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경영공학 소개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2016.11.17



목 차

1. 산업경영공학이란? 

2.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는? 

3.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졸업생들은? 

4.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 경쟁력은? 

5. 맺음말

2



1. 산업경영공학이란?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학생이 설명한 산업경영공학이란?

자연과학(수학,물리,화학,생명과학)과 공학(기계,전자,화공,신소재,산업경영공학,컴퓨터공학)



스마트폰의 개발 및 판매과정

5

전략적 의사결정

산업경영공학산업경영공학

경영학

제품개발 생산/공급망관리 판매/사후관리

- 어떤 부품이 필요한가?
-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 어떤 SW를 넣을 것인가?
-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 어떤 UI/UX를 제공할 것인가?

- 어디서 생산할 것인가?
- 부품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 얼마나 만들어야 할 것인가?

- 어떤 나라에 우선 판매할 것인가?
- 유통망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서비스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부품/상품 재고는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산업경영공학산업경영공학

산업디자인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신소재공학

컴퓨터공학

산업경영공학산업경영공학

경영학

산업경영공학산업경영공학

경영학

산업 전반에 걸쳐 산업경영공학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업의 자원(인력, 자금 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기업의 핵심역량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어떤 시장경쟁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가?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학문

인간 중심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보는 학문 모든 첨단분야를 융합하는 학문

산업경영공학이란? 
최고의 제품/서비스/정보를 최적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최대한 인간에게 적합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학문



경영과학
Operations Research

인간공학
Human Factors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산업경영공학 주요 분야

IME
Industrial & Management Engineering



• 최적화

• 확률 시스템 분석

• 추계적 과정

• 수리 계획

• 시뮬레이션

• 통계적 데이터마이닝

• 복잡계

Image Source: Google Images

경영과학 Operations Research



• 인간-기계 시스템

• 사용자 경험 디자인

• Human-Computer Interaction

• 서비스 디자인

• 인지공학

• 감성공학

• 실험계획법

인간공학 Human Factors

Image Source: Google Images



• 생산 & 운영관리

• 품질 경영

• 서비스 경영

• 공급망 관리

• 물류 관리

• 수익 관리

• 기술기획

Image Source: Google Images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



• 경영정보시스템

•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비즈니스 분석 및 의사결정
• 데이터베이스

• 프로세스 마이닝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

Image Source: Google Images



• 재무 회계

• 기업 재무

• 투자론

• 핀테크 (Fin-tech)

• 금융 위기 관리

금융공학 Financial Engineering

Image Source: Google Images



• 기술경영 및 전략

• 비즈니스 플래닝

• 마케팅

기업가정신 Entrepreneurship

Image Source: Google Images



2. POSTECH IME는?



IME 인재상

현대/미래 산업과 경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및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

Industrial

Engineering
산업의 핵심 기술/가치에 대한 이해 주요 경영 기술/기법에 대한 이해

공학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
& Management



Industrial

Engineering
Operations 
Research

Applied
Statistics 

Information 
Systems

Human
Factors

IoT/
Big Data

Mass 
Customization

Smart 
Manufacturing

Service/
Healthcare

Accounting 
& Finance

Operations 
Management

StrategyEntrepreneur-
ship

산업의 핵심 기술/가치에 대한 이해 주요 경영 기술/기법에 대한 이해

공학적인 방법을 통한 문제 해결

Service
Science

IME란? 

제조 및 생산운영 전문가 / SCM, 물류 전문가 / 품질 전문가 /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 기업정보시스템 전문가 /  컨설턴트 /
금융분석가, 투자자 / 제품,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UX) / 신제품, 서비스기획자 / 벤처 기업가 / 교수 / 연구원

+
& Management



핵심역량

•전략 기획

•문제 인지 및 정의

•시스템적 사고

•리더십 및 소통

•공학적 전문성

•기업가 정신

•산업 및 기업 경영 이해

•창의성



커리큘럼 개정 – 2017학번부터 적용
•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OM
(Operations 
Management)

OR
(Operations 
Research)

IS
(Information 
System)

HF
(Human 
Factors)
/UX

FE
(Financial
Engineering)

