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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영대상 상징물
「한국의경영대상」
Keyword & Concept
▒ Communication

기업의 혁신활동을 위해서는 CEO부터 모든 직원들까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함을 둥근 “원”으로 상징
▒ Space

고객, 주주, 직원,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터전으로서의 기업을 우주에 비유하여 열린 “공간”으로 표현

「최고경영자상」
Keyword & Concept
▒ CEO의

세 가지 삶을 “횃불”로 상징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을 밝히는 횃불
•기업이 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횃불
•깜깜한 밤 이정표가 되어주는 횃불

┃상패 디자인 : SADI(Samsung Art & Design Institute)┃
- 1995년 설립되었고, 뉴욕 명문 디자인학교 “파슨스(Parsons School of Design)”와의 제휴 등으로 디자인계와
산업계 주목을 받아온 세계 수준의 디자인 학교
- 「Red Dot Award 2010」 디자인 콘셉트 부문 14개 작품상 수상
- 2006년부터 3년간 레드닷에서 총 50 작품, iF와 IDEA를 포함한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에서 총 73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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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러 경기지표는 한국 경제의 현주소가 침체된 터널 속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흐름이 자국 우선주의로의 회귀를 표방하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복수의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를 이루던 전통제조업의 대외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 전반에 걸친 고용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생존을 위한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은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 십 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국내외 유명 기업일지라도, 대변혁의
시기에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경영패러다임의 변화를 통해 성장의 기반을 다시금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백척간두의
시대에 맞서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경영대상’은 우리 기업들이 고객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인식 공유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고자 합니다.
매년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춰 더욱 엄격하고 고도화된 잣대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정체성과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30여년의 국내 최고 역사 및 전통은 ‘한국의경영대상’에 도전하고 수상하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 버팀목인지 증명하는 지표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특히 진단평가를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의 진흥제도인 ‘한국의경영대상’은 그 참가 노력 자체로도 ‘존경받는 기업’으로 나아가는 절반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함께 끝없는 위기와 불안을 헤쳐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과 신뢰의 가치를 드높인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표합니다.

한국능률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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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업경영에 있어, 불확실성이라는 불가분리(不可分離)의 존재를 안고 살아갑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급변하는 국제 환경과 대내외 이슈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위축되었고, 기업들은 ‘저성장의 장기화’라는 안개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련에도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한층 더 성장해나가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 고객, 직원 그리고 협력업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교차점에 있는
경영인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고객과 직원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려는 기업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크게 빛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인 ‘존경받는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한국의경영대상’은 기업들에게 던져진 수많은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정표이자, 향후 우리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32회째를 맞이하는 올해에도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기준을 통해,
진정 우리가 사회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기업인가를 되짚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의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이 명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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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취지 및 목적
한국의경영대상 은 지난 32년간 각 시대에 부합하는 경영의 화두를 끊임없이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한국의경영대상’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 기업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기업의 상(像)으로서,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을 제시하고
한국 산업사회의 총체적인 경영혁신 방향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경쟁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영
혁신을 유도하고, 격려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한국 산업사회의
경영혁신
방향 제시와
우수사례 전파

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존경받는 기업의 조건 제시
•기업의 사회, 경제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기업의 방향성을 제시
•주주/고객/직원/사회/이미지가치, 혁신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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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받는 기업이란, 기업의 전사적 혁신역량을 기반으로 고객, 직원, 주주, 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방식을 통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내외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공감과 신뢰를 받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존경받는 기업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 像구현
신뢰경영

브랜드경영

이미지

이해관계자 가치 증대
고객만족경영

직원만족경영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가치
친환경경영

상생경영

고객

직원

주주

사회

협력

전사적 혁신역량
기술혁신

디지털경영

시장창출혁신 및 경쟁력강화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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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 부문
한국의경영대상은 경영전반을 평가하는 Management 평가와 특정 사례를 평가하는 Practice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로 구성됩니다.

