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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 개요

계 최고의 이공계대학으로 발전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고급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

책적 연구개발 및 연구/산업계 등 지원을 설립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

계 대학원으로서 1971년 2월 16일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과학원(KAIS)이라는 이름으로 출

범하였으며, 1989년에는 학․석․박사로 이어지는 과학영재 교육/연구체제를 확립하였고, 나아가 고

급과학기술 인재 양성, 선진연구수행, 벤처기업의 산실로, 새로운 역할모형(Role Model) 기능의 수행

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혁신과 국제경쟁력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KAIST가 짧은 기간내에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특별법에 의하여 자율적, 탄력적 학

사운영을 바탕으로 그동안 축적된 특수 이공계 분야의 전통과 Know-how 및 강점을 활용하여 그간 

무시험전형, 무학년 무학과(학사과정)제, 연구중심/질중심교육, 속진교육, 학제교육 시스템운영, 외국

인교수 초빙, 전면적 강의평가제, 업적평가 등에 의한 엄격한 교원인사관리, 박사학위논문의 세계 

저명학술지 게재 의무화, 강의부담 최소화, 연구연가제, 사이버대학 설립 등 선진학사제도의 국내 

최초 도입 및 성공적 시범 운영으로 국내 타 대학 및 연구기관을 선도하였고, 이는 1992년 ABET(미

국, 고등과학교육평가원) 평가(석․박사과정은 미국대학 상위 10% 이내), 중앙일보 전국대학평가

('95, '98 ～ 2001, 2006 : 종합 1위), ASIAWEEK지 ASIA 대학평가('99 ～ 2000 : 과학기술계 1위), 

영국 The Times지 세계 100대 공과대학 37위(2006)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KAIST는 학사 8,453명, 석사 17,762명, 박사 6,726명(이 중 20대 박사 2,920명, 

43.4%) 등 총 32,941명의 고급인재를 배출하였으며, SCI(미국, 과학기술인용논문색인) 수록 논문은 

교원 1인당 약 4편, 수탁연구수행은 교원 1인당 약 2억여원 등으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하여 이미

「Nature」(영국, '93. 7),「Science」(미국, '93. 10)와 같은 국외 유명학술지에서는 “KAIST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이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제 KAIST는 국제적 감각과 경쟁력을 갖춘 지식창조형 글로벌 리더의 양성과 새로운 시대적 요

구에 부응할 수 있는 미래전략분야의 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1994년에 장기

발전전략 차원에서 “세계 초일류의 연구중심대학(World Class Research University)”이라는 장기 

Vision을 수립한 바 있고, 2002년 국가나노종합 Fab.센터 유치, 2006년 KAIST연구원 설치 등을 통하

여 교육 및 연구의 질 향상,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현, 국가전략 기반기술분야의 핵

심역량 확보 등을 계속 매진하여 앞으로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대학으로 성장․발전해 나아갈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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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목적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 과학기술인재의 양성

▹국책적 중장기 연구개발 및 국가과학기술 저력배양을 위한 기초·응용연구

▹타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 대한 연구지원

❒ 교육목표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을 선도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독창력과 응용

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도적 과학기술 영재를 양성

❒ 연혁

▹1971. 02. 16 한국과학원(KAIS)설립(서울 홍릉캠퍼스)

▹1981. 01. 05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설립,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통합

▹1984. 12. 31 한국과학기술원법 개정공포(법률 제3778호) 
(학사과정 신설과 그 교육을 위한 대학설립)

▹1989. 06.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분리

▹1989. 07. 04 한국과학기술대학과 통합(대덕캠퍼스 이전)

▹1996. 10. 01 부설 고등과학원 설치

▹1997. 01. 08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으로부터 이관

▹1999. 03. 31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 공공기술연구회로 이관 

▹2004. 05. 04 부설 나노종합팹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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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학과 및 전공
    4개 단과대학 7개 학부 21개 학과 11개 학제전공

