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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스닥협회, 2018년도 정기회원총회 개최
- 정재송 신임 수석부회장 등 신규 임원 선출
-‘한국경제의 미래와 희망, 코스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코스닥
기업의 성장동력지원 및 권익옹호,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역동성 지원,
일자리 창출의 견인차 수행 역할을 주요 목표로 선정

주요내용
□ 코스닥협회는 2월 22일(목) ｢제19기(2018년도) 정기회원총회｣를 개최, 금년
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규 임원을 선임하였다.
□ 협회는 ‘한국경제의 미래와 희망, 코스닥’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코스닥기업의
성장동력지원 및 권익옹호,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역동성 지원, 일자리 창출의 견
인차 역할 수행을 올해 중점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주요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정책수요 증가에 따른 연구정책사업의 전략
적 강화,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강화, △실무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서
비스 지속 추진, △홍보･IR 지원과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등을
통한 코스닥 위상 제고, △회원사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추진, △
‘소통경영’을 통한 교류 및 협조체제 구축 등을 선정했다.
□ 협회 신임 수석부회장으로 정재송(㈜제이스텍) 대표이사회장을 선임했으며,
박병근(㈜오디텍) 대표이사 등 총 5명을 신임 부회장으로, 김만훈(㈜셀트리온헬스
케어) 대표이사 등 총 12명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였다.
□ 김재철 회장은 “올 한해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코스닥기업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
을 위해 다양한 정책건의를 펼칠 계획이며, 또한 코스닥기업의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기업의 성장이 곧 한국경제의 성장이자
새로운 희망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동행하면서 협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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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임원 선출 내용

◦수석부회장 : 정재송 ㈜제이스텍 대표이사회장
◦부 회 장 : 박병근 ㈜오디텍 대표이사
정승환 위즈코프㈜ 대표이사
이순종 ㈜쎄미시스코 대표이사
노은식 디케이락㈜ 대표이사
차중석 제이씨현시스템㈜ 대표이사
◦이

사 : 김만훈 ㈜셀트리온헬스케어 대표이사
이혁렬 ㈜에스폴리텍 대표이사
최대규 ㈜뉴파워프라즈마 대표이사
이재정 ㈜메카로 대표이사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이사
이득춘 ㈜이글루시큐리티 대표이사
이재호 ㈜테스 대표이사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이사
범진규 ㈜드림시큐리티 대표이사
정대택 ㈜피앤이솔루션 대표이사
강재구 우진비앤지㈜ 대표이사
김준홍 ㈜미래컴퍼니 대표이사

※ 별 첨 : 신임 수석부회장 주요 약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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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신임 수석부회장 주요 약력 >

정 재 송 (鄭載松)
( ㈜제이스텍 대표이사 회장 )

가. 출생년도 : 1958년
나. 학

력 : KAIST 테크노 경영대학원 AVM 과정

다. 주요경력 : (現) ㈜제이스텍 대표이사 회장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17)
동탑산업훈장 수훈 (2015)
벤처산업진흥 유공 표창 (2007)
해외무역진흥 유공 표창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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