ETI1)

(Emerging 
Technology & 
Innovation)

ENTP

전공필수
(43)

산경입문(1), 정보시스템기술, 공학기초통계

생산운영관리(POM), 
품질경영(Quality 
Management)

경영과학1(OR1), 
경영과학2(OR 2)

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인간공학, 
실험계획*

재무회계,
금융공학개론1)

제생공설 I, II, III 
(2,2,2) 2)

전공선택
(18)

서비스경영(Service 
Management),
공급망관리(SCM, 
Logistics),
수익관리(Pricing & 
Revenue Mgmt)*

수리계획
(네트워크 Flow),
시뮬레이션,
복잡계,
통계적데이터마이
닝(산통)

비즈니스 분석
및 의사결정*,
데이터베이스

UX 디자인
개론*,
제품개발공학,
감성공학*

투자론,
기업재무

Emerging 
Technology & 
Innovation 3)

기업가정신,
마케팅,
기술경영 및
전략,
비즈니스플
래닝

* 신규교과목의 경우 대학원 교과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교과목명은 조정 필요함
1) SRM 주제를 포함하고, 수학보다는 개론의 성격이 강화되기를 희망
2) 산경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작업분석, 제품디자인, Systems Engineering, 제조공학
3) ET&I 주제 예 : Emerging IT(빅데이터, 웹기술), 에너지환경경영, Industrial AI, Healthcare, Industry 4.0 (3D Printing, IoT)



Faculty

전치혁
’86 UC-Berkeley

조현보
’93 Texas A&M

최인준 한성호
’91 Virginia
Polytech Inst.

장수영
’88 U. of
Michigan

’99 Pennsylvania
State U.

주임교수 김광재
’93 Purdue U.

이혜선

연구교수

’08 경북대

’85 U. of
Central Florida

김광수 김병인
’02 Rensselaer
Polytech Inst.

서의호
’87 U. of Illinois
Urbana-Champaign

홍유신
‘86 UC-Berkeley

명예교수

정우성
’06 KAIST

’11 Texas A&M
U.

고영명 유희천

정민근

‘12 Georgia Tech.
최동구

송민석

산학협력
교수

곽지영
‘99 POSTECH

‘06 POSTECH

이강복
‘04 POSTECH

’91 U. of
Texas-Austin

’84 U. of Michigan
정무영

‘84 Kansas State U

’04 KAIST

장봉규



전임 교수진
성명 학사 박사 전공분야

고영명 서울대 Texas A&M Univ. (2011) Stochastic 시스템, 시스템 성능 분석

김광수 서울대 Univ. of Central Florida (1985) 미래전략, 기술예측, 기술정책

김광재 서울대 Purdue Univ. (1993) 품질공학/경영, Service Science

김병인 POSTECH Rensselaer Polytechnic Ins. (2002) 물류최적화, OR응용

서의호 서울대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1987) 전략 정보 시스템, 전략 기술 경영, 전략 경영

송민석 POSTECH POSTECH (2006)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데이터/프로세스마이닝, 정보시스템응용

유희천 서울대 Pennsylvania State Univ. (1999) 인간공학, 제품디자인기술, 제품개발

이강복 POSTECH POSTECH (2004) 경영과학, 공급사슬망관리, 조합최적화

장봉규 서울대 KAIST (2004) 투자/금융위험관리, 금융공학

장수영 연세대 Univ. of Michigan (1988) 수리계획, 생산일정계획, 최적화 이론

전치혁 서울대 Univ. of California, Berkeley (1986) Data Mining, 응용통계, 확률모형

정우성 KAIST KAIST (2006) 복잡계, 과학기술 정책

조현보 서울대 Texas A&M Univ. (1993) 기술 사업화 전략

최동구 KAIST Georgia Tech. (2012) 경제성공학, OR응용, 에너지/기후변화

최인준 서울대 Univ. of Texas at Austin (1991) Business Process 관리, 지식 관리, Database, 경영정보시스템

한성호 서울대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 (1991) 인간공학,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감성공학, 사용성 공학



3. POSTECH IME 
졸업생들은?



졸업생 진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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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2%