[Management 평가]
고객만족경영

사회적가치

브랜드경영

고객만족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전략/업무프로세스/제품개발/
인적자원 등 고객중심의 혁신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 및 기관

업의 본질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권경영 등 사회적 현안이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창출 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기업의 Brand Identity’를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이를 이해관계자에게 내재화, 전달 및
공유하는 전사적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
에게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 및 기관

직원만족경영

친환경경영

디지털경영

직원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직원이 존중받는
제도 마련 및 기업문화 조성을 통해
직원의 만족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 및 기관

환경 친화적 경영의 실천을 위해 경영
전반에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친환경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천 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디지털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4차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신뢰경영

상생경영

기술혁신

기업, 고객, 직원, 협력업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활동 추진을 통해 대·내외적으로 신뢰 받는
기업이미지상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이해관계자의 가치 창출을 핵심덕목으로
인지하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

끊임없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업을 선도하는
제품/서비스 개발, 새로운 기술력 확보,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미래경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기업 및
기관

지속가능경영
기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환경적 이슈를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감으로써 모든 이해 관계자들의
가치를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를
구축하여 인정받고 있는 기업 및 기관

[Practice 평가]
Innovation Best Practice
기업별 활동단위 평가를 통해 해당분야에서의 혁신활동 성과가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어 산업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사례를 발굴·선정

[지속가능성보고서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경제·환경·사회 부문에 걸쳐 차별화된 활동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이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08 | 한국의경영대상 운영위원회

2019 한국의경영대상

상의 구조
구분

기준

명예의전당
Management
평가

종합대상

•5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기업 중 탁월한 경영성과를 남겨 대한민국 산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
•최고경영자의 리더십이 탁월하고 차별화된 경영정책 및 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전사 조직 차원에서 경영혁신활동이 전개되어 그 성과가 탁월한 기업

본상
•상동
(대상/최우수상/우수상)

지속가능성
보고서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

후보군에 한함
자유응모

Innovation Best Practice •특정 영역에서 추진한 경영활동 사례 중 그 성과가 타 기업에 모범이 되어 산업계에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
Stakeholder’s Choice

Practice
평가

비고

자유응모
심사위원회 선정

•경제ㆍ환경ㆍ사회 부문에 걸쳐 차별화된 활동과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 및
최근 년도 발간
기관이 관련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목적으로 발간하고
지속가능성보고서
있는 지속가능성보고서

Dominant of the Value

•혁신역량/주주가치/직원가치/고객가치/사회가치/이미지가치 등 6대 부문(가치)별
전체 산업 대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일반소비자,
산업계 간부진, 애널리스트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조사결과 선정

최고경영자상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기업의 경영혁신을 선도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최고경영자

심사위원회 선정

종합대상 후보기업
구분

후보군

*)

기업명(가나다순)

제조
(Manufacturing
Industry)

CJ제일제당, CJ푸드빌, HP코리아, KCC, LF,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전자, LG하우시스, LG화학, SK하이닉스, STX조선해양, 경방,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기아자동차,
남양넥스모, 농심, 다스, 대림산업, 도레이첨단소재, 동원산업, 두산중공업, 락앤락, 린나이코리아, 매일유업, 보령메디앙스, 빙그레, 삼광글라스, 삼성전자, 셀트리온, 신도리코,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아가방컴퍼니, 아디다스코리아, 아모레퍼시픽, 에쓰-오일, 오뚜기, 오스템임플란트,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일신방직, 청호나이스,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코웨이,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코리아, 파리크라상, 패션그룹형지, 포스코, 풀무원, 하림, 한국쓰리엠, 한국인삼공사, 한국타이어, 한국화이자제약, 한국후지제록스, 한샘, 한섬,
한솔제지, 한일시멘트, 한화종합화학, 현대건설, 현대리바트, 현대모비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서비스
(Service
Industry)

AJ렌터카, BMW코리아,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CJ CGV, CJ대한통운, CJ엔터테인먼트, CJ ENM, DB생명, DGB대구은행, GS SHOP, GS리테일, IBK기업은행, KB금융,
KEB하나은행, KG이니시스, KT, KTH, LG유플러스, NH농협, NH투자증권, NS홈쇼핑, SGI서울보증, SK렌터카, SK에너지, SK텔레콤, SK플래닛, SK해운, 경희사이버대학교, 교보생명,
구글코리아, 네이버, 넥스트 엔터테인먼트월드, 넥슨코리아, 대교, 대명호텔앤리조트, 동부렌터카,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롯데렌터카, 롯데백화점, 롯데슈퍼, 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메가박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메트라이프생명, 미래에셋대우, 사람인HR,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판매,
삼성웰스토리,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천리,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사이버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성균관대학교, 쇼박스, 신세계TV쇼핑,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사이먼, 신한금융지주회사,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시아나항공, 에스앤아이 코퍼레이션, 에스원, 에어부산, 엔씨소프트, 연세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우리은행, 이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인텔코리아, 잡코리아, 제주항공, 카카오, 카카오M, 코리아세븐, 쿠팡, 파라다이스, 팬오션, 푸르덴셜 생명보험, 하나투어,
하이원리조트,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투자증권, 한글과컴퓨터,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전KPS, 한진해운, 현대백화점,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홈플러스

