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40주년 기념포럼

2018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40주년 기념포럼

일시 | 2018. 10. 31(수) 오후 1시
장소 |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서울 홍은동)
주최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주관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한국경영인증원
후원 |

초대의 말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창립 4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를
“4차 산업혁명과 제조품질혁신”이라는 주제로 10월 31일에 그랜드힐튼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며 참가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계학술대회는 학회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고자 ‘창립 40주년 기념포럼’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식과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산업공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이고, 그
영역도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 등 그 응용분야가 물류, 정보통신 금융, 의료, 서비스, 공공기관
등으로 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기 시작한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상생경영 등은 산업공학의 영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공학이 어떻게 기여할지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본 학회는 설립 후 현재까지 다양한 학술활동과 산학협력으로
산업공학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지향해 오고 있으며, 춘계·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 및 현장개선 사례 발표를 통해 산업공학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학술대회외 함께 개최되는 ‘창립 40주년 기념포럼’에서는 학회의 발전사를 되짚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산업경영시스템학회 회원 여러분의 연구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회원 여러분이 수행하고 계시는 연구에 보탬이 되는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학술대회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여러 교수님들과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국경영인증원의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10월
(사)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회장

백동현

2018 추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 정인재 교수(한양대학교)
•조직위원 : 정종윤 교수(창원대학교), 이동주 교수(공주대학교) 					
양재경 교수(전북대학교), 박형근 교수(신안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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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Session A-1

Session B-1

Session C-1

경영컨설팅

산업체응용 특별세션

정보/IT

(좌장 : 황승준/한양대학교)

(좌장 :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좌장 : 채준재/한국항공대학교)

1.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판유리
생산계획 결정
최용희, 황승준(한양대학교)
2.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의
가치전략 중점 연계성
최제림, 박광호(한양대학교)

14:20~15:20

3.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있어서 Servitization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평가지표
개발
양재용, 이상열(한양대학교)
4. Kano모델을 활용한 AI 금융
서비스 로봇 기능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송영규(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창희(한양대학교)

1. 우리나라 지역 및 산업간
고용격차 분석
최명섭, 조강주(가톨릭대학교),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김명수(가톨릭대학교)

1.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분석과 크라우드펀딩
성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종윤, 김철수(인하대학교)
2. 공연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박진아, 배성문(경상대학교),
김형준(에스제이 컴퍼니)

Session D

포스터세션
1. 개방형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한 부하대응형 냉수 및 스팀
동시생산 히트펌프 유니트 개발
권규식, 최승우(전주대학교), 윤태일(태일엔지니어링)
2. 재고운송문제를 위한 협조적 게임이론접근법에 대한 연구
주영돈, 이창용, 이동주(공주대학교)

2. 후발자를 고려한 효율적 PLC
운용 방안 파인세라믹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3.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파트너
권정훈,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정책 표준화 체계 연구
오현승(한남대학교),
박원주, 서광규(상명대학교)
이세재(금오공과대학교)
4. 중소형 플랜트 형상관리
3. Korean Model of Social Housing
프로세스 모델에 관한 연구
- The process of growth and
이승민, 전홍배(홍익대학교)
evolution
진미윤(LH공사),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3. 유전 변이 추출에서 염기 정확도 재보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분석
김선희, 이동주, 이창용(공주대학교)

4. Smart Factory에서 CPS기반
디자인리뷰 수행
정남용(금오공과대학교)

7.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물류용 모듈화 로봇의 개발
원창연, 박종필, 임종구(한밭대학교), 강선모(㈜엠텍),
김지관(창원대학교), 남윤의(한밭대학교)

4. NFC Reader기를 이용한 스마트농작업관리시스템의 개발
안범준(상명대학교), 양승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중소기업 경영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전략이
혁신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수용, 이동형(한밭대학교)
6. 물류용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술동향 분석
원창연, 박종필, 임종구(한밭대학교), 강선모(㈜엠텍),
김지관(창원대학교), 남윤의(한밭대학교)