2.0%

5.9%

6.2%

6.9%

7.4%

7.8%

12.8%

38.3%

미확인

기타

기타직장

금융사

교수

국가기관/공기업

중소/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연구원/학생

대기업

11.4%

1.2%

5.2%

6.2%

7.6%

10.0%

12.1%

12.8%

13.6%

19.8%

미확인

기타

컨설팅

교수

기타업종

금융

연구소

연구원/학생

IT분야

제조업

직장별 업종별

* 포스텍 산경과 박사학위자 중 교수(2016.9): 박사(98: 39), 통합(56: 8), 전체(148: 47 = 32 %)



졸업생 진로 (최근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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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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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SDS, 현대자동차, LG전자, LG-CNS, 포스코, 
포스코 ICT, IBM, 대한항공 등

 연구소 삼성종합기술원, LG생산기술원, ETRI,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금융기관 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증권, KTB Network 등

 컨설팅 업체 IBM, 앤더슨컨설팅, PwC, Accenture 등

 벤처 창업 펜타시큐리티, 사이버다임, Fast Track Asia, Food Fly, Hello Nature 등

 정부기관 한국정보보호원, 한국전산원, 국무총리실 등

 대학 POSTECH,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UNIST, Univ. of Arizona, 淸華大,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아주대 등



대표진로 요구조건 졸업생 분야
제조/ 생산운영 전문가 수리적 분석능력, 생산/물류 통계, 소

통 능력
송도의(포스코), 지우석(포스코) OM, OR

물류/SCM 전문가 수리적 분석능력, 생산/물류 관련 지
식

오구일(SDS 상무) OM, OR

품질관리/평가 전문가 통계적 분석, 품질관리, 신뢰성 관련
지식

곽도순(삼성전자), 이명수(LG전자) OM, OR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수리적 분석능력, 통계적 분석, 정보
시스템

정규환(VUNO), 정일교(삼성전자), 정부환(다음카카오), 홍상우(LINE) IS, OR

기업정보시스템 전문가 기업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기업
데이터 관리

조봉수(LG전자), 이상훈(Oracle 전무), 조희제(E&Y 파트너), 이승식(웹젠) IS, OM

금융분석가/투자자 수리적 분석능력, 금융 지식 이효석 (IBK), 고병철(KTB네트워크 상무), 문정훈(IBK 투자증권), 신윤철(국민
은행), 김대석(IBK 기업은행)

FE, OR

제품/서비스 디자인 전문가(UX) 디자인, 인간공학, HCI, 통계적 분석 안정희(LG전자), 양희철(삼성전자) HF, IS

컨설턴트 기업전반, 프로세스 분석, 커뮤니케이
션, 인사관리 기술

최현아(Mercer Principal), 김영호(한국IBM 전무), 박기완(액센추어), 이광림
(E&Y 파트너), 김철호 (프로매치)

OM, IS

신제품, 서비스기획자 서비스 개발 방법론, 아이디어, 제품
개발, 통계적 분석

박형우(LG전자), 강세원(아주렌터카) ETI, HF

벤처 기업가 기업가 정신,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 이석우(펜타시큐리티 대표), 현석진(사이버다임 의장), 박지웅(Fast Track 
Asia 대표), 정혜문, 고영현(애자일소다)

ETI, IS

교수/연구원 해당 분야 전문 지식, 연구 역량 박우진(서울대), 손영준(Arizona), 황학진(경희대), 김희웅(연세대), 김배호(고
려대), 김덕영(UNIST), 장병열(STEPI)

각 분야

대표 진로 및 관련 교육 분야



4. POSTECH IME 
경쟁력은?



중앙일보 전국대학 학과 (산업공학과) 평가

27

분야

연도
종합 교수연구 학생교육 시설 및 여건 평판도

1998
1. POSTECH
2. KAIST
3. 서울대

1. POSTECH
2. KAIST
3. 서울대

1. KAIST
2. POSTECH
3. 서울대

1. POSTECH
2. KAIST
3. 아주대

1. KAIST
2. POSTECH
3. 서울대

2003 종합 순위
미공개

1. POSTECH
2. KAIST
3. 부산대

1. KAIST
2. POSTECH
3. 서울대

1. POSTECH
2. KAIST
3. 서울대

1. KAIST
2. POSTECH
3. 서울대

2010 1. POSTECH

2011 <최우수> POSTECH 외 3

2012 <최우수> POSTECH 외 2

2013 <최우수> POSTECH 외 2

2014 <최우수> POSTECH 외 2



국내외 주요대학 산업공학부문 논문발표 실적 (2008~2012)

