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기초: 수학

▣ 20100021 기초미분적분학

Precalculus 3-3-0
미분적분학Ⅰ의 선이수과목으로 함수의 개념과,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초월함수 등을 공부한
다. 더 나아가 그 들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개념을 공부한다.

▣ 20070045 미분적분학Ⅰ

CalculusⅠ 3-3-0
기본적인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엄밀하게 소개하여 공학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의 수학적 접근을 가능
하게 하고 창의성과 응용성을 겸비한 분석력을 배양한다. 내용은 극한의 의미를 통해 실험수 들의 연
속과 미분을 설명하고 응용으로 최적화 문제들을 해결하며 미분의 쌍대개념으로 적분을 이해하여 다양
한 공학 문제들의 해결 방법들을 제시한다.

▣ 20060013 미분적분학Ⅱ

CalculusⅡ 3-3-0
멱급수로 표현할 수 있는 해석함수와 벡터 해석학을 이해하여 공학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
을 갖춘다. 주된 내용은, 해석함수를 공부하여 함수 표현방식의 폭을 넓히고 다변수 함수의 편미분과
최적화 문제들 그리고 다중적분과 벡터장에서의 차원변환을 통한 적분공식들이다. 구체적으로는 테일
러 정리, 내적과 외적, 방향도함수, 발산과 회전, 라그랑지 승수, 그리고 주면좌표계, 구면좌표계, 그린
정리, 스톡정리, 발산정리 등이다.

▣ 20110570 고급미분적분학Ⅰ

Honor CalculusⅠ 3-3-0
미분적분학Ⅰ의 Honor과정으로 극한, 도함수, 부정적분, 미분적분학의 기본정리, 멱급수의 개념을 심
도있게 공부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학이나 의학 등 에서 응용되어지는 예들을 공부한다.

▣ 20110571 고급미분적분학Ⅱ

Honor CalculusⅡ 3-3-0
미분적분학Ⅱ의 Honor과정으로 벡터함수, 다변수함수, 편도함수, 기울기벡터, 다중적분의 개념을 심
도있게 공부한다. 그리고 그들이 공학이나 의학 등 에서 응용되어지는 예들을 공부한다.

▣ 20070009 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 3-3-0
과학이나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다루게 될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되는 수학의 기초적인 내용 즉,
공학전인 문제의 상미분방정식에 의한 모델링에 관한 내용과 이것을 응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라플라스변환 등을 다룬다.

▣ 20070012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3-3-0
공학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학, 경제학에서도 필요로 하는 대수방정식의 일반이론과 벡터공간, 일차변
환, 행렬의 표준형, 행렬식 등 선형 대수학의 기본 내용을 다루고, 또한 벡터 및 공간좌표에서의 직선
과 평면의 방정식 등을 다룬다.

▣ 20060008 벡터해석

Vector Analysis 3-3-0
벡터해석에서는 벡터장에 대한 적분정리를 다룬다. 특히, 벡터장에서의 선적분과 면적분의 정의와 응
용, 그리고 그린(Green)의 정리, 스톡스(Stokes)의 정리 및 가우스(Gauss)의 정리 등을 주로 다루어 공학
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미분적분학에 대한 고차원적인 토대를 마련해 준다.

▣ 20140023 기초통계학

General Statistics 3-0-0
통계학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하여 올바른 정보를 추출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제공하는 학문이다. 숫자 형태로 주어지는 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유용한 도구이므로 수치적인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공학도들 뿐 만 아니라 합리적인 경영 활동이
필요한 경영인들을 비롯한 사회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도들에게 필수불가결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본 교과목은 많은 실증적인 예제를 중심으로 확률통계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여 통계 학습에 부
담을 느끼는 비통계 전공자, 특히 공학 및 사회과학 학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공학기초: 물리

▣ 20110572 기초물리학

Fundamentals of Physics 3-3-0
물리학의 원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물리학은 공식들을 모
아놓은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원리들을 정리해 둔 학문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물리를 배우지 않았거나 배운지가 오래된 학생들이 수강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교과목은
실험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물리학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쉽게 다룬다. 역학, 전기와 자기, 열역학,
파동 분야를 다룬다.