8. 계획사격 상황 하에서의 표적할당 및 사격순서 결정에 관한 연구
조성준(한국과학기술원), 차영호(대한민국 육군),
방준영(성결대학교), 정봉주(한남대학교)

15:20~15:30

Coffee Break
특별강연

15:30~16:50

•이기광(단국대) : 빅데이터 AI 개요와 사례(40분)
•김성범(고려대) : 빅데이터 AI 방법론(40분)

16:50~17:00

Coffee Break
Session A-2

Session B-2

Session C-2

기술경영

품질/신뢰성

생산/최적화

(좌장 : 박동준/부경대학교)

(좌장 :이동주/공주대학교)

(좌장 : 남윤의/한밭대학교)

1. 창업지원사업의 만족이 기업의 1. 주사 전자 현미경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에 관한 연구
조직 신뢰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주영돈, 이창용, 이동주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김태철, 신동주, 정호연
(전주대학교)
2.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링에
2. 단계-게이트 프로세스가
기초한 소프트웨어 최적
대리인 갈등 및 프로젝트
출시점과 최소비용의 예측
백정균, 정영배(인천대학교)
성공에 미치는 영향
정은주(SK㈜ C&C)
3. 다변량 공정능력지수들의

17:00~18:00

3.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심사자료의 탐색적 분석
박동준, 윤민(부경대학교),
김호균(동의대학교),
강인선, 마영식(전주대학교),
유은재(동국대학교)
4.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인증제도 필요성
문명국(청운대학교),
박형근(신안산대학교),
박승민(차의과대학교),
이도형(홍익정치연구소),
정명수(삼성화재),
이미송(소피아대학교),
이경신(한국보건산업진흥원)

1. 지연 스케쥴을 허용하는
납기최소화 잡샵 스케쥴링
알고리즘
방준영(성결대학교),
김재곤(인천대학교)

9. 순서 의존적 작업준비를 갖는 통합공정일정계획의 동적
최적화 효율성 분석
하정훈(홍익대학교)

2. 순회 판매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개미집단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장주영, 강혜린, 김민제, 이종환
(금오공과대학교)

11. 연차별 배치되는 함정 탑재장비를 고려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비교 연구
이승률, 전동주, 임재훈(LIG넥스원)

3. 유동 및 응고해석을 이용한
주조방안설계-자동차 부품
(오일팬_BJ3E)
4. 비강체 부품의 검사방법에 대한
권홍규(남서울대학교)
사례
비교분석
문혜진, 정영배(인천대학교)

 치상, 장성호, 권기연
박
(금오공과대학교),
이왕범(구미대학교)

Session D

포스터세션

10. 무기체계 고장 데이터를 반영한 정비 소요 예측 방법 연구
전동주, 이승률, 임재훈(LIG넥스원)

12. 액셀러레이터의 유형에 따른 스타트업 성과 연구
장안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13.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유재필(키스채권평가)

4. 로터 디스크의 구조안전을 위한 14. 화상방지 및 사용성이 향상된 CET & RET 겸용 고주파
치료기 개발
모델링
문명국(청운대학교), 유정석(㈜뷰테크), 임석진(인덕대학교)
정종윤(창원대학교),
김준섭(진영 TBX)
15. 철도-육상트럭 환적지에서의 입주사 작업시간을 고려한
크레인 적하작업 스케줄링: 의왕ICD 사례
김광태, 김효정(LG CNS), 손동훈, 김화중(인하대학교)
16.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의 PM 모델 개발을 위한 PM 분석 틀
도출 연구
조동현, 유일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창립 40주년 기념포럼
■일 시 : 2018년 10월 31일(수) 오후 6:00 ~ 8:00
■장 소 :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 호텔 그랜드볼룸홀

식순
6:00~6:30 등록
6:30~8:00 환영사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장 백동현
축 사 I : 한양대학교 총장 이영무
축 사 II : 한국경영인증원 원장 황은주
창립 40주년 경과보고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고문 강창욱
창립 40주년 기념 감사패 증정 : 한국경영인증원 원장 故박기호
한백경영인상 시상식
(주)고려건설 회장 장세철
(주)휴온스글로벌 부회장 윤성태
신반월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명세
공로기념 꽃다발 증정식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조진형
한남대학교 교수 오현승
한백학술상 시상식
공주대학교 교수 이동주
신진교수상 시상식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박종훈
축하공연
상명대학교 교수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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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자 소개
빅데이터 AI 개요와 사례
특별강연 1.