28

※ 조사대상 대학: ‘US News & World Report’ 2013 Industrial Engineering 분야 상위 10개 대학과 국내 주요 대학
※ 조사자문: POSTECH 학술정보처; 조사일시: 2013.04.10~15 ; 조사대상 기간: 2008-2012

순위 1인당 발표논문 수 1인당 피인용 횟수 1인당 Impact Factor

1 POSTECH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urdue Univ.

2 Purdue Univ. Univ. of Wisconsin POSTECH

3 Univ. of Wisconsin Georgia Tech. Univ. of Wisconsin

4 Georgia Tech. POSTECH Georgia Tech.

5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urdue Univ. Univ. of California Berkeley

6 KAIST Stanford Univ. Stanford Univ.

7 Texas A&M Univ. Univ. of Michigan Univ. of Michigan 
Texas A&M Univ.8 Univ. of Michigan Texas A&M Univ.

9 Virginia Tech. KAIST KAIST

10 Stanford Univ. Virginia Tech. SNU

11 Penn State Univ. Northwestern Univ. Virginia Tech.

12 SNU SNU Penn State Univ.

13 Northwestern Univ. Penn State Univ. Northwestern Univ.



5. 맺음말



기업가 정신

전략 기획

금융분석가

문제 인지 및 정의

OM

교수/연구원

FE

창의성

HF

물류전문가

품질전문가

리더십 및 소통

생산운영전문가

컨설턴트

자신감

도전정신

기업가

디자이너

기획자정보시스템전문가

OR IS

Nature Recruit

Retain
& 

Educate

Career Guide

Nurture
커리큘럼

홍보/입시

개별지도

To be

시스템적 사고

ETI

현대/미래 산업과 경영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분석 및 공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 글로벌 리더 양성

데이터분석가



Questions ?



고영명 교수

 Mission: 대규모 확률시스템의 분석 및 최적화를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 분야

 서비스 시스템, 통신 네트워크 분석

 에너지 효율적 시스템 설계 및 분석

 대규모 재생 에너지 시스템 분석 및 운영 최적화

 대기행렬 이론, 응용 확률, 최적화

…

서비스/통신 네트워크 분석 대규모 재생 에너지 시스템 운영 분석 및 최적화 방법론 개발

대규모 확률시스템(LAST) Lab.



김광수 교수

미래전략(Future Strategy) Lab.

 Mission: 기술 및 비즈니스의 미래전략 연구

연구 분야

 기술 기획을 위한 특허 분석 및 마이닝

 미래 사업기회 발굴을 위한 트렌드 마이닝

 기술 투자를 위한 특허 가치 평가

특허 가치 평가 모델 트랜드 마이닝 방법론특허 분석 및 마이닝 방법론



김광재 교수

품질 시스템 Lab.

 Mission: 제품/서비스의 품질혁신을 위한 이론 및 응용 연구

연구 분야

 품질공학

 신 서비스개발

 제품/서비스 통합시스템

 서비스 테스팅

서비스 테스팅 실험실 구축스마트카 서비스 컨셉 개발제품/서비스 통합 시스템 개발



김병인 교수

물류(Logistics) Lab.

 Mission: 물류시스템 성능 향상 방법론 및 solution 개발

연구 분야

 Vehicle routing

 AGV/OHT dispatching & scheduling

 Logistics 문제 수리모형화 및 해법

Vehicle routing AGV/OHT dispatching simulation



서의호 교수

전략적 정보 및 기술 경영 Lab.