대 학 학 과(전 공) 과 정

자연과학대학

물리학과 학․석․박사

생명과학과 〃

수리과학과 〃

화학과 〃

공과대학

건설 및 환경공학과 〃

기계항공시스템학부(기계공학전공) 〃

기계항공시스템학부(항공우주공학전공) 〃

산업공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

전자전산학부(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

전자전산학부(전산학전공) 〃

자동차기술대학원 석․박사

학제학부

바이오시스템학과 학․석․박사

의과학대학원 석․박사

Business Economics 프로그램 학사

경영대학

 테크노경영대학원(경영공학전공, 테크노경영, 이그제큐 

 티브, IMBA)
학․석․박사

금융전문대학원(금융전공) 석사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경영정보, 텔레콤경영)
〃

문화과학대학
 인문․사회과학부 인문․사회교육

문화기술대학원 석․박사

학제전공

고분자학학제전공, 과학기술학학제전공*, 

나노과학기술학제전공, 로봇공학학제전공, 

문화기술학제전공, 반도체학제전공 

소프트웨어전문가과정학제전공*, 의과학학제전공, 

정보통신공학학제전공, 환경․에너지공학학제전공, 

e매뉴팩쳐링리더십학제전공

석․박사

  ※ *는 석사과정만 운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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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고인규 교수 이론물리 및 전산물리 KAIST, Ph.D. ('79)

공홍진 교수 광학 KAIST, Ph.D. ('81)

김만원 교수 고분자 및 연성물리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Ph.D. ('75)

김병윤 교수 광학 Stanford Univ., Ph.D. ('85)

김수용 교수 생물물리학 Columbia Univ., Ph.D. ('85)

김은성 조교수 저온물리학 Pennsylvania  State Univ., Ph.D('04)

김재은 교수 고체물리학 Univ. of Pittsburgh, Ph.D. ('79)

남창희 교수 초강력 레이저장 물리 Princeton Univ., Ph.D. ('88)

문희태 교수 이론물리학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82)

민경욱 교수 천체물리학 Princeton Univ., Ph.D. ('86)

박해용 교수 고체물리학 Univ. of Pittsburgh, Ph.D. ('78)

신성철 교수 재료물리 Northwestern Univ., Ph.D. ('84)

신중훈 교수 고체물리실험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94)

심흥선 조교수 응집물질물리이론 KAIST, Ph.D. ('01)

안재욱 조교수 원자물리 및 광학 Univ. of Michigan, Ph.D. ('02)

염도준 교수 고체물리학 Univ. of California, San Diego, Ph.D. ('86)

윤춘섭 교수 고체물리학 Univ. of Strathclyde, Ph.D. ('87)

이순칠 교수 고체물리학 Northwestern Univ., Ph.D. ('87)

이용희 교수 광학 Univ. of Arizona, Ph.D. ('86)

이해웅 교수 광학, 원자분자물리 Univ. of Pittsburgh, Ph.D. ('77)

장기주 교수 고체물리이론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86)

장충석 교수 플라즈마물리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 ('79)

장홍영 교수 플라즈마물리학 Univ. of Iowa, Ph.D. ('86)

정하웅 부교수 복잡계 및 통계물리 Seoul National Univ., Ph.D. ('98)

최기운 교수 입자물리이론 Seoul National Univ., Ph.D. ('86)

최원호 교수 플라즈마 물리실험 Princeton Univ., Ph.D. ('96)

Ewan D Stewart 부교수 우주론 및 입자물리이론 Lancaster Univ.[영], Ph.D. ('92)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강창원 교수 생화학 Columbia Univ., Ph.D.('83)

고규영 교수 생리학 Chonbuk National Univ., M.D. Ph.D.('90)

김대수 조교수 신경과학, 유전학 POSTECH, Ph.D.('98)

김선창 교수 분자생명공학, 인공유전체학 Univ. of Wisconsin-Madison, Ph.D.('85）

김은준 부교수 분자신경생물학 Michigan State Univ., Ph.D.('94)

김재섭 부교수 행동유전학 Seoul National Univ., Ph.D.('90)

김정회 교수 생물공학 Univ. Technol. Compiegne. France, Dr.Ing.('80)

김진우 조교수 신경발생생물학 KAIST, Ph.D.('99)

김태국 부교수 분자의약유전체학 Rockefeller Univ., Ph.D.('94)

김학성 교수 단백질공학, 바이오칩 Univ. Technol. Compiegne. France, Doct. D'Etat('85)