공공
(Public
Sector)

LX한국국토정보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병원, 기술보증기금, 대구테크노파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서울관광마케팅, 서울문화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시설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종합대상 후보군 선정기준]
- 역대 명예의전당 헌액 기업
- 최근 3년 내(’16~’18) 한국의경영대상 “대상” 수상 기업
- 최근 3년 내(’16~’18) 한국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 All Star 및 산업별 상위 3%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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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Framework
한국의경영대상 심사항목은 기업경영에 필요한 추진동력, 제반시스템 및 혁신활동, 이를 통해 창출되는 경영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한국의경영대상 심사체계 |

Driver

리더십

Infra &
Activity

Results

경영 지원
인프라

경영성과

전략 및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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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활동
및 실적

2019 한국의경영대상

심사 방식 및 훈격 부여 기준
한국의경영대상 심사는 3단계(1단계 : 서류심사, 2단계 : 현지심사, 3단계 : 종합심사)에 걸쳐 진행되며, 수심기업의 평가점수에
따라 최종적으로 훈격이 확정됩니다.

┃심사방식┃
•CEO의 경영철학, 리더십, 열의 등
확인하는 단계

CEO 인터뷰

서류심사

공적기술서 요약 브리핑

•제출한 공적기술서 내용을 브리핑하고
심사위원단과의 Q&A 진행

현지심사
개별 세부심사

종합심사

강평

•심사위원별로 각 영역에 대한
세부내용 평가

•CEO에게 심사 의견 전달

┃훈격 부여 기준┃
Management 평가
Practice 평가
구분
구분
Innovation
Stakeholder’s
(1,000점 만점) 종합대상 본상
(1,000점 만점)
Best Practice
Choice
900점 이상

종합대상

대상

800점 이상

최우수상

700점 이상

우수상

서류 심사 (20%)

850점이상

+

한국의 OO 리더

현지 심사 (80%)

구분
(1,000점 만점)

지속가능성
보고서평가

850점이상

Best report of the year

서류심사 100%
(필요시 현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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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종합대상
1. 리더십

•경영진의 경영철학 및 열의
•경영혁신을 위한 환경조성, 이해관계자와의 공유활동

200점

2. 전략 및
추진체계

•응모분야의 특화된 경영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
•단기 목표 및 추진체계(조직구성 등)

150점

3. 경영 지원
인프라

•응모분야의 지원을 위한
- 육성 프로그램
- 경영정보지원시스템

150점

4. 추진활동 및
실적

•응모분야의
- 활동(혁신)내용에 대한 추진계획
- 활동(혁신)내용에 대한 추진실적

200점

5. 경영성과

•재무, 직원, 고객, 협력업체 관점 등의 경영성과
•사회공헌, 대외이미지 개선 등의 성과

300점

- 평가보상 프로그램

본상
1. 리더십

•응모분야의
- 경영진의 경영철학 및 열의
- 추진 환경조성 노력
•내외부 이해관계자 의사소통을 위한 노력

200점

2. 추진 계획

•응모분야의
- (중장기) 추진전략 및 목표 설정
- 추진조직 체계 및 인력 운영계획
- 경영정보시스템 등 지원 인프라

200점

3. 추진활동 및
실적

•응모분야의
- 주요활동 추진실적

400점

4. 경영성과

•응모분야 추진 주요 성과

2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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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
Innovation Best Practice (응모)
1. 추진 배경

