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Tech (D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1] 전공소개

구 분 내 용

인 재 상 4차 산업 혁명시대에 필요한 인공지능 지식을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 인재

전공능력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 진취적인 도전의식 ·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교육목표

◾4차 산업에서 기본으로 요구하는 데이터 분석 능력 및 인공지능 관련 지식을 각 학생의 주

전공과 융합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지식과 주 전공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다가오는 4차 산업 미래기술을 활

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과정

◾특정 학문 분야나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 및 응용이 가능한 교육

과정 운영

◾인공지능 지식배양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분석 및 인공지능 분석을 할 수 있는 능

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수여학위 AI Tech융합학사(Bachel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Convergence)

진로분야

및

자격증

진로분야 관련 자격증

인공지능 활용 분야

현재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정보시스템 운영자, 소프트웨어 교육자, 

모바일콘텐츠개발자

미래

뇌-컴퓨터인터페이스 개발자, 로보어드바이저개발자, 

뉴로모픽칩개발자 등, 감성인식기술전문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자, 자율주행이동체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빅데이터 분석 분야

현재

조사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 

시스템소프트웨어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 산업공학기술자, 

IT컨설턴트

미래

인포그래픽 전문가, 빅데이터 분석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데이터 거래 중개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자

스마트팩토리 설계자, 스마트도시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업 현재 정보처리기사(1급)

[2] 전공능력

전공능력 전공능력 정의 /  학습 성과 준거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정의
주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에 논리적 사고 및 인공지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으로 검증된 창의적인 실무능력

준거

◾논리적 문제분석 및 해결책을 바탕으로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 추출을 통해

혁신적인 해결책 입안능력을 가진다.

◾서비스러닝, 리빙랩, 현장실습을 통해 단계적으로 현장 감각을 확보하고 현장의



[3]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연계

전공능력

STAR 전공능력 범주모델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지식이해 및 학습능력 ◐ ○ ●

문제파악 및 해결능력 ◐ ● ○

현장적응 및 실무능력 ○ ◐ ●

창의융합 및 혁신능력 ● ○ ◐

[4] 진로분야 연계

전공능력

진로분야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 분야 ◐ ◐ ●

빅데이터 분석 분야 ◐ ◐ ●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5] 교육과정 구성요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실무능력을 검증받는다. 

진취적인

도전의식

정의

데이터에 근거한 문제해결 방법을 지향하고 데이터에 담겨있는 데이터들 간의 인과

관계, 상관관계를 통해 기존의 문재해결방법들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

법으로의 전환을 위한 능력

준거

◾다양한 시장과 산업분야에서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찾아내어 기존의 문제해결 방법을 재설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가 가지는 다양한 의미를 추출하여 새로운 운영방법 및 전략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와 기획을 할 수 있으며, 경제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다.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정의
전공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지식을 토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Fact에 근거한

판단과 의사결정으로 현장문제의 해결책을 입안하고 해결하는 능력

준거

◾주전공의 전공지식과 데이터에 근거한 판단 능력과 해결책 입안 능력으로, 부분 최

적해가 아닌 전체 최적해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진다.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특성 정의와 데이터 취급능력 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고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부터 가치 있는 의미를 도출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구성요소

직무수준
지식(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전문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문제해결능력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더 나은 해결안에 대한

가능성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실무 문제해결에 필요한 데이터의 현장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의



[6] 교육과정 편성

직무

수준
과목명

전공능력 구성요소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지식

(K)

기술

(S)

태도

(A)

실무

IoT플랫폼 ◐ ● ◐ 2 6 2

IoT프로그래밍 ○ ○ ● 3 4 3

고급빅데이터응용 ○ ○ ● 3 4 3

심화

인공지능시스템 ○ ○ ● 5 2 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I ○ ○ ● 4 3 3

데이터베이스 ○ ○ ● 4 4 2

영상이해II ◐ ○ ● 5 2 3

기계학습 ○ ○ ● 5 2 3

리눅스프로그래밍 ○ ○ ● 2 6 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 ○ ● 4 4 2