박찬규 교수 분자생리학 Washington State Univ., Ph.D.('85)

박태관 교수 조직공학/유전자치료 Univ. of Washington, Ph.D.('90)

서연수 교수 생화학/분자생물학 Cornell Univ., Ph.D.('92)

이균민 교수 동물세포공학 Univ. of Michigan, Ph.D.('90)

이대엽 조교수 에피유전학, 크로마틴 생물학 KAIST, Ph.D.('99)

이성택 교수 환경미생물학 Technical Univ. Berlin, Dr.Ing.('84)

임대식 부교수 분자유전학 Univ. of Texas HSC & M.D. Anderson Cancer Center, 
Ph.D.('96)

정원일 교수 식물발생생리학 Univ. of Tokyo, Ph.D.('78)

정재훈 교수 분자유전학 Indiana Univ., Ph.D.('85)

정종경 교수 분자세포생리학 Harvard Univ., Ph.D.('93)

조철오 교수 세포생물학 Univ. of North Texas, Ph.D.('84)

최길주 부교수 식물분자유전학 Brandeis Univ., Ph.D.('97)

최준호 교수 분자생물학/바이러스학 UCLA, Ph.D.('85)

한용만 교수 발생생물학 KAIST, Ph.D.('93)

권창섭 연구교수 식물분자생물학 KAIST, Ph.D.('00)

❒ 교수명단

✐ 물리학과

✐ 생명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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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강완모 조교수 금융수학 Columbia Univ., Ph.D. ('05)

고기형 교수 위상수학 (기하위상수학, 정보보안) Brandeis Univ., Ph.D. ('84)

곽도영 교수 응용수학  (유한요소해석, 영상처리) Univ. of Pittsburgh, Ph.D. ('85)

곽시종 부교수 대수학 (대수기하학) Columbia Univ., Ph.D. ('96)

구자경 교수 대수학 (정수론) Johns Hopkins Univ., Ph.D. ('85)

권길헌 교수 응용해석학 Rutgers Univ., Ph.D. ('83)

길이만 부교수 컴퓨터공학, 기계학습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91)

김동수 교수 조합수학 Univ. of Minnesota, Ph.D. ('89)

김성호 교수 통계학 (그래프모형, 다변량분석) Carnegie Mellon Univ., Ph.D. ('89)

김용정 조교수 비선형 편미분방정식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99)

김진홍 부교수 미분기하 (미분위상수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99)

김홍오 교수 해석학, 웨이브리트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82)

배성한 교수 대수학 (정수론) Univ. of Pennsylvania, Ph.D. ('88)

서동엽 교수 위상수학  (변환군론, 그래픽스이론) Rutgers Univ., Ph.D. ('84)

신수진 부교수 해석학 (동역학계) Univ.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Ph.D. ('99)

이성연 교수 응용수학  (유한요소해석, 계산기하) Univ. of Maryland, Ph.D. ('84)

이창옥 부교수 수치해석, 과학계산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95)

진교택 교수 위상수학 (매듭이론) Brandeis Univ., Ph.D. ('88)

최건호 교수 해석학 (동역학계)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87)

최서영 교수 위상수학  (기하구조, 3차원다양체, 쌍곡 및 사영기하) Princeton Univ., Ph.D. ('88)

최우진 교수 해석학  (대역해석학 및 컴퓨터비전, 금융수학) Carnegie Mellon Univ., Ph.D. ('87)

최창선 부교수 함수해석학, 확률론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95)

한상근 교수 대수학 (정수론, 암호론) Ohio State Univ., Ph.D. ('87)

황강욱 부교수 응용확률론, 통신망해석 KAIST, Ph.D. ('97)

Ruan, Wei-Dong 부교수 미분기하 (사교기하, 거울대칭) Harvard Univ., Ph.D.('95)

Jing, Qin 초빙교수 미분기하 Harvard Univ., MA('95) Ph.D.(ABD)

Miftahof, R. 초빙교수 Computational Biology Kajan State Univ., Ph.D. ('83)

McGuiness, M. 외국인
교수단 Mathematical Modelling Victoria Univ. of Wellington, Ph.D. ('78)

Myers, T.G. 외국인
교수단 Mathematical Modelling Univ. of Leeds, Ph.D. ('90)