•응모사례 추진 배경 및 목적

200점

2. 추진 활동

•응모사례 주요 활동 및 추진 체계

500점

3. 추진 성과

•응모사례 추진 주요 성과

300점

Stakeholder’s Choice (선정)
1. 추진 배경

•후보사례 추진 배경 및 목적

200점

2. 추진 활동

•후보사례 주요 활동 및 추진체계

500점

3. 추진 성과

•후보사례 추진 주요 성과

300점

[선정영역]
•특정 영역에서 추진한 경영활동ㆍ제도 중 그 성과가 타기업에 모범이 되어 산업계에 리더십을 확보한 기업사례
•학계ㆍ산업계 전문가들의 추천 및 검증 방식을 통해 최종 선정
•선정 POOL : 혁신역량/고객/직원/주주/사회/협력/이미지 가치별 2개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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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영대상 연혁
한국의경영대상은 1980년대 생산·품질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 고객만족경영, 2000년대에는 존경받는 기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경영혁신의 화두를 제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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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영대상 역대 수상 기업
Manufacturing Industry
2004~2018
CJ, GNS BHC, GS칼텍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STX조선해양, SK매직, SK하이닉스, 경신, 경인기계,
광동제약, 그래미,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남양공업, 넥센타이어, 농심, 다다실업, 다스, 대상, 대우조선해양,
델코배터리, 도레이첨단소재, 동국제강, 동부제철, 동양기전, 동우화인켐, 동원산업, 동화자연마루, 두성식품, 듀오백코리아, 아이리버,
롯데케미칼, 루튼, 르노삼성자동차, 리바트, 린나이코리아, 매일유업, 모스테크, 무림페이퍼, 밀레시스텍, 보령메디앙스, 보령제약, 빙그레,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육식품, 삼홍테크, 새아침, 샤프전자, 성진지오텍, 세아특수강, 시몬스침대, 신세계푸드, 쌍방울,
씨멘스브이디오한라, 아모레퍼시픽, 아이레보, 아이비클럽, 아트라스비엑스, 아하엠텍, 알루텍, 애경산업, 애경화학, 에리트 베이직,
에이스침대, 에쓰오일, 엔프라니, 연세대학교 연세우유, 오미아코리아, 왕자NHC, 요넥스 코리아,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위니아만도,
유닉스전자,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이브자리, 이젠텍, 좋은사람들, 진도, 참존, 청호나이스, 코닝정밀유리, 코리아나화장품, 코멕스산업,
코웨이, 코스틸, 쿠쿠전자, 크라운제과, 태양금속공업, 팅크웨어, 파나소닉코리아, 파리크라상, 파브코, 패션그룹형지, 포스코, 풀무원, 피죤,
하림, 하이트진로, 한국쓰리엠, 한국 HP, 한국MSD, 한국노바티스, 한국암웨이, 한국오므론전장, 한국타이어, 한국후지제록스, 한독,
한라비스테온공조, 한미양행, 한성식품, 한솔 EME, 한솔제지, 한솔케미칼, 한화제약, 해태제과, 현대모비스, 현대아산,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파워텍, 현진, 화남전자, 효광, 휴켐스, 희성촉매

2000~2003
CJ, CJ베이커리, CJ생활화학, FAG베어링코리아, GE, HON 미니골드, INI스틸, LG Philips Displays, LG마이크론, LG상사, LG생활건강,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이노텍, LG전선, LG전자, LG칼텍스, LG패션, LG화학, P&G, 경동보일러, 교원L&C, 극동음향, 금강고려화학,
금강제화, 금호전기, 금호타이어, 기아자동차, 기전PU, 남양금속, 남영 L&F, 녹십자, 농심, 대륙제관, 대상, 대열보일러, 대영E&B, 대우전자,
대원산업, 대한잉크화학, 대한정밀화학, 도레이새한, 동보중공업, 동부제강, 동서식품, 동양제철화학, 두산식품, 두산주류, 듀오백코리아,
롯데제과, 롯데캐논, 린나이코리아, 만도, 만도공조, 매일유업, 모닝웰, 보령제약, 보루네오가구, 보워터한라제지, 보해양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빙그레, 삼보컴퓨터, 삼성공장, 삼성비피화학, 삼성석유화학, 삼성아토피나,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테크윈, 삼양식품, 삼환전자, 성신양회공업, 세아에삽, 세아특수강, 스마트전자, 시몬스침대, 신무림제지, 쌍방울,
아이레보, 아이북랜드, 안국약품, 애경산업, 애그리브렌드퓨리나코리아, 에넥스, 에뛰드, 에스이씨오, 에스콰이아, 에이스침대, 엔프라니,
웅진식품, 유천공조, 유한양행, 유한킴벌리, 이건창호시스템, 이레전자산업, 이롬라이프, 제일곡산, 제일모직, 조양의료기, 좋은사람들,
좋은콘서트, 중외제약, 진로, 질레트코리아, 참존, 청풍, 청호나이스, 코리아나화장품, 크라운베이커리, 크라운제과, 태림포장공업, 태양금속공업,
태평양, 텔슨전자, 파리크라상, 파스퇴르유업, 파워킹의료기, 페어차일드코리아반도체, 평화정공, 풀무원테크, 하림, 하이트론시스템즈,
하이트맥주, 한국도자기, 한국타이어, 한국후지제록스, 한라공조, 한샘, 한솔제지, 한일시멘트, 해찬들, 해태제과,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화동양행, 화승, 효성, 효성에바라펌프, 희성금속