딥러닝II ○ ○ ● 5 2 3

확률및통계 ○ ○ ● 4 4 2

빅데이터기초 ○ ○ ● 4 4 2

기초

선형대수 ○ ○ ● 4 4 2

해석학 ○ ○ ● 5 3 2

미적분학및실습(1) ○ ○ ● 3 4 3

C++프로그래밍 ○ ◐ ● 5 2 3

C프로그래밍 ○ ◐ ● 4 3 3

프로그래밍로직 ○ ◐ ● 4 3 3

센서어플리케이션 ○ ○ ● 2 7 1

게임알고리즘 ○ ○ ● 5 2 3

기하학일반 ○ ○ ● 4 2 4

종류, 데이터의 양등에 따른

예상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

방법 등에 대한 특성 이해 및

데이터의 분석 및 인공지능

방법론에 대한 활용 능력

선택 및 해결

심화

데이터와 전공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재정의 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분야의 전공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능력

생산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문제해결

기초 논리적 문제해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4차 산업혁명 특성의 이해



[7] 진로분야 교과목

진로분야
직무
수준 창의적 현장실무 능력 진취적인 도전의식 데이터분석 및 AI지식

인공지능

활용 분야

(A)

전문

실무 IoT프로그래밍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I 영상이해Ⅱ 인공지능시스템

기계학습[필]

확률및통계

딥러닝Ⅱ[필]

데이터베이스

기초
프로그래밍로직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빅데이터

분석 분야

(B)

전문

실무

심화

영상이해Ⅱ 인공지능시스템

기계학습[필]

확률및통계

딥러닝Ⅱ[필]

기초
프로그래밍로직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개발업

(S)

전문

실무 IoT프로그래밍

심화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I 영상이해Ⅱ 리눅스프로그래밍

기계학습[필]

딥러닝Ⅱ[필]

데이터베이스

기초

선형대수 게임알고리즘

C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로직

[8] 교육과정 이수체계

데이터 분석

능력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능력

전문

창의적 이론

및 실무적용

능력

지능적 의사

결정능력

실무

고급빅데이터응용(B)

IoT프로그래밍(AS)

IoT플랫폼(B)

문제해결능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능력

효율성 분석

능력

심화

인공지능시스템(AB)

기계학습(ABS)

리눅스프로그래밍(S)

데이터베이스(AS)

영상이해Ⅱ

딥러닝Ⅱ

빅데이터기초(B)

윈도우즈프로그래밍(S)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

확률및통계(AB)



[9] 교육과정 이수기준

구분

이수기준 이수구분

총 이수학점
주전공

중복인정 학점

융합교과목

이수학점

ⓐ

참여전공

이수학점

ⓑ

선택

이수학점

(ⓐ or ⓑ)

필수 선택

복수전공 36학점 12학점 이내 12학점 이상 9학점 이상 3학점 6학점 30학점

부전공 21학점 6학점 이내 9학점 이상 3학점 이상 3학점 3학점 18학점

※ 융합교과목: 인공지능시스템, 기계학습, 영상이해Ⅱ, 딥러닝Ⅱ

[10] 교육과정 편람

밍I(AS)

논리적 사고

능력

소프트웨어

구현능력

기초

프로그래밍로직(ABS)

해석학(A)

미적분학및실습(1)(A)

센서어플리케이션(BS)

게임알고리즘(ABS)

C++프로그래밍(S)

선형대수(ABS)

기하학일반(A)

C프로그래밍(ABS)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진로분야 구분: (A)인공지능 활용 분야 (B)빅데이터 분석 분야 (S)소프트웨어 개발업

비

교

과

▪Intensive Python(특

강, 선형대수, 확률통

계 Programming)

▪Intensive 신호처리(특

강, 디지털신호처리 P

rogramming)

▪Intensive Algorithm

(특강, Algorithm Prog

ramming)

▪현장실습

▪Intensive AI1(특강, 심

층신경망 및 Program

ming)

▪Intensive AI2(특강, C

NN 및 유전알고리즘

Programming)

▪인턴

▪Intensive AI3(특강, Neu

ral Network 종합 Progr

amming)

구분
이수

구분

학수

번호
교과목명 학년 학기

학점

(시간)

AI Tech

융합교과목

선택 16359 인공지능시스템 2 2 3(3)

필수 16358 기계학습 2 2 3(3)

선택 16596 영상이해Ⅱ(구, 데이터시각화) 3 1 3(3)

필수 16595 딥러닝Ⅱ(구, 신경망기반머신러닝) 3 1 3(3)

인공지능학과

선택 16351 영상이해 1 2 3(3)

선택 16355 인공지능수학(1) 1 2 3(3)

선택 16352 프로그래밍기초와실습 1 2 3(3)

선택 16350 데이터분석기초 2 2 3(3)

스마트미디어학과

선택 15580 센서어플리케이션 2 1 3(3)

선택 06855 데이터베이스(구, 데이터베이스실습) 2 2 3(3)

