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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는 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국내외 연구소와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여, 

산업시스템공학 연구수준을 고도화시키고 

세계무대의 주역이 될 산업시스템공학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내 융•복합 연구의 구심점이 되어 

세계적 수준의 산업시스템공학 연구를 선도하고 

다양한 영역의 산업 시스템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혁신을 통한 스마트한 세상,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가 열어가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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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S 
MESSAGE

   안녕하십니까.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IISI) 소장으로 2020년부터 근무하고 있는 산업공학과 윤명환 

교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산업환경에서는 시스템의 혁신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가의 혁신 능력은 정책과 공공 서비스 등 여러 

부문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용하는 제품/서비스를 실제로 구현하는 근간이 되는 

산업시스템의 혁신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하는 미래 사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2014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한 결과, 산업시스템 분야의 연구 

역량을 크게 높여왔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비롯한 미래 핵심기술의 연구에도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구소의 산학협력은 교내를 넘어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잘 갖추어진 산학연 협력체제를 이용하여 미래 융복합연구의 

추진에서도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시대로 대표되는 4차 산업 혁명의 산업 환경에서는 산업시스템의 혁신 

또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시티 등 ICT 융합기술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또 다시 

우리가 연구하는 산업시스템, 더 나아가 우리 개개인의 삶을 급격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스템에 존재하는 낭비와 비효율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효율성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탄생한 <산업공학>은 새로운 시대에서도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비용/효과를 고려한 효율성을 여전히 추구하면서도, 이론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해결과 

연구의 결과를 통한 산업 사회의 기여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산업시스템 혁신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는 제조/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산업시스템의 최적화/효율화 

기술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경영, 제품전략, 공급망, 인간공학, 사용자 경험 

등 미래 기술사회에 필요한 시스템 개선 및 혁신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 체계적인 기술 기반은 전통적인 산업 시스템의 

개선과 효율 향상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정책, 경영, 안전, 복지 등 전통 기술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혁신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사회기술 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은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융합과 최적화 

능력을 더욱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시스템 혁신 연구소에 대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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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소장 

윤명환



ABOUT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IISI)는 2014년 4월 세계적 수준의 산업시스템공학 연구를 선도하기 위해 

설립되어, 산업공학 내의 세부 전공들의 융합은 물론, 다양한 인접 유관 연구 분야와의 학제간 융·복합 연구 

추진과, 분야와 분야 및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 지식을 창출하는 데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소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들은 국내외 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들은 산업시스템공학 분야의 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적으로 향후 디지털혁신을 통한 산업시스템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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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GOAL
INTRODUCTION

세계적수준의 산업시스템공학 연구 선도
다양한 영역의 산업시스템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

INSTITUTE FOR INDUSTRIAL SYSTEMS INNOVATION

VISION

연구수준의

고도화

고급인력

양성

융복합연구의

구심점

산업발전에

기여

◦ 산업계에 있는 연구원의
연구 능력을 향상 

◦ 국제적 연구 브레인풀 구축

◦ 다양한 인접 유관 연구 분야와의
학제간 융·복합 연구 추진

◦ 분야와 분야 및 산업과 산업 간의 
연계 지식 창출

◦ 산업시스템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융·복합적 연구 모형의 개발 및 응용

◦ 지속가능한 형태의 혁신적 연구 결과 도출

◦ 다양한 영역의 산업 시스템에서
효율성 및 생산성 극대화 달성

창의적인 방식의 융•복합 연구를 통한 연구 역량의 집중과 고도화가 필요
학내 산업시스템 관련 연구 역량을 결집•강화하고 융합형 연구의 장을 조성

INSTITUTE FOR INDUSTRIAL SYSTEMS INNOVATION

GOAL

융·복합 연구
선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국제적 교류 및
협력 증진

◦ 산학 협동연구와 교류 및 협력의 구심적 역할 
◦ 미래 핵심 산업시스템 분야의 선행기술 연구

◦ 해외유수 유관 연구소들과 교류협력 체결 
◦ 국제 공동 학술대회 개최

◦ 다양한 세부전공들이 협력하여 
산업시스템 혁신을 위한 융·복합 연구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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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조직도 참여교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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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장

학술연구부

운영위원회

대외협력부

인간중심

제품서비스

설계연구실

산업시스템

최적화연구실

인간공학

연구실

데이터마이닝

센터

초지능연구센터

기획행정실

인력양성부

참여교수 연구분야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김건희 　 컴퓨터비전, 기계학습, 자연어처리

