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학과

한철희(04학번)

DEPARTMENT OF INDUSTRIAL
공과대학에는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기계공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컴퓨터공학 등 각각의 학과는
학과이름만 듣고도 분야가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산업공학에 대해서 많은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능력과 적성이 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과연 산업공학과는 어떤 학문일까요?

산업공학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위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기계공학, 건축공학 등은 이름만 들어도
무엇을 다루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공학은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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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깊은 공부를 하지만 산업공학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또한 그러한 분야들을
전체적인 입장에서 조율하고 관리하여 최적의 조건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부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크게 생산시스템, 정보시스템,

무엇을 다루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산업공학은 시스템을 다루는

인간-기계시스템, 시스템 통합 및 분석(SI)이라는 분야로 나뉘어

학문입니다. 전체의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요소들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있다면, 이것들의 집합이

‘생산시스템’은 우리가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제조회사들의

시스템이고, 이를 설계하고 개선하며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여러

공장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통해 전체의 효율적 통제와 개선을

방법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산업공학입니다.

연구하는 분야이고, ‘정보시스템’은 최근에 발전하는 컴퓨터와

현대 사회에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에 생겨나는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 전산화와 자료 분석 그리고 이를

많은 문제들은 과거보다 더욱 복잡하고 영향력이 크며 파급속도

바탕으로 생산기술에 적용하는 분야입니다. ‘인간-기계시스템

역시 빨라서 어떠한 한 분야의 지식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분야’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 기계와 컴퓨터를 쉽고

성격의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학문이며 마지막으로 ‘시스템

통하여 개선하고 운영을 최적화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통합 및 분석’은 우리 실생활에 모든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해결책을 제시하는 학문이 바로 산업공학입니다. 즉 산업 전반의

수 있는 각종 이론 및 수단, 방법 등을 계획하는 분야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최적화라는 개념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중에서도 최근 트렌드에 맞는 정보시스템에 관련된 분야를

것이 바로 산업공학인이 해야할 일인 것입니다.

강조하고자 이름을 정보산업공학으로 정하여 많은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학인과는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자신이 매력적이라 생각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공부를 하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다른 공학 분야는 한정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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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이 궁금해요

산업공학과 출신 졸업생들은 어떠한 일을 하나요?

OR(Operation Research), 생산운영 계획 및 관리/통제, 품질공학,

사실 딱히 정해진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생산 및 품질 관리,

금융공학, 자료분석, 경영정보관리, 산업정보관리, 비즈니스 웹

마케팅, 시스템 통합분야, 금융 및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응용시스템 관리, 지식경영시스템 등

분야에서 산업공학 전공의 학생들이 활약하고 있습니다.
산업공학은 시스템적인 접근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산업에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후 진로

하지만 이러한 다재다능함이 여러 학생들에겐 막연함과 부담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영업&마케팅, 유통

진출하여 자신의 적성과 관심, 그리고 능력에 맞는 일에서 활약할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공을 정한 후에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분야 그리고 목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학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경영학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사실 반만 맞는

•시스템통합(SI) 분야의 시스템 설계 및 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서비스 분야의 서비스 전략, 서비스 개발 및 설계, 운영시스템
공과대학•College of Engineering

사실 산업공학에 대해 아는 많은 학생들은 이를 공대의

및 물류관리

관리 등

말로서 산업공학은 과학적이고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논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경영학과 차이를 보입니다.
배우는 학문은 경영학과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과
결론을 내리는 방식에서 차이를 가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졸업 후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영학과 겹치는 부분이 상당하지만
인간공학과 품질공학 등의 산업공학 특유의 분야도 많습니다.

어떤 친구들이 오면 좋을까요?
산업공학에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적성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생각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Plus +
산업공학이 여러분에게 익숙한 학문은 아니지만 미래에

정확하게 시스템 혹은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한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과 예상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사회에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최종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산업공학인이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야에 대한 경험을 하고

일이기 때문이죠.

지식을 가진 산업공학도들은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이를 위해 통계학적 요소가 필요하지만 크게 두려워 할 정도는

것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정말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고

큰 시야를 가지고 전체적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려는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은 누구나 다

지휘자의 꿈을 가진 친구들, 산업공학을 추천합니다!!

산업공학을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YONSEI All-Ways+ I 연세인이 들려주는 전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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