Mission: 조직 및 기업의 경쟁우위를 위한 전략적 정보 및 기술 경영

연구 분야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of  Technology

 Management and Technology Innovation  

 Strategic Management  

Mission Research Filed

POSTECH Strategic Management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Laboratory



송민석 교수

Mission: 정보 분석을 통한 기업 혁신

연구 분야

 Data/Process Mining

 Big Data/Business Analytics 

 Healthcare/Manufacturing Process Analysis and Improvement

 Business Process Simulation

 Business Information Systems

Analytics & Information Management (AIM) Lab.

 Start-up (PUZZLE DATA)



유희천 교수

인간공학설계기술연구실(EDT) Lab.

 Mission: 사용성 향상을 위한 인간공학적 제품설계 방법론 및

인간친화형 혁신 제품 개발

연구 분야

 Ergonomic design method with digital human models

 Human performance and workload assessment

 User-centered innovative product development

 Healthcare service system & serious game development

기동형 헬기 수리온 Cockpit의 인간공학적 설계 가상 간수술계획 시스템 Dr. Liver 개발



이강복교수

Mission: 수리적 분석 및 최적화를 통한 경영과학 적용

연구 분야

 Scheduling

 Supply Chain Management

 Production Planning

 Combinatorial Optimization

Management Science and Optimization (MSO) Lab.

Integer programming for Convex Recoloring Problem:
Valid Inequalities by orientation technique

Worst case analysis of the approximation algorithm for parallel machine 
scheduling problems

Integrated scheduling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ver a multi-echelon Supply Chain Network



장봉규 교수

Financial Investment & Risk Management(FIRM) Lab. 

Mission: 금융시장에서의 최적투자 해법 및 위험관리 기법 개발

연구 분야

 Financial Investment management

 Asset pricing (Derivative pricing)

 재무이론 및 금융공학의 실무 응용



장수영 교수

대안최적화 Lab.
◆ Mission: 의사결정 수리 모형화와 최적화를 위한

대안해법의 개발 및 분석

연구 분야

 Online/Offline 일정계획 최적화

 설계, 생산, 분배 의사결정 모형화 및 최적화

 유무선 Data network 설계 및 운용 최적화

Data network 설계 및 운용Parallel machine 일정계획



전치혁 교수

확률 및 통계분석(PASTA) Lab.

 Mission: 품질 분석 및 예측을 위한 data mining 이론 및 algorithm 개발

연구 분야

 Data mining algorithm 및 software 개발

 다변량통계/시계열분석 의 현실문제 응용

 공정 품질의 진단, 예측 및 개선

…

생물 정보학 신뢰성 및 품질 Data mining software



정우성 교수

Complexity in Social System Lab.

 Mission: 복잡계의 이해 및 사회 시스템에서의 적용

연구 분야

 복잡계/복잡계 연결망

 과학기술정책

 경제/사회물리학…

Data Analysis

http://complex.postech.ac.kr
Scientometrics



조현보 교수

시스템통합 및 혁신(ISL) Lab.

 Mission:  시스템 통합 및 혁신

연구 분야

 비즈니스 시스템 분석 및 혁신

 제조/서비스 시스템 분석 및 혁신

 공급망 디자인 및 경영

 헬스케어 시스템 기획 및 운영

글로벌 협업 네트워킹 서비스 기술 공급망 디자인 및 경영

RTI

Supplier A Supplier B Transporter Assembly

Simulation model
(ProModel)

Simulation model
(ARENA)

Simulation model
(ARENA)

Simulation model
(ARENA)

AdapterAdapterAdapter Adapter

RTI Services,
FOM objects 
& Interactions

RTI Services,
FOM objects 
& Interactions

RTI Services,
FOM objects 
& Interactions

RTI Services,
FOM objects 
& Interactions

Excellent Manufacturer 
Scouting System

Best Partners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검증



최동구 교수

Mission: 시스템 분석에 기반한 경제적 의사결정 수립 연구

연구 분야

 Economic Decision Analysis

 Strategic Planning for Infrastructure/Business/Policy

 Operations Management for Complex Systems/Business

 Applications in Energy Systems/Businesses

시스템 분석 및 경제적 의사결정 (SE) Lab.



최인준 교수

Process & Knowledge Management Lab. 