Rasmussen, H. 외국인
교수단 Numerical Method, Financial Mathematics Univ. of Queensland, Australia, Ph.D. ('69)

Van-Brunt, B. 외국인
교수단 Differential Equation Univ. of Oxford, Ph.D. ('89)

Wake, G. 외국인
교수단 Industrial Mathematics Victoria Univ., Ph.D. ('67)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강성호 교수 유기화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 ('82)

곽주현 교수 분석화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 ('89)

김봉수 부교수 물리화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90)

김상규 교수 물리화학 (분광학 및 반응동역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 D.('93)

김상율 교수 고분자화학 Rensselar Polytechnic Institute, Ph.D. ('89)

김성각＊ 교수 유기합성화학 McGill Univ., Ph.D. ('76)

김세훈 교수 물리화학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86)

김진백 교수 고분자공학 Case Western Reserve Univ., Ph.D. ('85)

도영규 교수 분자소재화학 Harvard Univ., Ph.D. ('84)

박준택 교수 무기화학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83)

송현준 조교수 무기 및 유기금속화학 KAIST, Ph.D. ('00)

심홍구 교수 고분자화학 Korea Univ., Ph.D. ('84)

유룡 교수 물질화학 Stanford Univ., Ph.D. ('86)

이억균 교수 물리화학 Univ. of Notre Dame, Ph.D. ('83)

이영훈 교수 생화학 Univ. of  Missouri, Ph.D. ('84)

이윤섭 교수 물리화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77)

이지오 부교수 생화학 Harvard Univ., Ph.D. ('95)

이효철 조교수 물리화학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01)

이희승 조교수 유기합성,생유기화학 KAIST, Ph.D. ('96)

이희윤 교수 유기화학 Stanford Univ., Ph.D. ('88)

✐ 수리과학과

✐ 화 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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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장석복 부교수 유기화학/유기금속화학 Harvard Univ., Ph.D. ('96)

최병석 교수 핵자기공명분광학 Brandeis Univ., Ph.D. ('84)

최인성 부교수 유기화학 Harvard Univ., Ph.D. ('00)

A.J.Buglass 교수 Chemistry Univ. of Essex, Ph.D. ('72)

D.G.Churchill 조교수 Inorganic and organometallic 
chemistry Columbia Univ., Ph.D. ('02)

백선종 연구교수 물리화학 Inha Univ., Ph.D.(’03)

학　과 성명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물리 이상수 광학 Imperial College, Ph.D. ('59)

물리 김호철 재료과학 및 초음파 Imperial College, Ph.D. ('69)

물리 이주천 고체물리학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68)

물리 김재관 입자물리이론 및 실험 Columbia Univ., Ph.D. ('66)

물리 최덕인 플라즈마 물리학 Univ. of Colorado, Ph.D.  ('68)

물리 김종진＊ 고체물리학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Ph.D. ('70)

생명과학 김형만 생물물리학 Clark Univ., Ph.D.  ('63)

생명과학 강계원 유전학 North Carolina State Univ., Ph.D. ('67)

생명과학 이준식 식품공학, 생물공학 Louisana State Univ., Ph.D. ('69)

생명과학 정안식 독성생화학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78)

생명과학 변시명 생화학/분자생물학/분자유전체학 Univ. of Minnesota, Ph.D. ('73)

화학 전학제 촉매화학 Munchen Univ., Sc.D. ('56)

화학 조의환 고분자화학 Polytech. Inst. Brooklyn, Ph.D. ('67)

화학 정경훈 물리화학 Univ. of Calgary, Ph.D. ('72)

화학 김용해 천연물 및 유기화학 Osaka City Univ., Ph.D. ('69) 

자연 오동영 유기반응화학 Univ. of Gottingen, DR., Ph.D. ('66)

자연 김춘길 전자공학 Hankuk Aviation Univ., Ph.D. ('93)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장영환 교수 유기화학 Catholic Univ. Ph.D. ('80)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곽병만＊ 교수 최적설계, 고체역학 Univ. of Iowa, Ph.D.('74)

곽윤근 교수 시스템공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78)

권대갑 교수 메카트로닉스 Univ. Stuttgart, Dr.Ing.('87)

