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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물류·공급망관리(SCM)는 제조업 및  

유통업의 생산, 구매, 재고, 출하, 판매, 예측, 영업 

등 핵심 업무들을 통합조정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되었습니다.

아주대학교 공학대학원 물류SCM학과(前 물류경

영공학과)는 풍부한 실무경력을 가진 교수진이  

차별화된 고급 커리큘럼으로 수요자 중심의 야간 

석사학위 과정을 준비하고 물류 및 글로벌SCM 

분야의 고급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물류SCM학과
입학안내 

2016년 봄학기

Department of Logistics & 
Supply Chain Management



물류SCM학과

● 물류 / SCM분야의 체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지식 습득

● 제조업 / 유통업 / 물류업 현장의 실제문제 해결능력 배양

● 변화하는 기업환경에서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역량 배양

● 물류 / SCM분야 동문회 인적 교류 기회 확대

● CPIM등 공인 자격증 취득 지원

교육
목표

● 제조 / 유통  /  물류기업에서  SCM / 구매 / 생산 / 물류 / 재고 / 영업 분야에 종사하는 임원, 중견관리자 및 실무자

●  정부 / 공공기관 / 군부대 /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류SCM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

●  최신의 고급지식체계 습득을 원하는 물류SCM 컨설턴트

교육
대상

교수진
성명 전공 분야 주요경력 

강성만 생산운영관리 경영학 박사 수료, 공장관리기술사, CPIM, (현)투비컨설팅(주) 대표

고정한 생산 / 재고 / SCM 공학박사, (현)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김경현 제약이론(TOC)
전)LG하니웰 생산실장, 하이트론시스템즈 혁신팀장
(현)TOC비젼 대표, (사)한국TOC협회 총무이사

박재규 글로벌SCM 물류학 박사, (전)범한판토스 운영본부장, LG전자 글로벌 SCM 담당

유강철 물류센터 설계 및 운영 공학박사, (현)(주)컨펌(구 : 한국물류엔지니어링) 대표

윤의식 물류정보 / GSCM 공학박사, (현)한국물류기술연구원(KLTI) 및 한국물류연구원(KIL) 부원장

임석철 SCM / 물류시스템 공학박사, (현)아주대 산업공학과 교수

정명수 글로벌 물류혁신전략 경영학 석사, (전)FedEx 상무, UPS 한국지사장, (현)물류산업연구원 원장

조철휘 글로벌 유통물류전략 유통학 박사, (현)(주)K&J글로벌컨설팅 대표

최시영 물류경영전략 / SCM / 수배송 공학박사, (전)한진 상무, 수도권 본부장

●체계적인 물류/SCM지식과 풍부한 실무경험이 균형잡힌 교수진의 고품질 강의

●2년 주기로 순환개설되는 체계적인 교과과정

●국내외 초일류 물류/SCM현장 방문 토의수업

특성화 
전략

● 풍부한 장학혜택

● 화ㆍ목 석식 무료제공

● 기업이 원하는 실용지식 위주의 교과과정

● 실무 경력이 풍부한 전임 및 겸임교수진이 강의 

● 100% 강의평가제로 수업품질 보장

● 공학과 경영학, 이론과 실무능력의 균형있는 커리큘럼

● 학업 및 논문작성시 학생 개별지도를 통한 만족도 극대화

● 매학기 가족동반 고품격 워크샵 제도    

● 해외연수(2학점 선택 과목) 지원

● 도서관 및 아주대학교 시설활용 적극지원
● 졸업논문을 학술지에 게재시 100만원(국내)

    또는 300만원(국외)지원

● 졸업생 동문회 물류SCM 전문인력 네트웍 활용지원

● 최고수준의 강의실 및 행정지원 

● 입학면접시 필요시 전화면접 가능

고객만족
지향의
학사운영

● 국내·외  정규대학(4년제)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및 2016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 학과지망은 학사과정 전공학과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음  