1988~1999
CJ, GM대우자동차, LGPhilipsDisplays, LG기공, LG석유화학, LG실트론, LG전선, LG전자, LG화학, SKC,
경동보일러, 금강고려화학, 금성사,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대우, 대우전자, 대우조선해양, 대우종합기계, 대우중공업,
동국제강, 동양나일론, 동양제과, 동원금속공업, 동원산업, 두산중공업, 두산테크팩, 두원정공, 보루네오가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빙그레, 삼보컴퓨터, 삼성SDI, 삼성자동차,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삼성중공업,
삼성코닝, 삼성테크윈, 삼양사, 삼영전자공업, 새한, 서진산업, 서해공업, 성광전자, 센트랄, 신도리코, 아남산업,
아세아종합기계, 아시아자동차공업, 애경산업, 에넥스, 예산전기, 오리온전기, 우영산업, 유니온스틸, 이화다이아몬드공업,
제일전기공업, 제일합섬, 제철전기콘트롤, 진로, 진웅, 청호나이스, 파츠닉, 평화발레오, 포스코, 포스틸,
하이트론시스템즈, 한국델파이, 한국바스프, 한국번디, 한국수출포장공업, 한국야쿠르트유업, 한국종합기계, 한라공조,
한솔제지,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흥진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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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Industry
2006~2018
AJ렌터카, BMW그룹코리아, DB생명, DB손해보험, GS리테일, IBK기업은행, JEI재능교육, KB국민은행, KDB생명,
KSS해운, KT, LIG손해보험, NS홈쇼핑, SDA삼육외국어학원, SK, SK건설, SK네트웍스, SK텔레콤, SK플래닛,
금호산업, 넥스투어, 뉴코아, 대교, 대림산업, 동국대학교, 네이버, 레드캡투어, 롯데관광개발, 롯데닷컴, 롯데마트,
롯데쇼핑, 롯데슈퍼, 롯데백화점, 롯데홈쇼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미래에셋생명보험, 베네세코리아, 벡스코,
부동산114, 비상교육, 비씨카드,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생명서비스, 삼성카드, 삼성화재해상보험, 서울대학교,
순천농협, 신한생명보험, 신한은행, 신한카드, 아주캐피탈,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에어부산, 연암대학교,
예본안과 네트워크, 외환은행,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정사업본부, 월드웨이, 위드팜, 위메프, 유한대학교, 윤선생,
이랜드그룹, 이야기, 인크루트, 잡코리아, 제너시스, BBQ, 코엑스, 줄리엣, 축협, 카카오, 카페베네, 코리아세븐,
코엑스, 킨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하나은행, 한국렌탈, 한국폴리텍대학, 한글과컴퓨터, 한솔개발 오크밸리,
한솔교육, 한진, 한화리조트,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오일뱅크,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현대해상화재보험,
호텔롯데, 홈플러스

2001~2005
63씨티, AIG생명보험, CJ CGV, CJ개발, CJ엠디원, CJ홈쇼핑, KT, KT 인재개발원, KTF, KT프리텔, LG건설, LG유통,
LG텔레콤, LG투자증권, LG홈쇼핑, LG화재, POSCO 인재개발원, SDA삼육외국어학원, SK, SK글로벌, SK네트웍스, SK증권,
SK텔레콤, SK텔레텍, YBM어학원, 공문교육연구원, 교보생명, 교보자동차보험, 교원, 교원나라자동차보험, 국민은행, 극동도시가스,
금호고속, 금호생명보험, 기업은행, 넥스투어, 농협유통, 농협중앙회, 뉴코아, 다음커뮤니케이션, 대교, 대구도시가스, 대동벽지,
대림교육연구원, 대림산업, 대명레저산업, 대우일렉서비스, 대한생명, 대한통운, 동부, 동부화재해상보험, 동양생명보험, 두산건설,
드림성모안과, 롯데건설, 롯데관광개발, 롯데리아, 롯데쇼핑, 마리오, 메가박스,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모델로피부과, 미니골드,
범한여행, 부동산114, 부산은행, 브릿지북스코리아, 비비안,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에버랜드, 삼성인력개발원, 삼성카드,
삼성캐피탈, 서울은행, 선진통운, 세원이엔아이, 신세계, 신한은행, 아인스인터내셔날, 아파트소비조합, 애그리브랜드퓨리나코리아,
에듀박스, 열린사이버대학교, 우리은행, 우리홈쇼핑, 우정사업본부, 웅진코웨이개발, 웅진해피올, 월드건설, 윤선생, 이랜드, 이야기,
잡코리아, 재능교육, 전자랜드, 제너시스 BBQ, 제니엘, 제일은행, 조흥은행, 줄리엣, 참고운치과병원, 크레듀, 키움닷컴증권,
하나로텔레콤, 하나은행, 한국렌탈, 한국통신 인재개발원, 한미은행, 한솔개발 오크밸리, 한솔교육, 한울, 한진해운, 한화국토개발,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현대오일뱅크, 현대캐피탈,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홈쇼핑, 호텔신라, 홈플러스(삼성테스코)

