

출구정보
2번 출구(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방향)
3번 출구(연세대학교, 한국사이버대학교 방향)

▶ 버스 노선 안내
버스 노선 안내

버스 번호
간선

153, 163, 171, 272, 470, 601, 606, 672,
673, 700, 707, 710, 750A, 750B, 751

지선

6714, 7737

광역

9714, M6724, M7106, M7111, M7119

앞

공항

6011

(중앙차선)

일반

567, 73

좌석

770, 800

직행

1000, 1100, 1200, 1900, 2000, 2000-1

간선

163, 171, 172

지선

7017, 7713, 7720, 7727, 7728, 7737

광역

M6724

일반

567, 72

마을

서대문03, 서대문04

연세대학교 /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정문

p 문 의 : (사)한국생산관리학회 2018 춘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 학회장 : 김수욱(서울대)
▶ 조직위원장 : 허대식(연세대), 곽진경(이화여대)
▶ 총무위원장 : 김창희(인천대)
▶ 학술위원장 : 박건수(KAIST)
▶ 사무국장 : 강희재, 방도형
◎ 사무국 : 010-3459-2768, kopoms1988@daum.net

2018년도 춘계 학술 대회 전체 일정
시간

2018년 5월 18일 금요일 연세대학교 경영관

11:30 -

학회 등록 절차 진행

12:00 – 12:30

이사회 및 총회

12:30 – 13:30

오찬

13:30 – 13:50

개회식

개회사: 한국생산관리학회장
환영사: 연세대학교 허대식 교수
축 사: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형영 청장
사 회: 생산관리학회 총무이사

13:50 – 14:00

시상식

14:00 – 14:30

기조 연설

주형환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30 – 15:00

기조 강연

현대엠엔소프트 홍지수 부사장
휴식 및 이동

Session A1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파라텍, 맥그로힐 코리아)

경영관 B225호

Session A3 기업 심층 분석 연구

경영관 B226호

Session A4 최신 생산관리 기법 적용 연구

경영관 B227호

Session A5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1)

경영관 B104호

휴식 및 이동
Session B1 엔터테인먼트 융합 경영 특별 세션

경영관 B223호

Session B2 품질 및 혁신 연구

경영관 B225호

16:20 – 17:20 Session B3 시장 분석 연구

18:30 – 20:00

경영관 B226호

Session B4 서비스 산업의 모델링 적용

경영관 B227호

Session B5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2)

경영관 B104호

17:20 – 17:30

18:00 – 18:30

경영관 B223호

Session A2 서비스화와 생산 효율성

16:10 – 16:20

17:30 – 18:00

경영관 B103호
용재홀

한국생산경영혁신 대상 시상

15:00 – 15:10

15:10 – 16:10

장소
경영관 B1
데스크
경영관 B103호
용재홀
한경관

휴식 및 이동
기획 강연

맥그로힐 코리아 유혜정 매니저

폐회식

세션별 최우수 발표 논문상 시상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시상
폐회사: 한국생산관리학회장
만찬

※ 대학생 경진대회(2)는 17시 50분까지 진행됩니다

경영관 B1
용재홀
행사당일
안내예정

2018년도 춘계 학술 대회 세부 일정
Ÿ

기조연설
좌장 : 김창희 교수(인천대)

시간 : 14:00-14:30 (경영관 B103 용재홀)

발표자
주형환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제조업 혁신 : 4차 산업혁명 코리아 루트를 찾아라 ”

Ÿ

기조강연
좌장 : 김창희 교수(인천대)

시간 : 14:30-15:00 (경영관 B103 용재홀)

발표자
홍지수 (현대엠엔소프트 부사장)
“ 자동차 제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제품 혁신 ”

Ÿ

Session A1 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좌장 : 박정수 교수(중앙대)

시간 : 15:10-16:10 (경영관 B223호)

발표자

제목

오성수 팀장
((주)파라텍)
정유진 차장
(맥그로힐코리아)

Ÿ

파라텍 품질혁신 활동 소개
커넥트를 활용한 생산관리 교육 방법

Session A2 서비스화와 생산 효율성
좌장 : 최성용 교수(연세대)

시간 : 15:10-16:10 (경영관 B225호)

발표자

제목

권은영(한양대)

서비타이제이션의 사용가치 특성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가구산업을 중심으로 -

오민정(연세대),
오석현(㈜한화),
김승철(한양대)

PMO의 기능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품질과 성공에
미치는 영향

최성용(연세대)

뉴스벤더 모형의 최신 연구동향

이민환(성균관대),
엄금철(성균관대),
김영길(신한대)

Global Hidden Champion : Government Supporting
Policy and Export Performa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Ÿ

Session A3 기업 심층 분석 연구
좌장 : 박건수 교수(KAIST)

시간 : 15:10-16:10 (경영관 B226호)

발표자

제목

이지현(전남대),

국내 대기업의 총수 부재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

이수열(전남대)

지배구조 관점으로

이기세(전남대)
이수열(전남대)

경영자의 자발적 환경공시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정세윤(한국방통대),
박건수(KAIST), Tim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시장에서의파트너 기업과의 경쟁,

Huh(U of British

그리고 독립 기업의 원리

Columbia)

Ÿ

Wang Yetong(고려대),

Coordination contracts for dual-channel fresh

김대수(고려대)

product supply chain with fresh-keeping effort

Session A4 최신 생산관리 기법 적용 연구
좌장 : 이수열 교수(전남대)
발표자

시간 : 15:10-16:10 (경영관 B227호)
제목

변준현(국방대),
박세훈(공군사관학교),

수요예측에서의 이상점 인지 휴리스틱에 관한 연구

문성암(국방대)
정광헌(홍익대),
이상복(한성대),
임희종(서울시립대)