이기광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학부(kiklee@dankook.ac.kr)
한양대 산업공학과에서 학사, KAIST 산업공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LG전자 정보통신 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및 동사
마케팅전략그룹 과장을 거쳐 인제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SCM, 시뮬레이션, 불확실정보를 활용한 의사결정론 등이며,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on Research, Applied Intelligence, Pattern Recognition Letters, Information Sciences 및
Meteorological Applications 등 다수의 SCI급 국제 저널에 연구논문을 게재하였다.

주요연구분야
•기상경영(Meteorological Management)
•시뮬레이션(Simulation)
•의사결정론(Decision Theory)

빅데이터 AI 방법론
특별강연 2.

김성범 교수 |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sbkim1@korea.ac.kr)
김성범 교수는 미국 텍사스주립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를 거쳐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직중이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 연구분야는 인공지능/머신러닝 알고리즘 개발과 응용이다.
특히, 고차원의 시그널 및 이미지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인공지능/머신러닝 분야 100여편의 논문을 해외유수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200여회 연구발표 및 세미나를 수행하였다. 미국경영공학회 데이터마이닝 분과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국데이터마이닝학회 부회장, 한국산업시스템경영학회 부회장, 대한산업공학회 이사를 맡으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Research Interests
•Data Mining and Pattern Recognition Algorithms
•Data Mining for Quality Improvement in Manufacturing Processes
•Text Mining, Web Mining, Social Network Service (SNS) Mining
•Pattern Recognition in High-Dimensional Biomedical Spectral Data (Metabolomics,
Proteomics)
•Predictive Analytics in the Public Sector (Military, Disease, Transportation, Environment)

세션별 프로그램
time : 14:20~15:20

경영컨설팅
Session A-1

(좌장 : 황승준/한양대학교)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판유리 생산계획 결정
최용희, 황승준(한양대학교)

자동차 완성업체와 부품업체의 가치전략 중점 연계성
최제림, 박광호(한양대학교)

사물인터넷 비즈니스모델 구축에 있어서 Servitization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평가
지표 개발
양재용, 이상열(한양대학교)

Kano모델을 활용한 AI 금융 서비스 로봇 기능의 고객만족에 관한 연구
송영규(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창희(한양대학교)

산업체응용 특별세션
Session b-1

(좌장 :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우리나라 지역 및 산업간 고용격차 분석
최명섭, 조강주(가톨릭대학교),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김명수(가톨릭대학교)

후발자를 고려한 효율적 PLC 운용 방안 파인세라믹 제조공정을 중심으로
권정훈,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오현승(한남대학교), 이세재(금오공과대학교)

Korean Model of Social Housing 				
- The process of growth and evolution
진미윤(LH공사), 조진형(금오공과대학교)

Smart Factory에서 CPS기반 디자인리뷰 수행
정남용(금오공과대학교)

정보/IT
Session c-1

(좌장 : 채준재/한국항공대학교)

크라우드펀딩의 성공요인분석과 크라우드펀딩 성공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김종윤, 김철수(인하대학교)

공연 콘텐츠 유통 플랫폼 개발
박진아, 배성문(경상대학교), 김형준(에스제이 컴퍼니)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파트너 정책 표준화 체계 연구
박원주, 서광규(상명대학교)

중소형 플랜트 형상관리 프로세스 모델에 관한 연구
이승민, 전홍배(홍익대학교)

2018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40주년 기념포럼

세션별 프로그램
time : 17:00~18:00

기술경영
Session A-2

(좌장 : 박동준/부경대학교)

