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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강점 및 미래 발전 가능성
 제조업과 융합 ICT 미래, Smart City, Smart Factory,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주역이 되다.
-

미래정책방향과큰흐름을같이하는4차산업혁명의미래를설계하며, Smart City, Smart Factory, 융합ICT 플랫폼구현을위한선도적역할

⚈ 학과소개
○ 산업공학은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기반의 공학지식과 경영기법을 융합한 폭 넓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선장이 배를 책임지고 안전하게 운항하듯, 미래 융합산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을 배양하여 다양한 ’산업(기업/조직)‘이라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합니다.
• 산업시스템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분야를 조화롭게 조정하는 방법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 4차산업혁명의 미래를 설계하며, Smart City, Smart Factory 구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 핵심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3D프린팅,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스마트팩토리 등을 다양한
관리 기술기법과 연계하여 산업시스템의 최적화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응용하는 학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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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재상
‘도전, 창의, 소통하는 인재’, ‘배려심과 창의적 사고,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 교수소개
○ 정호연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공학박사/ 스마트팩토리 트랙 담당 (기술경영·생산운영관리)

○ 권규식 교수

고려대학교 산업공학 공학박사/ 인간-기계시스템 트랙 담당 (인간공학·신제품개발)

○ 이충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바이오메카트로닉스 공학박사/ ICT·스마트팩토리 트랙 담당 (기계요소설계·CAD/CAM)
○ 문성철 교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UST) HCI 및 로봇응용 공학박사 / ICT·데이터사이언스 트랙 담당 (HCI·데이터사이언스)
○ 강인선 교수 한양대학교 산업공학 공학박사/ 스마트팩토리 트랙 담당 (품질경영·신뢰성공학)
○ 심현택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공학 공학박사/ ICT·데이터사이언스 트랙 담당 (데이터마이닝·산업시스템응용)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커리어 로드맵
○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T(AI/빅데이터,IoT), 데이터사이언스, 스마트팩토리, 인간-기계시스템 전문가를
양성하여 90% 이상의 취업률 (전문인력양성 소속 2020년 졸업생 기준)

⚈ 교육과정
• 1학년 개설교과목명 : 산업공학개론/논리적사고와글쓰기/공업수학/정보화/외국어
• 2학년 개설교과목명 : 경영과학/ 선형대수/ IT설계응용/ 작업관리/ 공급사슬관리/ 확률통계/
공업통계/ 품질경영/ 도면관리/ 경영과학/ 인간-기계시스템
• 3학년 개설교과목명 : 생산운영관리/ 사물인터넷응용/ 통계적품질관리/ 시스템제어/ 실험계획법/
생산계획 및 통제/ 디지털설계응용/ 신제품개발/ 인간공학/ CAD/CAM
• 4학년 개설교과목명 : 캡스톤디자인/ 신뢰성공학/ 데이터마이닝/ 산업안전공학/ 산업시스템응용/
경영정보시스템/ 기술경영과 특허/ CAD/CAM응용/ 논문

⚈ 우리 학과의 강점

○ 미래 융합 ICT・제조업의 미래 Smart Factory를 설계・운영하는 전도유망한 학문
○ 취업 선점을 위한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지역특성화 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 『지능형기계부품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4학년 전원 취업, 2020년 기준)
• 하림인재육성 프로그램 (하림산학융합전공 생산운영관리, 경영혁신 2개 트랙 운영)
※ 2학년 최종선발 후 하림산학융합전공 이수 시 100% 하림대기업 계열사 채용 확정

<출처 및 상세내용 참조 : 전주대학교 커뮤니티 http://www.jj.ac.kr/jj/community/news/jjnews.jsp?mode=view&article_no=362104,
전주대학교 블로그 https://blog.naver.com/discoveryj/222151945212>

• 탄소기술융합커플링사업단, 스마트팩토리사업단 등의 참여로 참여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각종 취업연계 활동 지원
○ 특정 산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공학, 기술연구소,
공기업, 컨설팅, 벤처창업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학과 자체 장학기금 보유

⚈ 학과 관련 주요동아리
○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동아리 : 융합기술 활용 학습활동
○ 국가기술자격증 준비반 : 품질기사, 인간공학기사,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 직무자격증 취득활동
○ 대학생 창업동아리 : 창업경진대회 참가 및 창업활동
○ 취업률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인간공학, 품질경영, 지능형기계부품외 어학 스터디 그룹 운영

⚈ 취득가능 자격증
○ 품질경영기사, 산업안전관리기사, 식스시그마벨트, 물류관리사,

인간공학기사, 기계설계기사, 사회조사분석사, 경영지도사,
기술가치평가사, CIPM(국제공인생산재고관리사) 등 취득 가능

⚈ 선배의 이야기

○ 박태근 ㈜현대로템 품질사업부 품질보증팀(1992년 졸업)
○ 학과의 자부심 : 산업공학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산업분야에 모두 응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및 정보시스템, 제조공학, 품질경영, 인간공학, 경영과학, 자동화시스템, 제품설계
및 개발 분야 등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학문입니다. 졸업 후 제조업뿐만 아니라 ICT,
물류 유통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금융업 등 진출 분야가 매우 다양합니다.

○ 디지털 산업의 확산으로 규모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
(Big Data)와 많은 전문가의 주장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하는 파이데이아
(Paideia)는 산업공학이라는 놀라운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을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공학과 졸업생 주요 취업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