권동수 교수 텔레로보틱스 및 제어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91)

김경수 조교수 동역학 및 제어 KAIST, Ph.D.('99)

✐ 자연과학부

✐ 자연과학부 명예교수

✐ 건설 및 환경공학과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곽효경 교수 구조설계 KAIST, Ph.D. ('90)

김동수 교수 지반동역학 Univ. of Texas, Austin, Ph.D. ('91)

김진근 교수 콘크리트공학 Northwestern Univ., Ph.D. ('85)

박희경 교수 환경관리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Ph.D. ('90)

손  훈 부교수 스마트구조 및 시스템 Stanford Univ. Ph.D.('99)

신항식 교수 환경공학 Pennsylvania State Univ., Ph.D. ('82)

윤정방 교수 구조동역학 Columbia Univ., Eng. Sc.D. ('78)

이승래 교수 지반공학 Stanford Univ., Ph.D. ('89)

이우진 조교수 환경복원 Texas A&M Univ.('01)

이행기 부교수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98)

정형조 조교수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KAIST, Ph.D. ('99)

조계춘 부교수 지반공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01)

✐  기계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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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권세진 부교수 추진 및 연소공학 Univ. of Michigan, Ph.D. ('91)

권오준 교수 전산공기역학 및 최적설계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8)

권장혁 교수 공기역학, 전산유체역학, 형상최적설계 Cornell Univ., Ph.D. ('86)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경웅 교수 윤활공학 Univ. of Tokyo, Dr.Eng.('82)

김광준 교수 진동공학 Univ. of Wisconsin-Madison, Ph.D.('82)

김문언 교수 유체역학 Univ. of Tokyo, Sc.D.('76)

김상수 교수 입자공학, 환경제어 Northwestern Univ., Ph.D.('81)

김성진 교수 응용열전달, 전자장치냉각 Ohio State Univ., Ph.D.('89)

김수현 교수 메카트로닉스 Imperial College, Ph.D.('91)

김승우 교수 정 측정, 광계측 Cranfield Univ., Ph.D.('85)

김양한 교수 음향학 및 진동학 MIT, Ph.D.('85)

김  정 조교수 Medical Virtual Environment & Bioinstrumentation MIT, Ph.D.('03)

나석주 교수 용접 및 접합공학 Technische Univ. Braunschweig, Dr.Ing. ('83)

박수경 부교수 기계공학,생체역학 Univ. of Michigan, Ph.D.('02)

박영진 교수 시스템동역학 및  제어 Univ. of Michigan, Ph.D.('87)

박윤식 교수 진동공학, 동역학 Iowa State Univ., Ph.D.('81)

배중면 부교수 연료전지, 연료개질시스템 imperial College, Univ. of London, Ph.D.('96)

배충식 교수 내연기관, 연소 Imperial College, Ph.D.('94)

성형진 교수 난류/유동제어, 유동소음 KAIST, Ph.D.('84)

송지호 교수 피로파괴, 강도설계 Osaka Univ., Dr.Eng.('74)

송태호 교수 복사열전달 Purdue Univ., Ph.D.('86)

신현동 교수 연소공학 Osaka Univ., Dr.Eng.('80)

신현정 조교수 Cell&Tissue Mechanics,
Biomaterials, Mechanobiology

MIT, Ph.D.('04)

양동열＊ 교수 전산원용 정형가공/CAE, 쾌속조형 KAIST, Ph.D.('78)

양민양 교수 정 가공, NC, CAD/CAM MIT, Ph.D.('86)

엄윤용 교수 고체역학, 파괴역학 Brown Univ., Ph.D.('76)

오준호 교수 자동제어 및 로보틱스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85)

유중돈 교수 용접공학 Ohio State Univ., Ph.D.('90)

윤성기 교수 유한요소법, 전산구조/고체역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87)

윤용산 교수 생체역학, 기구학 Univ. of Iowa, Ph.D.('79)

이대길 교수 복합재료, 설계혁신 MIT, Ph.D.('85)

이두용 부교수 시스템제어 Rensselar Polytechnic Institute, Ph.D.('93)

이병채 교수 유한요소법, 최적설계 KAIST, Ph.D.('84)