선택 15313 빅데이터기초(구, 데이터마이닝) 3 1 3(3)

선택 15575 IoT프로그래밍 3 1 3(3)

선택 15582 IoT플랫폼 3 1 3(3)

선택 16320 고급빅데이터응용(구, 빅데이터분석) 3 2 3(3)

게임콘텐츠학과

선택 13266 프로그래밍로직 1 1 3(3)

선택 13552 게임알고리즘 2 1 3(3)

선택 13551 C프로그래밍 2 1 3(3)



[11] 교과목 해설

■ 전공필수

■ 전공선택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과목해설 Subjects / Descriptions

AI Tech

심화

(523)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현재 인공 지능의

기본 및 핵심 기술인 기계 학습을 위한 다

양한 알고리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은 기계 학습,지도 학습 방법 (회귀 및

분류), 비지도 학습 방법 (클러스터링 및

차원 축소), 앙상블 모델, 베이지안 접근

및 모델의 기본 이론을 다룬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v

arious algorithms for machine learning, wh

ich are the fundamental and core technolo

gy for current generation of artificial intel

ligence. This course covers the fundament

al theories of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methods (regression and classifica

tion), unsupervised learning methods (clust

ering and dimensionality reduction), ensem

ble models, Bayesian approaches and mod

els.

심화

(523)

딥러닝Ⅱ Deep Learning Ⅱ

본 교과목에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심층

신경망 학습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실

제 응용에 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심

층학습의 개요 및 심층학습에 관련된 기초

적인 수학이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신경망

의 동작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여 회귀, 분류, 

시계열데이터 인식과 관련된 실제 응용 방

법을 심도있게 실습한다.

In this subject, we understand the principl

es of deep neural network learning based 

on big data and learn how to use them fo

r practical applications. Based on the over

view of deep learning and basic mathemat

ical theory related to deep learning, we th

eoretically understand the operating princi

ples of various neural networks. In additio

n, Python programming is used to practice 

in-depth practical application methods rela

ted to regression, classification, and time s

eries data recognition.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AI Tech
심화

(523)

인공지능시스템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최근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통계적 기계학

습 방법들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응용에

This course aims to provide both theoretic

al and practical understanding of modern 

선택 12417 C++프로그래밍 2 2 3(3)

선택 12420 윈도우즈프로그래밍 3 1 3(3)

선택 1426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1) 3 1 3(3)

수학교육과

선택 15915 미적분학및실습(1) 1 1 3(3)

선택 14600 해석학 1 2 3(3)

선택 12858 기하학일반 2 1 3(3)

선택 14863 선형대수 2 2 3(3)

선택 14869 확률및통계 4 1 3(3)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선

형 회귀, 분류, 샘플링 방법, 모델 선택 및

제한 기법, 결정 트리, 서포트 벡터 머신, 

비지도 학습법 등의 주제에서 통계 기반의

학습들에 대하여 다룬다.

statistical machine learning approaches. To

pics include: linear regression, classificatio

n, sampling methods, model selection and 

regularization, decision tree, support vecto

r machine, and unsupervised learning algo

rithms.

심화

(523)

영상이해Ⅱ Image Processing Ⅱ

다양한 대용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

하기 위한 방법론 중의 하나인 데이터시각

화에 대해 학습한다. python언어를 기반으

로 matplotlib을 중심으로 원시데이터의 다

양한 시각화 방법 뿐 아니라 인공지능 결

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화 방법

에 대해 학습한다.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learn about d

ata visualization, one of the methodologies 

for analyzing and processing various large 

amounts of data.  Based on the python la

nguage, students will learn about various 

visualization methods of raw data, as well 

as visualization methods to help understan

d artificial intelligence results, centering o

n matplotlib.

스마트

미디어학과

심화

(262)

리눅스프로그래밍 Linux Programming

리눅스의 기본 명령어, 리눅스 시스템 프

로그래밍, 스위치와 센서를 이용한 입출력

프로그래밍, 다중처리 프로그래밍, 네트워

크 프로그래밍, 멀티미디어 프로그래밍, G

UI 프로그래밍 등 리눅스 운영체제 환경에

서 사물인터넷 관련 프로그래밍 기술을 배

운다.

This course aims to learn IoT programmin

g skills in Linux operating system environ

ments such as basic Linux commands, Linu

x system programming, I/O programming u

sing switches and sensors, multiprocessing 

programming, network programming, multi

media programming and GUI programming.