지원
자격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교과목 및 
교육 내용 

전공필수 (2과목 이상)
과목명 주요 교육내용

글로벌SCM
SCM의 개요,  주요 전략, 성과평가, 고객주문이행, 공급망 설계 및 분석,

SCM 정보시스템, S&OP, 글로벌 SCM 사례분석

물류경영전략 물류계획, 물류전략, 물류프로세스분석, 물류의사결정, 물류부동산, 3PL, 물류조직 및 인력, 물류사업 인수합병

생산재고관리 CPIM(I) : BSCM(Basic Supply Chain Management) 및 MPR(Master Planning of Resources)

전공선택
과목명 주요 교육내용

물류시스템
물류기초개념 및 용어, 물류업무프로세스, 자재관리, 업종별 물류특성, Layout, Material Flow, 리드타임, 

수출입물류, Incoterms, 통관, 관세, 보험, 물류성과평가, 물류관련 법규

수배송관리 수배송 네트웍 설계, 수배송 운영, 택배업, 복합운송, 수배송 코스트 분석 및 절감

재고운영전략 재고운영 및 보충발주정책, 리드타임, 글로벌 다단계 생산유통재고, 신제품 출시전략, 가격정책

물류센터설계운영
물류센터 설계 및 거점계획, 입지선정, 산업별 물류시설 특성 및 법규, 운영관리기법,

오더픽킹, 평가지표, 물류설비, 물류센터 사례분석

물류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최신기술추세, 물류정보 및 데이타, 물류정보망, ERP, WMS, TMS, RFID

물류/SCM 수익성분석
물류비 측정, 분석 및 절감방안, 물류회계, 물류사업 / 투자대안평가 및 수익성 분석, ROI, 현금흐름, 

Financing, 리스크 분석, 물류사업 M&A 타당성 분석

글로벌물류혁신사례연구 초일류 글로벌 물류 / SCM기업의 특성화 전략, 혁신전략, 운영사례 및 시사점 분석

물류/SCM 최적화 방법론 물류/SCM 문제를 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미적분학 등의 수학적 기법을 사용하여 최적화하는 방법론 및 사례

녹색물류 Sustainable Logistics, 회수물류, 친환경물류, 저탄소물류 법규 및 사례분석

물류/SCM 서비스전략
고객관리, 마케팅, 서비스 성과평가, 적시성, 시간 관련지표, 물류서비스, 서비스품질, 서비스 프로세스, 

서비스능력, 서비스성과평가

제약경영
시스템 사고, 제약이론(TOC), 쓰루풋회계, DBR 스케쥴링, CCPM 프로젝트관리, Thinking Process, Viable 

Vision

글로벌 유통물류전략
글로벌과 한중일간의 시장 포지셔닝, 소비시장과 문화, 유통시장, 물류 소매업태, 택배물류, 제3자물류, 

해운 및 항만물류 비교분석

물류/SCM 현장탐방 국내 초일류 물류센터, 유통업, 제조업, 물류, SCM 기업 현장방문 견학 및 토론수업

생산자원계획 CPIM(II) : DSP(Detailed Scheduling and Planning)

운영통제 및 전략 CPIM(III) : ECO(Execution and Control of Operations) 및 SMR(Strategic Management of Resources)

구매 및 계약협상
구매전략, 구매계획 및 정책, 소요제기, 구매협상, 샘플 및 사양, 공급자 관리평가, 입찰, 계약, 갈등해결, 

구매의사결정, 구매원가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 견적, 프로젝트 원가계획관리, 진도관리, CPM, CCPM

물류/SCM 특수논제 물류포장, 물류법규, 물류정책, 물류안전, SCM법규, 특수물자SCM 등 물류/SCM 관련 특별 주제들

물류/SCM 데이터분석
통계기초이론, Excel 및 Matlab을 사용한 대용량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가공, 유지 관리, 예측, 추정데이터 