이상용 교수 다상유동, 열전달, 분무 및 미립화 Northwestern Univ., Ph.D.('82)

이순복 교수 피로설계, 신뢰성 Stanford Univ., Ph.D.('80)

이승섭 교수 MEM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 D('95)

이정권 교수 음향학 KAIST, Ph.D.('85)

이정주 교수 지능형구조물, 고분자 및 복합재료 Univ. of Surrey, Ph.D.('92)

이종원 교수 동역학 및 제어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80)

임세영 교수 나노역학 및 복합물리시스템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85)

임용택 교수 전산재료 성형설계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85)

장평훈 교수 로보트공학, 제어공학 MIT, Ph.D.('87)

정명균 교수 난류유동, 유체기계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78)

정상권 교수 냉동, 저온공학 MIT, Ph.D.('92)

조형석 교수 계측 및 제어, 생산자동화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77)

최도형 교수 전산유체공학 Univ. of Iowa, Ph.D.('78)

최상민 교수 열유체공학 Stanford Univ., Ph.D.('86)

한순흥 교수 CAD Univ. of Michigan, Ph.D.('90)

허  훈 교수 전산고체역학 및 소성가공 Univ. of Michigan, Ph.D.('86)

현재민＊ 교수 유체공학 Rutgers Univ., Ph.D.('73)

김호권 초빙교수 기계공학, 기구학  Catholic Univ. of America  Ph.D.('83)

박광춘 초빙교수
Computational Multiphysics
Dynamics of Microsystems and MEMS

Clarkson College  Ph.D.('75)

박경숙 초빙교수 인지과학 Yonsei Univ., Ph.D.('00)

한홍택 초빙교수 기계공학,복합재료 Pennsylvania State Univ. Ph.D.('71)

김만회 연구교수 기계공학 KAIST, Ph.D.('88)

홍경희 연구교수 물리학,응용광학 KAIST, Ph.D.('80)

✐ 항공우주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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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세헌 교수 정보통신체계분석 Stanford Univ., Ph.D. ('81)

김영대 교수 생산및제조시스템관리 Univ. of Michigan, Ph.D. ('88)

박경수 교수 인간공학, 감성공학 및 신뢰성/보전공학 Univ. of Michigan, Ph.D. ('73)

박상찬 교수 경영정보시스템, 인공지능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91）

박성수 교수 O.R. Cornell Univ., Ph.D. ('89)

서효원 부교수 CE/CPC 및 설계정보시스템 West Virginia Univ. Ph.D. ('91)

성창섭 교수 O.R. Iowa State Univ., Ph.D. ('78)

신하용 부교수 CAD/CAM 및 정보시스템 KAIST, Ph.D. ('91)

염봉진 교수 품질 및 신뢰성 공학 Ohio State Univ., Ph.D. ('81)

윤완철 교수 인지공학, HCI, AI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7)

이채영 교수 이동통신시스템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5)

이태억 교수 O.R. 및 System Engineering Ohio State Univ., Ph.D. ('91)

채경철 교수 추계적운용과학 Ohio State Univ., Ph.D. ('84)

최병규 교수 제조정보화 및 시뮬레이션 Purdue Univ., Ph.D. ('82)

황  학 교수 물류/생산관리 Univ. of Minnesota, Ph.D. ('75)

김대욱 초빙교수 O.R. KAIST, Ph.D. ('79)

정의석 초빙교수 통신망설계 및 운용, 최적화 이론 Seoul National Univ. ('96)

Hans Otto Guenther 초빙교수 생산관리 Free University of Berlin ('81)

Daryl Lee Santos 초빙교수 산업공학 University of Houston ('93)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천곤 교수 구조역학, 복합재료 KAIST, Ph.D. ('87)

박승오 교수 공기역학 Iowa State Univ., Ph.D. ('81)

방효충 부교수 비행역학, 인공위성제어 Texas A&M Univ., Ph.D. ('92)

백승욱 교수 연소공학 / 추진 및 연소공학 Univ. of Michigan, Ph.D. ('85)

심현철 조교수 자동제어/무인항공시스템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00)

이덕주 교수 공기역학 및 공력소음 Stanford Univ., Ph.D. ('85)