Optimal Clustering of Stations for the Bike
Sharing System in Seoul

김수연(연세대),

Better designing messages to B2C sharing-service

최선미(연세대)

customers for their compliance

강희재(서울대),
김수욱(서울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산업 간 연관성 분석에 관한 연구

Ÿ

Session A5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I
좌장 : 양홍석 교수(서울대)
팀명

팀원

58동217호

이재원, 최유일

Augmented

이재련, 홍성우,

물류 및 재고관리의 새로운 제3의 눈,

Logistics

최고연, 이상열

증강현실(AR)

CBAS

신승연
김도영, 고승욱,

커스터마이징 전성시대:IT와 빅데이터

김영준, 김영찬,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우체국 HUB 네트워크 구축

INU 생산관리
연구회

제목
긱 경제(Gig Economy)와 국내 배달 서비스
운영 관리: 우버이츠(UBER Eats)를 중심으로

이요한

김수용

Ÿ

시간 : 15:10-16:10 (경영관 B104호)

Two-stage Network DEA Super-efficiency
Model을 활용한 하계 올림픽의 Home
Advantage와 Neighborhood Advantage에
대한 정량적 검증

김수용

Session B1 엔터테인먼트 융합 경영 특별 세션
좌장 : 김기덕 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

Ÿ

시간 : 16:20-17:20 (경영관 B223호)

발표자

제목

김기덕
(쿨스뮤직 대표/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겸임교수)

한류(콘텐츠)의 확대재생산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
(지적재산권 중 퍼블리씨티권을 중심으로)

박준홍
(핸드허그 대표)

엔터테인먼트 영역 확장을 위한 새로운 BM의
모색

Session B2 품질 및 혁신연구
좌장 : 최강화 교수(한성대)

시간 : 16:20-17:20 (경영관 B225호)

발표자

제목

박병구(한성대),
차종석(한성대)
김경자(김포대),
최강화(한성대)

호텔 조리사의 경력지향성에 따른 경력성공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비스청사진을 이용한 뷔페레스토랑의 서비스품질에 관한
연구 -KANO모형 , IPA의 분석, AHP분석으로-

양재중(한성대),
차종석(한성대)

직장인의 아침식사 습관과 조직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황영상(인천대)

혁신실행체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Ÿ

Session B3 시장분석연구
좌장 : 곽진경 교수(이화여대)

Ÿ

시간 : 16:20-17:20 (경영관 B226호)

발표자

제목

Wei Li(이화여대),
곽진경(이화여대)

중국 리뷰 웹싸이트의 가짜 후기 분석

김영길(신한대),
박정수(중앙대),
이순자(경복대)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 업체 인력관리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화 전략과 틈새시장 전략의 조절 효과
연구

이연주(연세대),
최선미(연세대)

Not all failures count equal when picking up after
buying online
: The moderating effect of pursuing value and the
mediating effect of failure attribution

신재호(고려대),
김기훈(고려대)

When does an advertising-based revenue model
help a new platform survive in online two-sided
markets?

Session B4 서비스산업의 모델링 적용
좌장 : 최성용 교수(연세대)
발표자

시간 : 16:20-17:20 (경영관 B223호)
제목

현안 연구를 통해 살펴본 블록체인(Blockchain)과
방도형(서울대), 김수욱(서울대)
공급사슬(Supply chain)의 현재와 미래
: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신재호(서울대),
김창희(인천대), 양홍석(서울대)

Measuring Hotel Brand Efficiency with
Two-stage DEA Model: Using Customer
Satisfaction as Intermediate Factor

안철옥(고려대),
임호순(고려대),
박광태(고려대), 최성용(연세대)

이중 유통채널 하에서 고객만족도가 적용된
영업사원 보상체계 분석

최성용(연세대)

A Newsvendor Analysis with Carbon
Emission Regulations

박기현(Robert Morris Univ.),
Mingu Kang(Zhejiang Univ.)
Youngwon Park
(Univ. of Tokyo)

The Effect of Collaboration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and Its Outcome

Ÿ

Session B5 현대자동차 대학생 발표 경진대회 II
좌장 : 임재현 교수(서울대)
팀명

팀원

제목

MSC

조인, 오세웅,
김정은, 서현우,
노영은

미디어 컨텐츠의 새 지평, 국내 MCN 산업의
발전과 가능성

DEA꿈나무

김주창, 김세영

서울시 소재 일반고등학교의 성과에 관한
자치구별 효율성 분석

대기만석

김지흔, 이동우,
이영석, 이지수

지금 만나러 갑니다.: 'Edge기술'을 활용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류병훈

류병훈

2단계 DEA 모형을 활용한 미국과 한국 항공사
효율성 비교

빅픽쳐

정성원, 강신영,
황현조, 박연수,
최득락

중국 현지 부품제조업체 국내유치를 통한 경인
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개선 방안

SUDO

송재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효율성 분석
- 깃(Git)에 의한 커밋 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미래경영

Ÿ

시간 : 16:20-17:50 (경영관 B104호)

김미경, 강민주,
이영

향후 남

북한 통일에 따른 택배 Hub의 변화

기획강연
좌장 : 김창희 교수(인천대)
발표자
유혜정
(맥그로힐 코리아)

시간 : 17:30-18:00 (경영관 B103 용재홀)
제목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생산관리 및 경영학 교육의 변화 및 추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