창업지원사업의 만족이 기업의 조직신뢰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태철, 신동주, 정호연(전주대학교)

단계-게이트 프로세스가 대리인 갈등 및 프로젝트 성공에 미치는 영향
정은주(SK㈜ C&C)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심사자료의 탐색적 분석
박동준, 윤민(부경대학교), 김호균(동의대학교), 강인선, 마영식(전주대학교), 		
유은재(동국대학교)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인증제도 필요성
문명국(청운대학교), 박형근(신안산대학교), 박승민(차의과대학교), 이도형(홍익정치연구소),
정명수(삼성화재), 이미송(소피아대학교), 이경신(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신뢰성
Session b-2

(좌장 : 이동주/공주대학교)

주사 전자 현미경에 대한 측정 시스템 분석에 관한 연구
주영돈, 이창용, 이동주(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신뢰도 모델링에 기초한 소프트웨어 최적 출시점과 최소비용의 예측
백정균, 정영배(인천대학교)

다변량 공정능력지수들의 비교분석
문혜진, 정영배(인천대학교)

비강체 부품의 검사방법에 대한 사례
박치상, 장성호, 권기연(금오공과대학교), 이왕범(구미대학교)

생산/최적화
Session c-2

(좌장 : 남윤의/한밭대학교)

지연 스케쥴을 허용하는 납기최소화 잡샵 스케쥴링 알고리즘
방준영(성결대학교), 김재곤(인천대학교)

순회 판매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개미집단 최적화 알고리즘 개선
장주영, 강혜린, 김민제, 이종환(금오공과대학교)

유동 및 응고해석을 이용한 주조방안설계-자동차 부품(오일팬_BJ3E)
권홍규(남서울대학교)

로터 디스크의 구조안전을 위한 모델링
정종윤(창원대학교), 김준섭(진영 TBX)

세션별 프로그램
time : 14:20~18:00

포스터세션
Session D

개방형 지중열교환기를 이용한 부하대응형 냉수 및 스팀 동시생산 히트펌프 유니트 개발
권규식, 최승우(전주대학교), 윤태일(태일엔지니어링)

재고운송문제를 위한 협조적 게임이론접근법에 대한 연구
주영돈, 이창용, 이동주(공주대학교)

유전 변이 추출에서 염기 정확도 재보정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 분석
김선희, 이동주, 이창용(공주대학교)

NFC Reader기를 이용한 스마트농작업관리시스템의 개발
안범준(상명대학교), 양승환(한국생산기술연구원)

중소기업 경영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 전략이 혁신활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수용, 이동형(한밭대학교)

물류용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술동향 분석
원창연, 박종필, 임종구(한밭대학교), 강선모(㈜엠텍), 김지관(창원대학교), 남윤의(한밭대학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물류용 모듈화 로봇의 개발
원창연, 박종필, 임종구(한밭대학교), 강선모(㈜엠텍), 김지관(창원대학교), 남윤의(한밭대학교)

계획사격 상황 하에서의 표적할당 및 사격순서 결정에 관한 연구
조성준(한국과학기술원), 차영호(대한민국 육군), 방준영(성결대학교), 정봉주(한남대학교)

순서 의존적 작업준비를 갖는 통합공정일정계획의 동적 최적화 효율성 분석
하정훈(홍익대학교)

무기체계 고장 데이터를 반영한 정비 소요 예측 방법 연구
전동주, 이승률, 임재훈(LIG넥스원)

연차별 배치되는 함정 탑재장비를 고려한 동시조달수리부속 소요 비교 연구
이승률, 전동주, 임재훈(LIG넥스원)

액셀러레이터의 유형에 따른 스타트업 성과 연구
장안나(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블록체인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유재필(키스채권평가)

화상방지 및 사용성이 향상된 CET & RET 겸용 고주파 치료기 개발
문명국(청운대학교), 유정석(㈜뷰테크), 임석진(인덕대학교)