이  인 교수 구조동력학, 공력탄성학, 지능구조 Stanford Univ., Ph.D. ('86)

장근식 교수 유체역학, 열전달 / 전산유체역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77)

탁민제 교수 비행역학 및 제어 Univ. of Texas at Austin, Ph.D. ('86)

한재흥 부교수 항공우주공학 KAIST, Ph.D. ('98)

홍창선 교수 복합재료, Fiber Optic Sensor Pennsylvania State Univ., Ph.D. ('77)

박  철 초빙교수 극초음속학 Imperial College Univ. of London ('64)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도현 교수 마이크로플루이딕스, 전자재료공정 MIT, Sc.D. ('90)

김상돈 교수 에너지전환, 대기오염방지 및 유동화공학 Univ. of Western Ontario, Ph.D. ('74)

김성철 교수 고분자공학 Univ. of Detroit, Dr. Eng. ('75)

김종득 교수 열역학, 계면공학 Univ. of Florida, Ph.D. ('82)

박선원 교수 공정시스템 Univ. of Texas at Austin, Ph.D. ('79)

박승빈 교수 재료반응공학 Purdue Univ., Ph.D. ('88)

박오옥 교수 고분자공학, 나노소재 Stanford Univ., Ph.D. ('85)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명석 교수 제품 및 환경디자인 Osaka Univ., Dr.Eng. ('85)

남기영 조교수 산업디자인전략 Manchester Metropolitan University, Ph.D. ('01)

남택진 부교수 Collaborative Design/Interaction Brunel Univ., Ph.D. ('01)

배상민 전임강사 Product Design, Interactive Design Parsons School of Design NY. (MFA, 2002)

이건표 교수 Human-Centered Interaction Design Univ. of Tsukuva, Ph.D. ('01)

이우훈 부교수 Design media Kyushu Institute of Design, Ph.D. ('96)

정경원 교수 디자인매니지먼트 Manchester Metropolitan Univ., Ph.D. ('89)

석현정 초빙교수 색채, 인지 심리 Universitaet Mannheim, Dr.rer.soc. ('06)

✐ 산업공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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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박정기 교수 고분자 재료 및 에너지 소재 Stanford Univ., Ph.D. ('86)

박현규 부교수 생명화학공학 KAIST, Ph.D. ('96)

양승만 교수 나노광전자소재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5)

양지원 교수 환경복원공학 Northwestern Univ., Ph.D. ('85)

우성일 교수 촉매 및 나노공정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83)

이상엽＊ 교수 생명공학 Northwestern Univ., Ph.D. ('91)

이태용 교수 공정모사 및 최적화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7)

이흔 교수 에너지 및 환경시스템 Northwestern Univ., Ph.D. ('83)

임선기 교수 환경촉매 및  나노소재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Ph.D. ('77)

장용근 교수 생물화학공학 Purdue Univ., Ph.D. ('87)

장호남 교수 생물화학공학 Stanford Univ., Ph.D. ('75)

정인재 교수 고분자유변학 (레올로지) Univ. of Tennessee, Ph.D. ('76)

정희태 부교수 유기광전자재료 Case Western Reserve Univ., Ph.D. ('98)

홍원희 교수 분리공정, 물질전달 Technical Univ. Berlin, Dr.Ing. ('83)

최종현 연구교수 생물화학공학 KAIST, Ph.D. (2003)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강상원 교수 반도체재료 KAIST, Ph.D. ('90)

강석중 교수 재료계면, 세라믹공정 Ecole Centrale de Paris, Dr.Ing. ('80)

강정구 부교수 양자재료 Stanford Univ., Ph.D. ('02)

권혁상 교수 부식 및  전기화학 Case Western Reserve Univ., Ph.D. ('83)

김도경 교수 세라믹스합성 KAIST, Ph.D. ('87)

김상욱 부교수 고분자 재료 KAIST, Ph.D. ('00)

김호기 교수 전자세라믹재료 Univ. Erlangen, Dr.Ing. ('80)

노광수 교수 전자 및 광학재료 Iowa State Univ., Ph.D. ('86)

박종욱 교수 고체화학센서 Ohio State Univ., Ph.D. ('85)

박중근 교수 상변태학, 전자현미경 Ecole Centrale de Nantes, Dr.Ing. ('80)

