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개설학기별 담당교수

2018 2019 2020 2021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기초과목 IE 101 OR 개론 김세헌
모리슨

김세헌
이채영

김세헌
모리슨

김세헌
이채영 모리슨 이채영 모리슨 이채영

전공필수

IE 241 공학통계 I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IE 251 제조프로세스혁신 장영재
(Eng)

최병규
(Kor)

장영재
(Eng)

장영재
(Eng)

장영재
(Eng)

IE 260 데이터 구조 및 분석 문일철 문일철 문일철 문일철

IE 261 산업공학 정보기술 서효원
이재길

서효원
이재길

서효원
이재길

서효원
이재길

IE 321 생산관리 I 이태억 이태억 이태억 이태억

IE 331 OR I - 최적화 박성수 박성수 박성수 박성수

IE 332 OR II- 추계적모델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IE 341 공학통계 II 김희영 김희영 김희영 김희영

전공선택 

IE 231 응용해석 및 확률분석 김경국 김경국
IE 310 작업관리
IE 312 인간공학 셔핑숑 셔핑숑 셔핑숑 셔핑숑
IE 322 생산관리 II
IE 342 회귀분석 및 실험계획법
IE 343 통계적 기계학습 사례연구
IE 353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서효원 서효원
IE 361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설계 윤완철 윤완철 윤완철 윤완철
IE 363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개론 최병규
IE 371 서비스시스템 엔지니어링 이태억 이태억
IE 413 감성공학
IE 414 인지과학과 시스템
IE 421 공업경제 및 원가관리 서효원 서효원 서효원 서효원
IE 423 물류관리            

IE 425 프로젝트관리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IE 426 공급체인관리 장영재 장영재
IE 431 최적화모형
IE 432 의사결정분석 및 위험관리 김우창 김우창 김우창 김우창
IE 434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개론 이채영
IE 435 통신서비스 및 정책 이채영 이채영

 IE 436  산업및시스템공학 사례연구
IE 441 품질관리
IE 451 IT 서비스 공학
IE 452 시스템 설계 실습
IE 453 제품 개념 설계

IE 461 비즈니스 프로세스설계 및 
관리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IE 463 정보시스템설계 및 관리

※학기별 개설 예정 교과목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니 학과에 확인 바랍니다. 

2018-2021(4개년) 학기별 개설(예정)과목 현황
 ● 학사과정                                                                            2018.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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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IE 471 금융공학개론 김경국 김우창 김경국 김우창

IE 472 사회-경제시스템 모델링
전공선택 IE 473 금융 경제학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iPodia)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Product Planning Strategy) 서효원 서효원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메타휴리스틱 최적화) 이채영 이채영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제
어 방법론
Data-driven decision 
making and control)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인간공학기법과 방법론
Techniques and 
Methodologies in Human 
Ergineering)

셔핑숑 셔핑숑 셔핑숑 셔핑숑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통계적 기계학습,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IE 481
산업공학 특수논제 I
((Iot Business & System 
Development)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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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필수 CC 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서효원 서효원 서효원 서효원

IE 511 인간중심체계 설계 
IE 522 공업경제 고등논제
IE 523 생산체계설계론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모리슨
IE 524 시설계획이론
IE 531 선형계획법 박성수 박성수 박성수 박성수
IE 532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최병규
IE 533 시스템공학
IE 535 네트웍 이론 및 응용
IE 536 스케줄링 이론 및 응용 이태억 이태억

IE 537 경영데이터통신 
(IE434 동시개설) 이채영

IE 538 유전 알고리즘 및 응용 이채영 이채영

IE 539 컨벡스 최적화 김우창 김우창 김우창 김우창

IE 541 고급공학통계
IE 542 회귀분석의 이론과 실제
IE 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IE 552 CAD/CAM과 형상모델링

선    택 IE 553 제품 생애 주기 관리 서효원
IE 554 지식기반설계 시스템
IE 561 고급정보시스템공학
IE 565 정보보호정책 및 경영
IE 566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이론과 설계 이의진 이의진 이의진 이의진

IE 570 군사 OR 이론과 응용
 IE 571 워게임 모델링 
IE 572 무기체계분석 권오정
IE 573 의료서비스 시스템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IE 574 포트폴리오 관리 및 
금융최적화 기법 김우창 김우창

IE 575 금융상품의 설계와 평가
IE 576 위험 관리 김경국 김경국
IE 577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론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이태식
IE 578 금융경제학 연구
IE 624 재고관리 체계분석
IE 631 정수계획법 박성수 박성수

IE 632 추계적모델 I 김경국 김경국 김경국 김경국

IE 633 대기이론
 IE 635  조합최적화 박성수 박성수
IE 636 지능시스템 및 유연계산

IE 638 이동통신시스템 

 ● 석․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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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 639  공급체인 최적화
IE 642 예측 및 시계열 분석
IE 643 실험계획 및 분석
IE 644 수명시험 및 분석

선    택 IE 645 품질공학
 IE 646 데이터 마이닝
IE 661 인공지능/데이터마이닝 응용 문일철 문일철 문일철 문일철
IE 671 추계적모델 II 김경국 김경국
IE 722 자재취급시스템
IE 761 인지공학 윤완철 윤완철 윤완철 윤완철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Iot Business & System 
Development)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박준성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Product Planning 
Strategy)

서효원 서효원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Dynamic Programming 
and Optimal Control)

장영재 장영재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분석평가 사례연구) 권오정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Game Theory with 
Engineering Applications)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박진규

IE 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고급 통계적 기계학습, 
Advanced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IE 801
산업공학 특수논제 II
(통계적 기계학습,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윤세영

연    구

IE 960
IE 980
IE 965
IE 985
IE 966
IE 986

논문연구(석사)
논문연구(박사)
개별연구(석사)
개별연구(박사)
세미나(석사)
세미나(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