1988~2000
CJ GLS, KT, LG인화원, SK글로벌, SK텔레콤, SK텔레텍, 고려대, 교보생명, 교보생명 인재개발원, 국민신용카드,
국민은행, 국민은행 연수원, 금강개발산업, 금호, 금호건설, 금호산업, 금호인력개발원, 기아자동차 연수원, 기아자동차판매,
기업은행, 나래이동통신, 농협중앙회, 대교, 대동주택, 대림교육연구원, 대우 인력개발원,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증권,
대한통운, 동방, 동부종합연수원, 동서증권, 동아백화점, 동양화재해상보험, 두루넷, 두산그룹연수원, 럭키금성, 럭키금성
인력개발센터, 롯데그룹 중앙연수원, 롯데쇼핑, 메리츠증권, 벽산그룹 중앙연수원, 벽산그룹/동양물산기업, 부일이동통신,
삼성SDS, 삼성건설, 삼성물산, 삼성생명보험, 삼성에버랜드, 삼성인력개발원,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종합건설, 삼성항공산업,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양사연수원, 서울중앙병원, 신한은행, 쌍용그룹중앙연수원, 아시아나항공, 안국화재해상보험,
외환은행, 우리자동차판매, 웅진코웨이개발, 조흥은행, 주리원백화점, 주택은행, 중앙개발, 코오롱상사, 태평양인력개발원,
포항제철인재개발원, 하나로통신, 하나은행, 한국IBM, 한국썬마이크로씨스템즈, 한국이동통신, 한국컴퓨터, 한국통신,
한국통신연수원, 한국통신인력개발본부, 한국하니웰, 한국화약그룹연수원, 한미은행로얄폰센터, 한솔교육, 한양대,
한화국토개발, 한화그룹종합연수원, 한화인력개발원, 현대백화점, 현대인력개발원, 현대자동차써비스, 현대투자신탁증권,
호텔롯데, 홈플러스(삼성테스코), 효성드라이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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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ector
2007~2018
KOTRA, SH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교통안전공단, 국방과학연구소, 근로복지공단, 대구광역시청,
대구광역시 중구청, 대통령경호실, 대한주택보증,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부산광역시청, 부산항만공사, 서산시청,
서울메트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영주시청, 예금보험공사, 용인시청,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충청남도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거래소, 한국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조폐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2004~2006
고속도로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금융감독원, 농업기반공사,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
대통령경호실, 대한주택보증,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서울메트로,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용인시청,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주택관리공단, 철도청,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노동교육원, 한국농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신탁, 한국특허정보원, 한전기공, 한전원자력연료,
행정자치부

1992~2003
경기도 수원시청, 대전철도차량정비창, 대한주택보증,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서울시특별시 중구청, 서울중앙병원, 양천구청, 전남장성군청,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부, 제주도청, 제천시청,
증권예탁원, 철도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인력개발센터,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 서울연수원, 한국전력공사 중앙교육원,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전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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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novation Best Practice 수상 기업

Innovation Best Practice 부문은 기업의 경영혁신 활동 중 특정영역에서 그 성과가 탁월하고, 타기업에 모범이 되는
사례를 발굴 및 장려하기 위해 2010년 처음 제정되었습니다.
Innovation Best Practice 수상 기업은 혁신활동의 테마를 상의 훈격으로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혁신활동에 더욱 큰 의미를
부여하고, 직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총 36개 기업이 Innovation Best Practice 수상을
통해 개별 영역에서의 탁월한 혁신활동 및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0년 ~ 현재
훈격