 Mssion: Business process와 지식 관리분야의 Global

Research Leadership

연구 분야

 Business Process & Workflow Management

 Data & Knowledge Management

 경영 정보 시스템 (MIS))

Process 중심의 지식관리시스템 Business process mining: 조직 분석



한성호 교수

경험공학 (Experience Design and Engineering, EDEN) Lab.

 Mission: 제품의 효율적 인터페이스 설계, 구현, 평가를 통한

사용편의성 향상

연구 분야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및 평가

 감성적 제품 디자인

 지능형/적응형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지능형 로봇을 위한 대화형 음성 인터페이스 평가 Mobile 기기의 touch key 입력 최적화



수상실적



일자 성명 주관단체 수상내용 지도교수

12.04.20
유희천 교수
이백희(박사)
이지형(석사)

국제발명품전시
조직위원회

제40회 제네바 국제 발명전시회
금상/특별상

12.07.05 유예원(학사) 한국과기단체총연합회
대학(원)생 과학기술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장려상
유희천

12.09.03
이백희(박사)
이지형(석사)

국제/일본 라이센싱 협회 제1회 아시아 사업화 경진대회 우승 유희천

12.10.26

윤종훈(학사)
최진형(학사)
이원지(학사)
장원정(수학)

노무라종합연구소 Case Competition 1위 서의호

12.10.27
박세영(통합)
김경태(통합)
이현탁(통합)

동부문화재단 대학생 금융제안 공모전 우수상 장봉규

12.11.01 황학진(동문) 현우문화재단 현우경영과학상

12.11.02

유희천 교수
최영근(박사)
김연아(석사)
유택호(석사)

대한산업공학회
제4회 산학협력프로젝트 경진대회

대상

12.11.02 LiHong(석사)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경진대회 대상 김병인

대외수상 [2012학년도 이후] ①



대외수상 [2012학년도 이후] ②

일자 성명 주관단체 수상내용 지도교수

12.11.02 최영군(박사)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인간공학 부문)
유희천

12.11.02 홍원기(동문)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우수상 유희천

12.11.02

김광재 교수
김민준(통합)
김현진(통합)
임치현(통합)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상

(서비스사이언스 부문)

12.11.02
유희천 교수
이백희(박사)
박현지(석사)

대한산업공학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우수논문상

(인간공학 부문)

12.11.02

김광수 교수
김홍빈(통합)
임주형(통합)
정철현(박사)
박현석(기경)

대한산업공학회
제1회 산업융합 활성화방안 연구논문 공모전

동상
김광수

12.11.29 유희천 교수 특허청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12.11.30 서의호 교수 POSTECH
2012 자랑스러운 포스테키안상

(특별공로상)

12.12.01 최영근(박사) 특허청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은상 유희천



대외수상 [2012학년도 이후] ③

일자 성명 주관단체 수상내용 지도교수

12.12.08 이유나(박사) 한국증권학회 CAFM 국제학회 최우수 박사과정논문상 장봉규

12.12.10 정철현(박사) 특허청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특허청장상(특허전략수립 부문)

김광수

13.02.01
임주형(통합)
이지훈(박사)

효성그룹
제3회 효성 글로벌 논문 공모전

장려상
김광수

13.02.27 이원섭(박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우수논문공모전 우수상 유희천

13.03.04

노태환(학사)
박경훈(학사)
진호범(수학)
정남호(수학)

한국거래소
제8회 전국 대학생 증권 파생상품 경시대회

우수상
장봉규

13.05.23
유희천(교수)
이원섭(통합)

대한인간공학회
2013 인간공학디자인 전자 및 IT 

부문최우수상, 가구 및 생활용품 부문
우수상

유희천

13.10.08 양현채(통합) 산업연구원(KIET) 2013 ISTANS 논문경진대회 장려상 정우성

13.11.02
이현탁,박세영(통합),

이유나(박사)
한국경영과학회 최우수논문상 장봉규

13.11.02 김병인 교수 한국경영과학회 2013 현우 경영과학상



대외수상 [2012학년도 이후] ④

일자 성명 주관단체 수상내용 지도교수

13.11.05
최영근(박사)
유택호(석사)