기초

(271)

센서어플리케이션 Sensor and Instrumentation Technology

광센서, 초음파 센서, 화학 감지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의 작동 및 제작원리를 이해하

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센서를 작동시키는

앱 제작을 통해 센서활용법에 대해 이해한

다.

This course introduce the various types of 

sensors, technology, and their applications 

The lectures cover the principles and oper

ation of a variety of sensor architectures 

and modalities, including sensors used for 

mechanical quantities such as pressure, str

ain, displacement, proximity, and thermal, e

lectric and magnetic field, optical, acoustic.

심화

(442)

데이터베이스 Database Management Systems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DBMS, Data Model, 

관계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연산, 질의어, 

정규화과정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하

여 공부하고, 고급과정인 질의어 처리, 회

복, 병행제어,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This course provides students the opportu

nity to study of database management sys

tems (DBMS) features, functions, and archi

tecture, including logical design, data mod

els, normalization, object-oriented data, an

d database administration. A DBMS produc

t will be used to illustrate principles.

심화

(442)

빅데이터기초 Basic Big Data

대규모로 저장된 데이터 안에서 체계적이

고 자동으로 통계적 규칙이나 패턴을 찾아

내는 기술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study the data mining which i

s the computational process of discovering 

patterns in large data set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실무

(343)

IoT프로그래밍 IoT Programming

지능정보사회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의 핵

심 활용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기

본 개념과 내용을 탐구하고 프로그램을 통

하여 경험해 본다.

It will explore basic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Internet of Things (IoT), a key app

lication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called the intelligence informati

on society, and experience it through prog

ramming.

실무

(262)

IoT플랫폼 IoT Flatform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지식을 습

득한다. IoT디바이스들에게 인터넷 연결성

을 제공하기 위한 디바이스 플랫폼과 게이

트웨이 플랫폼을 소개하고, 실제 IoT 서비

스를 개발하기 위한 서버 플랫폼을 소개한

다. 오픈 소스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IoT 디바이스/게이트웨이/서버의 하드웨어

를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 등을 활용하

여 구성하는 법을 익히고 각 플랫폼이 수

행하는 기능 동작을 검증하는 방법을 배운

다.

This course aims to acquire the knowledg

e about the IoT software platform. This c

ourse introduces a device platform and a 

gateway platform to provide Internet conn

ectivity to IoT devices, and introduces a s

erver platform to develop actual IoT servi

ces. Students learn how to configure the 

hardware of IoT devices/gateways/servers 

using Arduino and Raspberry Pi based on 

open source platforms, and learn how to 

verify the functions of each platform.

실무

(343)

고급빅데이터응용 Advanced Big Data Analysis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 집합과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

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학습한다.

This course introduces the technology of 

big data to the students.

게임

콘텐츠학과

기초

(433)

프로그래밍로직 Programming Logic

프로그래밍의 기본 이론과 실기를 배우는

과목이다. C 언어의 숫자형, 문자형, 연산

자, 제어용 문장, 배열, 포인터, 구조체, 파

일 응용 등 관련된 문법을 익히고 응용방

법을 공부한다.

Students study and practice the computer 

language grammar such as the data struct

ures of the numerical forms and characte

rs, strings, operator, controls, array, the st

ructure, pointer, and the file processing, e

tc. mostly relevant to game development.

기초

(43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컴퓨터 게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C 프로

그래밍 기법을 다룬다. C언어의 기본 문법, 

C의 데이터 구조, 입출력 함수, 배열, 포인

터를 학습한다. 또 이를 응용하여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The course offers basic knowledges of C l

anguage. Students studies basic grammars, 

data structures, I/O functions and concepts 

of array and pointer. These topics will be 

applied to a simple game program.

기초

(523)

게임알고리즘 Game Algorithms

일반적인 알고리즘의 기술 방법, 개발 방

법론, 그리고 알고리즘의 분석 및 평가 방

법 등을 다룬다. 특히 탐색, 정렬, 수치해

석, 네트워크 등 게임 분야의 주요 문제들

에 대한 해결 알고리즘들을 이해하고, 이

를 직접 구현, 응용하는 문제를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algorithms for solving problems in comput

er applications and basic principles and te

chniques for analyzing algorithms. The top

ics will include analyzing criteria, searchin

g, sorting, numerical analysis and network 

problems.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기초

(523)

C++프로그래밍 C++ Programming

객체, 속성, 메소드 등의 객체지향 개념과

C++의 기본적인 문법과 개념을 습득한다. 