http://vision.snu.ac.kr/

02-880-7300

gunhee@snu.ac.kr

김종권 　
소셜네트워크 분석, SNS신뢰성, 
유무선 통신, 모바일 컴퓨팅

http://incpaper.snu.ac.kr/
index.php/Professor

02-880-6582

ckim@snu.ac.kr

문일경 　 생산관리, 공급망관리, 물류관리

http://scm.snu.ac.kr/

02-880-7151

ikmoon@snu.ac.kr

박건수 　
Operations Management, Inventory 

control, Global supply chain

https://sites.google.com/
site/kunsoosite/

02-880-7179

kunsoo@snu.ac.kr

박소정 　 　Insurance, Risk management

https://cba.snu.ac.kr/

02-880-8085

sojungpark@snu.ac.kr

박용태 　
기술경영, 서비스공학, 특허분석, 
기술포싸이트, 비즈니스 모델링

http://inno.snu.ac.kr/

02-880-8358

parkyt1@snu.ac.kr

박우진 　

인간공학, 작업 생체역학, 비만인을 
위한 디자인, 디지털 인체모델링, 
창의적 사고, 디자인 아이디어 

창출방법론

http://let.snu.ac.kr

02-880-4310

woojinpark@snu.ac.kr

mailto:gunhee@snu.ac.kr
mailto:ikmoon@snu.ac.kr
mailto:kunsoo@snu.ac.kr
mailto:parkyt1@snu.ac.kr
mailto:woojinpark@snu.ac.kr


참여교수 연구분야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박정훈 　
행정정보관리, 정보정책, 전자정부, 

조사방법론, 계량분석

http://gspa.snu.ac.kr/

02-880-5607

dearpark@snu.ac.kr

박종헌 　 기계학습 산업응용

http://imlab.snu.ac.kr/

02-880-7174

jonghun@snu.ac.kr

송현오 　
Machine learning, Optimization,

Arti�cial intelligence

http://mllab.snu.ac.kr/
hyunoh

02- 880-7272

hyunoh@snu.ac.kr

윤명환 　
인간공학, 감성공학, UI/UX, HCI, 
사용자 중심 제품 디자인

http://his.snu.ac.kr/

02-880-1403

 mhy@snu.ac.kr

이경식 　

Integer Programming, Robust 
Optimization, Applications of 

Optimization in Power, Logistics, 
Manufacturing, Service Industries

http://optimize.snu.ac.kr

02-880-7173

optima@snu.ac.kr

이교구 　
컴퓨터 청각, 오디오 신호처리, 

기계학습, 음원분리, 청각지각 및 인지

http://marg.snu.ac.kr

031-888-9139

kglee@snu.ac.kr

이덕주 　
경제성 공학, 기술시스템 경제성 분석, 

실몰옵션, 게임이론 응용

http://
www.leesa.snu.ac.kr

02-880-2260

leedj@snu.ac.kr

참여교수 연구분야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

이재욱 　 통계학습, 계산금융

http://slcf.snu.ac.kr/

02-880-7176

jaewook@snu.ac.kr

장우진 　 금융공학, 블록체인, 핀테크, 확률모형

http://www.snufre.org

02-880-8335

changw@snu.ac.kr

조성준 　 데이터마이닝

http://dm.snu.ac.kr/

02-880-6275

zoon@snu.ac.kr

한보형 　
컴퓨터 비전, 기계 학습, 딥 러닝, 

패턴 인식,

http://cvlab.snu.ac.kr

02-880-4154

bhhan@snu.ac.kr

홍성필 　 최적화, 최적화 및 게임 모형 및 응용

http://polytope.snu.ac.kr/

02-880-1477

sphong@snu.ac.kr

홍유석 　

제품·서비스 융합을 통한 가치혁신, 
아키텍처 기반의 시스템 분석 및 개발, 
개발 프로세스의 효율·위험·품질 관리,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서비스 설계

http://product.snu.ac.kr/

02-880-9070

yhong@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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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교수진
INTRODUCTION

참여교수진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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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AREA

연구실장  윤명환교수

홈페이지  http://iisi.snu.ac.kr

E-mail mhy@snu.ac.kr

인간중심제품서비스설계연구실

신제품 및 새로운 서비스 시스템 기획, 분석 및 설계를 위한 사용

자, 프로세스, 플랫폼 연구에 관련한 제반 연구와 관련 학제간 융

합적 연구 수행

연구실장  문일경교수

홈페이지  http://iisi.snu.ac.kr

E-mail ikmoon@snu.ac.kr

산업시스템최적화연구실

대규모 복합 산업 시스템의 분석 및 의사결정에 적용이 가능한 

최적화 이론의 개발과 산업시스템의 변화에 따른 기술 지능 발

견 및 분석 관련된 제반 연구와 범학제간 연구 수행

연구실장  박우진교수

홈페이지  http://iisi.snu.ac.kr

E-mail woojinpark@snu.ac.kr

인간공학연구실

제품 및 서비스의 최적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사용자중심

설계 연구 수행, 다학제간 융합 연구와 연구의 산업 응용 수행

연구실장  조성준교수

홈페이지  http://dm.snu.ac.kr

E-mail zoon@snu.ac.kr

데이터마이닝센터

데이터 전처리, 앙상블, 분류/예측, 이상 탐지와 같은 학술적 연

구를 수행하며 제품개발, 생산물류, 품질, 마케팅 영업, 파이낸

스, 인사, 에너지, 보안 분야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기업체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데이터마이닝 교육 등의 산학협동을 수행 