▣ 20110573 물리학 및 실험Ⅰ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Ⅰ 3-2-2
물리학은 과학 전반의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과학이나 공학의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물리학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과목은 물리학의 기본 지식 습득을 위한 이론수업과
원리나 법칙들에 관한 실험적 이해를 통해 학습효과를 높이고 공학도로서 전공분야를 익힐 수 있는 기
본 소양과 자연현상에 대한 실험실습을 통해 실험태도, 기기 조작법 등을 익힐 수 있음을 목표로 한다.
"물리학 및 실험Ⅰ"은 역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10574 물리학 및 실험Ⅱ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Ⅱ 3-2-2
"물리학 및 실험Ⅰ"의 연속강의로서 전자기학과 현대 물리를 중심으로 기본지식 습득과 원리를 이해
하고 응용력을 배양하기 위한 이론과 실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 20110575 고급물리학 및 실험Ⅰ

Advanced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Ⅰ 3-2-2
전공학습에 필요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뉴턴역학과 유체 물리, 열과 열역학,
파동운동과 소리 분야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은 조금만 언급하고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험 부분은 물리학 및 실험(I)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다.

▣ 20110576 고급물리학 및 실험Ⅱ

Advanced Physics and Experimental PhysicsⅡ 3-2-2
전공학습에 필요한 물리학의 기본 개념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전기와 자기의 개념, 빛의 성질, 기하
광학, 파동광학 분야를 배운다. 고등학교에서 배운 개념들은 조금만 언급하고 고등학교에서 소홀히 했
던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실험 부분은 물리학 및 실험(II)에서 다루는 내용과 유사하다.

일반교양: 자연과 과학

▣ 20110541 자연과학개론

Introduction to Natural Science 3-3-0
공학도로 또는 자연인으로 현대 과학을 이해하고 과학의 주요 발전 과정을 과학사적 관점에서 개괄
하며, 각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과학의 주요 개념들을 다룬다. 이러한 자연관과 현대에서 관심사로 떠오
르고 이해되는 각종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융합과학의 새로운 과학 일반을 개념적/정성적인 방법으
로 다룬다.

▣ 20110540 생활 속의 과학

Science in Everyday Life 3-3-0
생활에서 응용되거나, 발현되는 자연현상을 과학적인 관점에서 그 원리를 이해하며 동시에 그와 유
사한 자연현상을 예측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과목은 2 학기 개설
되며 물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역학과 전기적 현상을 바탕으로 물리 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하고자 하
므로 기초 물리학의 이론을 배경이 필요하다.

▣ 20110538 생활 속의 수학

Mathematics in Real Life 3-3-0
실생활 속에서 수학이 사용되어지는 예를 소개하고 그 속에 숨어있는 수학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
들을 이해하여 생활 속에서 수학의 역할의 중요성을 재조명 한다.

▣ 20150285 공간과학

Space Science 3-3-0
이 교과목은 세계가 사랑하는 도시, 사람이 행복한 공간, 작은 것이 아름다운 전원 등 멋있고 목가적
이며 때로는 철학적인 공간사회심리학 이야기를 다룬다. 공간을 둘러싼 권력 다툼, 돈이 되는 부동산
등 공간정치경제학 이야기도 다룬다. 카멜롯의 전설이나 반지의 제왕 그리고 한옥에서 보는 공간의 오
래된 미래 역사학, ‘걷고 싶은 거리와 살고 싶은 집’을 어떻게 만들지를 다루는 공간디자인학을 그
림과 사례를 통하여 배운다.

핵심교양: 분석과 판단
▣ 20180381 통계로 보는 세상

Statistics in Real Life 3-3-0
“통계로 보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학 활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이터의
분류 및 분석과 해석 등을 복잡한 수식보다는 원리와 스토리 중심의 삽화로 구성된 교재(빅데이터를
지배하는 통계의 힘)와 빅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인 통계 리터러시(Literacy, 통계자료를 이해하는 능력, 통계학적 사고방식)를 배양코자
합니다.
▣ 20180350 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3-0
현대사회를 만든 과학과 기술의 모습을 역사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과학이 인류의 사회와 문화 그리고
현재의 테크놀로지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변해왔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합니다. 인
류 문명의 시작과정과 고대 그리스인들의 자연관에서 출발하여 근대과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서, 인류가 지식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축적해 왔는지를 이해하며, 또한 산업혁명 이후에 인류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현재 우리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스스로 고찰할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학생 스스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테크놀로지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여, 4차 산업시대에 창의적인 인재
가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강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