또한 C++ 언어의 템플릿에 대한 지식과 더

불어 자료구조, 알고리즘 등 객체지향 소

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소양을

쌓는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of OOP suc

h as object, class, property, and method a

nd provides the basic concept and elemen

tary grammar for C++. The students will a

cquire the basic skills to understand templ

ates, data structure and algorithms needed 

to develop the S/W system application.

심화

(442)

윈도우즈프로그래밍 Windows Programming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특징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데이터베이

스, 게임, 영상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 적

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작성

능력을 기른다.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a game 

design and the students will acquire the c

omprehensive knowledge for techniques of 

game production and learn how to write a 

game design plan. By analyzing and discus

sing the various topics relevant to game d

esign, students will acquire  the basic  ski

lls to advance to the level of creative ga

me developers.

심화

(433)

스마트디바이스프로그래밍I Smart Device ProgrammingI

스마트 디바이스의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

는 방법을 학습한다. 스마트 디바이스 작

동하는 원리를 알아보고 다양한 플랫폼에

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한다.

Learn how to create applications on smart 

device platform. Understand operating prin

ciples for smart devices and create applic

ations.

수학교육과

기초

(343)

미적분학및실습(1) Calculus and Practice(1)

본 과목은 수학교육전공 뿐만 아니라 이공

계 및 경상계에서도 기본적으로 학습하여

야만 전공분야를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학습내용은 극한과 연속, 도함수

와 그 응용. 정적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초월함수, 적분의 기교, 적분의 응용, 수열

과 급수 등이다.

In Calculus 1 we study about basic notion

s of differentiation and integration. Its con

tents are the followings: Limits and Contin

uity, Derivatives and its applications, Integ

rals, Exponential and Logarithm functions, 

Technic and Applications of Integrals, Seq

uences and Series, etc.

기초

442

선형대수 Linear Algebra

본 과목은 미분방정식, 일반대수학, 미분기

하학, 응용수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

게 응용되는 기초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앞으로 배울 수학교육 전공과목을 공부하

는데 필요한 기초 내용을 학습한다. 학습

내용은 1차 연립방정식과 행렬, 행렬식, 벡

터공간 등이다.

In this class, we study linear algebra theo

ry. Especially notions of vector space, sub

space, linearly dependent, linearly indepen

dent, dimension, span, linear map are maj

or subjects.

기초

(424)

기하학일반 Introduction of Geometry

본 강좌에서는 임의의 공간에 어떤 공리를

도입하여 새로운 기하학을 얻어온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중등수학

에서 기하교육의 토대인 평면기하의 원리

들을 유클리드의 원론에 기초하여 자세히

n this course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

elopment of new Geometry in which are i

nduced on arbitrary spaces will be covere

d. In particular, the principles of the plan

e geometry built on teaching geometry in 



소속
직무수준

(KSA)
과목명 / 내용 Subject / Descriptions

학습하고, 유클리드의 제5공준(평행선공준)

을 부정하여 얻어진 비유클리트 기하(타원

기하, 사영기하, 쌍곡기하)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secondary school will be studied in detail 

based on "Euclid's Elements" l. Moreover, 

it will focus on introducing the process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non-Euclidean g

eometry (elliptic geometry, projective geo

metry, hyperbolic geometry) received by d

enying the fifth postulate(Parallel line post

ulate) of Euclidean geometry.

기초

(532)

해석학 Mathematical Analysis

일변수 실숫값 함수에 관한 해석학 기초이

론을 다룬다. 기본 주제는 실수체계와 실

수집합의 기본적인 성질, 콤팩트 집합, 수

열과 함수의 극한, 급수의 수렴과 발산, 함

수의 연속성, 고른 연속, 미분법 등을 다룬

다. 

This course deals with the basic theory of 

analysis in real-valued functions of a singl

e real variable. Topics include: real numb

er systems, elementary properties of sets 

of real numbers, compact sets, limit of se

quences and functions, convergence and d

ivergence of series, continuity of function

s, uniform continuity, differentiability.

심화

(442)

확률및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본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주로 확률론의 모

델화를 중심으로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수

리통계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다룬다. 또한

공학과 과학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는 내용

도 다룬다. 학습내용은 확률이론, 확률 분

포,정규분포와 관련된 분포, 표본분포와 극

한분포 등이다.

n Probability and Statistics we study as fo

llows: Probability, random variable, Probab

ility distribution, Normal distribution and r

elated distribution, Sampling distribution an

d Limit distribution, et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