연구실장  박종헌교수

홈페이지  http://csi.snu.ac.kr

E-mail jonghun@snu.ac.kr

초지능연구센터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 영역 전반에 걸친 딥러닝 

응용 연구와 강화 학습, 비지도 학습, 자율 학습, 메타러닝 등에 

관한 인공지능 원천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를 위

해 개방, 공유, 협업에 기초한 집단 연구를 수행

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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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수행

민간기관 및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시스템 최적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에 기술지도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MAJOR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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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시리즈 및 
초청강연 개최

산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최신 연구결과와 혁신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 시리즈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석학들의 초청 강연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MAJOR ACTIVITIES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본 연구소에서는 
산업시스템혁신 관련 연구의 저변확대와 인적 교류를 위해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를 활발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novative Computing, Information and Control (ICICIC2019)  2019. 08 26 ~ 30.
◦   2018 APMS International Conference  2018. 08. 26~30.
◦   Australia‐Korea Forum (AKF) on Big Data Analtics in ICT  2018. 07. 02.
◦   Asia Design Engineering Workshop 2017 (A-DEWS2017)  2017. 12. 11 ~ 12.
◦   The 2nd East Asia Workshop on Industrial Engineering (EAWIE2015) 2015. 11. 06 ~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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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후속세대 
양성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시스템 혁신을 위한 산업공학의 의의와 역할을 알리고 
진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인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2018 산업공학캠프  2018. 01. 11.
◦ 2016 산업공학캠프  2016. 08. 09.
◦ 2015 산업공학캠프  2015. 08. 11.
◦  2014 산업공학캠프  2014. 08. 31.
◦ 제35-36회 데이터마이닝캠프  2019. 02. 15.
◦ 제33-34회 데이터마이닝캠프  2018. 07. 21.
◦ 제23-24회 데이터마이닝캠프  2016. 01. 26.

MAJOR ACTIVITIES

산업체인력 
전문 교육과정

산업체 현업 인력 및 연구 인력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최고의 강사진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빅데이터큐브_데이터 의사결정 리더 프로그램  2019. 03. 08. ~ 2019. 04. 26.
◦ BIG DATA,AI기획 전문가 양성과정 프로그램  2018. 04. 24. ~ 2018. 07. 05.
◦ 전력산업 전문 최적화 입문 교육 프로그램  2014. 12. 18. ~ 2014. 12. 19.

산업체 교육 프로그램 요청 문의
이지은  blueree@snu.ac.kr

기업니즈에 맞는 교육을 제작하여 
맞춤교육프로그램 제공

핵심개념, 적용사례 및 방법론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교육

교육 후 현업에서 해당 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 절차 실습



산업시스템의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후원해 주십시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880-5108          Fax  |  02-889-8564          E-mail  |  snuiisi@snu.ac.kr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발전기금으로 다음을 출연합니다.

발전기금 참여 신청서

디지털혁신을 통한 
스마트한 세상,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가 
만들어갑니다.

성명  |

□ 50만원                    □ 100만원                    □ 500만원                    □ 1,000만원     
□ 기타금액 (               )
기타요청사항 (       )
  (예) 공대위임 OOO 원, XXX 학부/학과 위임 OOO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출연금액

출연재산 지정 (해당 □에 표시)

□ 보통재산 기부금     
의 미    기부자의 뜻에 따라 원금 전액을 사업용도에 지원함(원금사용)
방 법    무통장입금(온라인)   |   농협 079-17-009702 [예금주: 공대연구재단] 
    신용카드로 출연시   |   □ 비씨카드  □신한카드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 기본재산 기부금     
의 미    기부자의 뜻에 따라 매년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사업용도에 지원함(원금보존)
방 법    무통장입금(온라인)   |   농협 079-17-009702 [예금주: 공대연구재단] 
    신용카드로 출연시   |   □ 비씨카드  □신한카드

카드번호   |        유효기간   |    년  월

사용용도 지정 (해당 □에 표시)

□ 공대위임

□ 특정목적지원
□ 후배사랑제자사랑 장학금                               □ 공과대학 석좌교수 기금                              □ 리모델링 기금

□ 학부·학과/기관 위임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
□ 장학                                        □ 연구                                        □ 문화교육                                        □ 기관운영
□ 도서                                        □ 시설                                        □ 기자재                                             □ 국제협력

약정인     (인)
년                    월                    일

직장명 및 직위

직 장 주 소
자 택 주 소
연 락 처

우편물 수령지
대학과의 관계

전화   |       휴대폰   |    
E-mail   |    

□ 직장  □ 자택  □ 기타주소   |    

동문 졸업학부/학과   |   
학부모 학생성명   |      재학학부/학과   |   
기타



산업시스템혁신연구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39동 408호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Korea
TEL   02)880-5108
FAX   02)889-8564
E-MAIL   snuiisi@snu.ac.kr

http://iisi.snu.ac.kr

공과대학
호암교수회관

공과대학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경영대학 규장각

정문

후문

대학본부

5511번

5513번

5516번

관악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