철도- 육상트럭 환적지에서의 입주사 작업시간을 고려한 크레인 적하작업 스케줄링:
의왕ICD 사례
김광태, 김효정(LG CNS), 손동훈, 김화중(인하대학교)

우주발사체 개발사업의 PM 모델 개발을 위한 PM 분석 틀 도출 연구
조동현, 유일상(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8년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창립 40주년 기념포럼

창립40주년 기념 감사패 수상자
한국경영인증원 故 박기호 원장
학력
‘59. 03 ~ ’62. 02 배문고등학교
‘62. 03 ~ ’71. 02 중앙대 이공대학(화학공학 전공)
‘86. 03 ~ ’88. 03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전공) 수료
‘97. 03 ~ ’99. 03 명지대학교 대학원(산업공학 전공) 석사
‘00. 03 ~ ’00. 08 서강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주요경력
‘73. 11 ~ ’83. 12 페어챠일드반도체 한국(주) 생산기술 임원
‘84. 03 ~ ’89. 11 (사)한국능률협회 경영혁신 본부장
‘89. 12 ~ ’00. 1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대표이사 부사장
‘01. 01 ~ ’01. 12 (사)한국능률협회 전무이사
‘02. 01 ~ ’07. 11 前(주)한국경영인증원 대표이사
주요저서/역서
“GE의 31가지 리서십 비밀” 공역
“VE첫걸음” “VE추진 관리자 매뉴얼”, “소프트 VE추진”
“JIT 추진 매뉴얼”, “리엔지니어링” 외 다수

한백경영인상 수상자
(주)고려건설 장세철 회장
학력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과 학사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영남대학교 도시공학과 도시재생공학 박사과정 재학중
경영철학
「대구 건설업계의 부흥과 발전」 을 위해 「배움과 도전 그리고 나눔」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신뢰경영, 나눔 경영을 실천. 지속가능기업의 실현 및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행복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나아감.
공적사항
대구경북 최초로 KT와 MOU를 맺어 아파트에 최첨단 사물인터넷 IOT 시스템을 접목해 건설,
주택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2018년 첫 대구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 및 지역
대학 발전기금과 장학금 수여 등 지역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업의 틀을 마련
서울대학교 GLP가 선정하는 한국경영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상 건설부문 대상 등
수상 다수

한백경영인상 수상자
(주)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
학력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프로젝트관리학과 졸업
경영철학
「신뢰경영, 품질경영, 고객감동 경영」의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력’을
앞세워 전 세계 제약 시장에 진출, 최대 선진 의약품 시장인 미국주사제 시장에 국내최초로
진출하는 등 국내 제약 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
공적사항
전문의약품 기반, 연관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 추구
- 장기 불황에도 불구, 제약 사업 연평균 20% 이상 성장 달성(2004~2017)
- 에스테틱(필러, 보툴리눔 톡신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 확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충북 제천 cGMP급 신공장 준공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R&D 투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품질 확보
- 국내주사제 완제품 최초 미국FDA ANDA 승인 2개 획득 및 대규모 수출 계약 체결
해외 진출/제휴 역량 강화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도약 기틀 마련
- 국내 국소마취제 플라스틱 용기 주사제 시장점유율1위
- 알콘, 산텐 등 글로벌 기업들과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안정적 수익 창출
공생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 추진, 사회적 책무 이행

신반월새마을금고 이명세 이사장
학력
신안산대학교 산업경영학과 학사
수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재학중
경영철학
「소통, 청렴, 투명성」 을 바탕으로 고객과의 신뢰 관계 구축
사람 중심의 따뜻한 금융 실현과 포용적 금융 실천으로 임직원들과의 적극 소통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전 임직원들의 핵심가치
(인재중심, 목표의식, 변화선도)를 추구
공적사항
제 90주년 3.1절 기념 장한무궁화인 특별상 수상(경영인 부문)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 강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상생 경영을 실천
매년 사랑의 좀도리 운동을 통해 지역문화정착 및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도적인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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