한국발명진흥회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우수상 유희천

13.11.05
이백희,이지형(박사)

박현지(석사)
한국발명진흥회 2013 대학창의발명대회 장려상 유희천

13.11.15
정미연,남성현,백승민,장한

솔,장혜지(학사)
대한산업공학회

제9회 대학생 프로젝터 경진대회
은상

유희천

13.11.15 박현지(석사) 대한산업공학회 제9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최우수상 유희천

13.11.15 이민규(석사) 대한산업공학회 제9회 석사논문경진대회 우수상 정민근

13.11.15 유희천 교수 대한산업공학회 제5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경진대회 최우수상

13.11.15 김병인 교수 대한산업공학회 제5회 산학협력 프로젝트 경진대회 우수상

13.12.30 정우성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공로 표창장

14.01.08
박지용,유예원,정미연

(학사)
포스텍 제1회 학습윤리공모전 Poster 부문 우수상

정민근
유희천
김광재

14.05.21
박주환,김현경,문희경,

정남오(통합)
ACED

제1회 Asian Conference on Ergonomic and 
Design 최우수논문상

한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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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오진우(학사) KITIS산학연구정보㈜
제1회 전국대학생 IEL Searching Quiz 

Contest 우수상
서의호

14.10.04 김희진(통합)
ACM Symposium on

Spatial User Interaction
ACM Symposium 최우수논문상 한성호

14.10.12 박세영(통합) APIEMS 제15회 APIEMS 최우수논문상 장봉규

14.10.27 이백희(박사)
Human Factors and

Ergonomics Society(HFES)
인간공학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학생논문상 유희천

14.11.01 장봉규 교수 한국경영과학회 차동완 젊은 경영과학자상

14.11.11 이백희,이승훈(박사) 한국발명협회
2014 대학창의발명대회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사무총장상/지도교수상
유희천

14.11.14 신소현(석사) POSCO 스타트업 데이(벤처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서의호

14.11.21 김광재 교수 대한산업공학회 정헌학술대상

15.03.27 김민준(통합)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ystems 

Engineering and 
Management Science 2015

IRC-SEMS2015 국제학술대회
최우수학생논문상 수상

김광재

15.04.10 이도협, 오진우, 홍준택(학사) 한국시뮬레이션학회
제15회 한국 대학생 시뮬레이션경진대회

가작상
김병인

15.04.17 조대곤 POSTECH 2014학년도 학부생 연구장학 프로그램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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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9 이백희(학사과정) 한국발명진흥회 50회 발명의 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표창 유희천

15.05.30 김병인 IIE Transactions
2015 Design and Manufacturing Paper 

Award Honorable Mention 

15.06.17 양현채(통합) SOItmC & KCWS 2015 Best Paper Award 정우성

15.06.17
김현욱(석사), 

유택호(박사),안민우(통합)
SOItmC & KCWS 2015

Encouraging Paper Award 정우성

15.11.07 유희천 대한산업공학회 백암논문상

15.11.07 전치혁
대한산업공학회

국제화상

15.11.12 오진우(학사)
제2회

동부글로벌전자공모전
가작상 서의호

15.11.16 장봉규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한국재무학회 추계학술대회

15.11.20
빅후영(석사), 오진우

신재원(학사)
포스텍 산학협력단 제1회 포스텍 창업경진대회 우수상 서의호

15.11.20 기완욱, 남성현(박사) 포스텍 산학협력단 제1회 포스텍 창업경진대회 대상



대외수상 [2012학년도 이후] ⑦

일자 성명 주관단체 수상내용 지도교수

15.12.31 장수영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 및 ICT 교류 활성화로 인한 공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16.01.20 서대정(학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고려대학교
제1회 미래 물류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최우수상 김병인

16.06.02 성상현, 이주석(통합) SOItmC & KCWS 2016 Best Paper Award 최인준

16.06.17 김기훈, 김민준(통합) SERVSIG 2016 Best Paper Award 김광재

16.10.11 정준각(통합) IJIE 2016 Best Paper Award 김광수

2016.11.15 이현탁(통합) 한국재무학회 2016 우수논문상 장봉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