분석기술, 고급 엑셀활용능력

공통필수
과목명 주요 교육내용

공학경영 경영학 기초, 연구방법론, 창업, 지식재산, Technical Writing

타과 인정 과목
과목명 주요 교육내용

고등통계분석 통계기초, 분포, 가설검정, 점추정, 구간추정 등

품질경영 방침관리, 품질기능전개(QFD), 가치분석, 소집단활동

시스템안전공학 산업안전, 재해방지, 직업병, 안전공학설계

경영학 기초과목 회계학원론, 조직행위론, 마케팅관리, 경영정보시스템, 생산운영관리 중 2개 선택가능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at Ajou University, Department of Logistics and Supply Chain Management



수업
● 수업일수 : 주 2일(매주 화/목 or 토요일 수업)

● 강의 시간 (화/목) : 1교시 오후 7:00 ~ 8:30, 2교시 오후 8:35 ~ 10:05

● 졸업이수학점 : 총 30학점(논문트랙 : 논문 6학점 + 12과목  24학점, 학점트랙 : 15과목 30학점)

● 매학기 최대 4과목까지 수강 가능

● 입학시기에 상관없이 전 개설과목 수강가능하도록 교과목을 2년 주기로 순환개설

학비감면(재학기간 전체)

● 아주대학교 교직원 - 수업료의 50% 감면

● 아주대 의료원 및 대우학원 임직원, 공무원 - 수업료의 30% 감면

● 아주대 졸업생, 사립학교 교직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임직원 - 수업료의 20% 감면
● 공학대학원 개설 특별과정 및 협약과정 이수생 - 수업료의 20% 감면
● 기술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 
    (한국교육개발원 고시 제 2006-1호, 국가자격 1등급)소지자 및 품질명장 - 수업료의 20% 감면

● 동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재직자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30% 감면

● 동일 기관, 회사·재직자 3명 이상 동시 입학 시 - 수업료의 20% 감면

● 본교 학부 재학생의 부모 - 수업료의 50% 감면

● 협약체결기관(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생, (사)경기중소기업연합회 소속사 임직원) - 수업료의 20% 감면
● 기타 본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자 -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함
     ※위 해당자는 반드시 학비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장학금(해당 학기)
● 봉사장학 S(원우회 임원)  - 수업료의 50% 감면

● 봉사장학 B(학과대표)  - 수업료의 20% 감면
● 성적우수장학(직전학기 학과수석) - 수업료의 20% 감면
● 학과장 추천   - 수업료의 20% 감면

장학 
혜택

문의

 
● 입학 전형 : 무시험 특별 전형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

● 원서 접수 기간 :   
 

2015. 10. 15(목) ~ 2015. 11. 13(금)

   ● 원서 접수 방법 : 
 - 인터넷 원서접수 : 공학대학원 홈페이지(http://san.ajou.ac.kr)  석사과정 인터넷 원서접수
 - 인터넷 원서접수 후 전형료(  55,000원)을 납부하셔야 면접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      
 - 인터넷 원서접수 후 마감일 18:00까지 제출서류를 공학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해야 함(우편 및 방문) 

● 제출서류 : 
 -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4.5 만점  또는 백분위 환산된 성적이 명기된 성적표 제출)
 - 사진  4매  (최근 3개월 이내 탈모상반신 반명함 사진)
 -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병역미필자, 병역사항기재),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에 

경력사항이 표기된 경우 제출 면제),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학비감면신청서
 - 서류제출  주소 안내 : (우)1649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209-2호  
  공학대학원  교학팀 담당자 앞

● 연락처 : 
 

공학대학원 석사담당 조교 

 031-219-2311 
  

공학대학원 김근태 팀장  

 031-219-2312 
 guntaek@ajou.ac.kr 

입학

공학대학원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아주대학교 팔달관 209호

http://san.ajou.ac.kr   Tel. 031-219-2311~3   Fax. 031-219-1609

● 봉사장학 A(원우회 임원)  - 수업료의 30% 감면

- 문의: 공학대학원 교학팀 031-219-2311~3
- 유의사항 1. 성적은 전 학년 평점 평균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제함(예:3.75/4.50 만점)

2. 전형료 및 제출서류가 미비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나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