수상기업

훈격

수상기업

한국의 고객서비스혁신 리더

용마로지스

한국의 인사제도혁신 리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의 공공서비스 리더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의 기술혁신 리더

한국중부발전

한국의 브랜드 리더

LG전자

한국의 브랜드혁신 리더

카페베네

한국의 사회공헌(CSR) 리더

한국의 사회적가치 리더

한국의 산학협력 리더

한국의 인재개발 리더

한국의 인재육성 리더

한국공항공사
호남석유화학

한국의 유통혁신 리더

롯데슈퍼

현대오일뱅크

한국의 제조기술혁신 리더

한라공조

현대카드ㆍ현대캐피탈

한국의 지배구조선진화 리더

한국거래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의 창조경영 리더

코스틸

IBK기업은행

한국의 품질혁신 리더

동양기전(주)

연암대학교

한국의 환경안전경영 리더

동우화인캠

유한대학교

SK매직

NS홈쇼핑

미래에셋생명보험

롯데마트
롯데월드
주식회사 코엑스

한국의 생산성혁신 리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MSD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의 서비스혁신 리더

한국남동발전

순천농협
한국의 CS혁신 리더

신한생명보험
요넥스코리아

현대위아

위드팜

현대파워텍

한국장학재단

18 | 한국의경영대상 운영위원회

2019 한국의경영대상

역대 명예의전당 헌액 기업
名譽의殿堂
(The Hall of Fame)

삼성에버랜드

교보생명

(2000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04년 고객만족경영부문)

홈플러스

삼성석유화학

한국의경영대상 명예의전당은 5년 연속 종합대상 수상 기업 중 탁월한 경영성과를
남겨 대한민국 산업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기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제일모직

현대백화점

도레이새한

KTF

(2005년 생산혁신부문/2008년 마케팅부문)

(2006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06년 생산혁신부문)

(2007년 고객만족경영부문)

한국지역난방공사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가스안전공사

(2008년 경영혁신부문/2010년 존경받는 기업부문) (2009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09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0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0년 존경받는 기업부문)

(2010년 고객만족경영부문)

한국철도시설공단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화재해상보험

우리은행

메리츠화재해상보험

(2010년 경영품질부문)

(2010년 경영품질부문)

(2011년 인재경영부문)

(2011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1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2년 고객만족경영부문)

현대해상화재보험

STX조선해양

대교

신한카드

한국공항공사

삼성카드

(2012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2년 생산혁신부문)

(2013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3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3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4년 고객만족경영부문)

롯데홈쇼핑

하림

다스

남양공업

패션그룹형지

GS리테일

(2015년 고객만족경영부문)

(2015년 마케팅부문, 2017년 경영품질부문) (2015년 경영품질부문)

(2015년 생산혁신부문)

(2016년 마케팅부문)

(2016년 고객만족경영부문)

KT
(2018년 고객만족경영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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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의 효과
한국의경영대상 은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진단평가 모델입니다. 따라서, 준비부터 수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해 기업은 경영
시스템을 한 방향으로 정렬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Process

수상의 효과

응모 의사결정
•응모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자사의 혁신을 위한 구심점 마련 및 명확한 도전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적서 작성 및 심사준비

•공적서 작성 및 준비를 통해 현재의 경영체계, 경영활동에 대해 정리함으로써,
자사 내부의 장·단점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반 활동에
전 구성원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므로 구성원들의 경영혁신 마인드와 동기부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3단계 심사

•각 분야의 전문 교수진 및 컨설턴트들의 체계적인 3단계(서류, 현지, 종합)
심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의 장·단점을 파악함은 물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이 경영진에 직접 의사전달을 함으로써, 향후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수상 및 대외 홍보

경영진 피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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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경영대상 수상을 통한 성과를 전사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자신감과 자부심을 고취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수상결과를 대·내외적
으로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와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제언 및 KMAC의 진단·평가결과를 취합한 피드백 리포트를
통해 자사의 경쟁수준 및 보완점을 인식,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과 과제를
파악함으로써, 지속적 혁신을 위한 방향성을 전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2019 한국의경영대상

수상결과의 활용
한국의경영대상 수상결과는 KMAC 주관으로 신문광고 및 특집기사 게재, 영상매체 홍보, 다양한 컨퍼런스에서의 사례 발표
등을 통해 우수성을 알리게 되며, 수상 기업 자체적으로도 매체광고, 홈페이지 게시, 기념 이벤트 등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문연합광고/기사

옥외 광고

주요 일간지(조선/중앙/동아) 및 경제지(한경/매경) 등

수상기업 사옥 내·외부 광고 등

TV/라디오 광고

홈페이지

지상파 및 종합편성 TV, 라디오 광고 등

수상기업 홈페이지

제품 광고

수상사례발표

제품 포장 및 제품 용기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기업 우수사례 소개

지하철/철도 광고

소셜미디어

주요 광역시 지하철(서울, 부산 등) 및 KTX 영상 광고 등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광고, 구글 광고 등

공항/기내 광고

각종 보고서

인천공항 멀티큐브 케로셀, 김포공항 조명광고, 항공기내 영상 광고 등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사회책임경영보고서, I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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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일정 및 내용
그 어느 해보다도 ‘2019
이바지 하겠습니다.

한국의경영대상’은 국내 최고의 경영혁신 선도기업을 발굴 및 전파하여 대한민국 산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응모
•일정 : 7월 10일(수)

응모설명회

•장소 : 서울신라호텔 영빈관
토파즈홀
•주요 내용
후보기업 및 응모관심기업을
중심으로 심사 및 공적서
작성방법, 준비사항 등 안내

•일정 : ~ 9월 13일(금)

•내용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결과
종합검토 수상기업 최종확정

•제출서류
- 응모신청서 1부
- 공적기술서
(Hard Copy 10부,
Soft Copy 1부)

공적기술서 및
신청서 제출

심사

서류심사

•내용 :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의한 1차 평가
•일정 : ~ 11월 6일(수)

•일정 : ~ 8월 30일(금)

현지심사
종합심사

•일정 : ~ 10월 30일(수)
•내용 : 각 분야의 대학교/전문가로
구성된 현지심사위원단의
기업방문에 의한 현지심사

시상식
한국의경영대상
시상식

•일정 : 12월 3일(화)
•장소 : 서울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
•대상 : 수상기업 CEO 및 임직원, 수상기업
초청고객 등 약 500여 명

피드백
피드백 보고서 제공
및 보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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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시상식 이후
•내용 : 기업별 피드백보고서 제공
요청시 피드백보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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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C 소개
KMAC는 진단평가 기반의 종합 컨설팅회사로서, 대한민국 산업계 혁신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History
1990
•1989년

1995

2000
•2001년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설립
제1회 JIT 페스티벌 개최
국내 최초 TPS 장기기술연수과정 실시

•1992년

제1회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조사 발표

•1993년

제1회 고객만족경영혁신 전국대회 개최

•1997년

국내 최초 6시그마 경영혁신 도입 및 보급
(美, SSQ 기술협약)

•1998년

제1회 국가 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발표

•1999년

제1회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발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2005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콜센터부문)지수 조사·발표

•2003년 정부 23부처 혁신진단 및 청와대 비서실 변화 관리
•2004년 정부산하기관 고객만족도 평가모델 개발 및 조사 수행
존경받는 기업 조사·발표
•2007년 한국의경영대상 통합브랜드 출범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KNPS) 조사·발표
THE PROUD 주목받는신상품·고객가치최우수상품
대한민국명품 조사·발표
•2008년 한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조사·발표

2010 ~

•2009년 국책사업 공개교육기관 선정
‘핵심직무과정·단기직무향상과정’
•2010년

우수교육 유공 단체상 수상 (서울시 최초)

•2011년

고객만족도(KCSI) 20회 발표
Global CSR컨퍼런스 개최

•2012년

제20회 고객중심경영혁신컨퍼런스 개최

•2014년

Smart Brand, 판매서비스만족도(KSSI)
조사·발표

•2016년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조사·발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
(콜센터 부문)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
(고객접점 부문)

한국산업의 브랜드추천

판매서비스만족도

THE PROUD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

고객만족경영
직원만족경영
지속가능경영
브랜드경영
디지털경영

친환경경영
상생경영
기술혁신
사회적가치
신뢰경영

Innovation Best Practice

경영전략/인사조직/CS경영/마케팅/PI
리서치/콜센터/경영품질/생산혁신/기술경영
에너지·환경/직능교육/글로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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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 한국의경영대상 운영사무국
(0724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TEL : 02-3786-0671
FAX : 02-3786-0333
E-mail : davidchoi@kmac.co.kr

※ 각 응모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해당 본부장 및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