박찬범 조교수 바이오소재, 바이오센서 POSTECH, Ph.D. ('99)

배병수 교수 광학재료 Univ. of Arizona, Ph.D. ('93)

백경욱 교수 전자패키징 및 접속 Cornell Univ., Ph.D. ('89)

안병태 교수 고체화학, 반도체재료 Stanford Univ., Ph.D. ('89)

위당문 교수 내열재료, 금속간화합물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Dr.Eng. ('80)

유진 교수 전자패키지공학 Univ. of Pennsylvania  Ph.D. ('79)

이원종 교수 박막재료, 표면과학 Northwestern Univ., Ph.D. ('87)

이정용 교수 전자현미경학, 전자재료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86)

이택동 교수 자성재료 Polytech Institute of New York, Ph.D. ('76)

이혁모 교수 합금설계, 상평형 MIT, Ph.D. ('89)

전덕영 교수 반도체물리, 표시재료 Lehigh Univ., Ph.D. ('88)

최시경 교수 강유전체공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4)

홍순형 교수 복합재료 Northwestern Univ., Ph.D. ('84)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노희천 교수 원자력 열유체 MIT, Ph.D. ('83)

성풍현 교수 원자력계측제어 MIT, Ph.D. ('87)

이건재 교수 원자력환경공학 및 방사성폐기물관리 Princeton Univ., Ph.D. ('81)

장순흥 교수 원자력안전 및 에너지시스템 MIT, Ph.D. ('81)

장창희 조교수 원자력 재료 및 구조건전성 MIT, Ph.D. ('95)

조규성 교수 방사선계측 및 의료영상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92)

조남진 교수 원자로물리, 방사선수송이론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80)

조성오 부교수 전자빔 가속기, 자유전자레이저 Seoul National Univ., Ph.D. ('96)

최성민 부교수 중성자산란, 핵자기 공명 영상 MIT, Ph.D. ('98)

김종현＊ 초빙교수 유체공학,열공학,원자력안전분석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71)

이재승 초빙교수 원자력공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69)

Charles L. 
Sanders

초빙교수 Radiobiology Univ. of Rochester, School of Medicine and Dentistry, 
Ph.D.( '66)

 

✐ 신소재공학과

✐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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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경종민 교수 집적회로, CAD KAIST, Ph.D. ('81)

권영세 교수 광전자공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77)

권인소 교수 로보틱스 Carnegie Mellon Univ., Ph.D. ('90)

김병국 교수 컴퓨터제어 KAIST, Ph.D. ('81)

김성대 교수 영상처리 E.N.S.E.E.I.H.T., Dr.Ing. ('83)

김이섭 교수 멀티미디어 VLSI설계, 저전력고속 IC설계 Stanford Univ., Ph.D. ('90)

김정호 교수 마이크로파 Univ. of Michigan, Ph.D. ('93)

김종환 교수 지능로봇 Seoul National Univ., Ph.D. ('87)

김충기 교수 반도체소자 Columbia Univ., Ph.D. ('70)

김탁곤 교수 시스템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Univ. of Arizona, Ph.D. ('88)

김형명 교수 신호 및 영상처리 Univ. of Pittsburgh, Ph.D. ('85)

나종범 교수 영상처리, 영상시스템 KAIST, Ph.D. ('83)

명로훈 교수 안테나 및 마이크로파공학 The Ohio State Univ., Ph.D. ('86)

문건우 부교수 전력전자 KAIST, Ph.D. ('96)

박규호 교수 컴퓨터시스템 및 인공지능시스템 Univ. de Paris XI, Dr.Ing. ('83)

박대연 부교수 Computer Science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96)

박동조 교수 이동통신 및 적응신호처리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84)

박인철 교수 Digital VLSI 설계  및  CAD KAIST, Ph.D. ('92)

박철훈 교수 지능시스템, 신경회로망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90)

박현욱 교수 Imaging System and  Image Computing KAIST, Ph.D. ('88)

변증남＊ 교수 제어공학 Univ. of Iowa, Ph.D. ('75)

성단근 교수 유선, 무선,  인터넷통신망과 통신시스템 Univ. of Texas at Austin, Ph.D. ('86)

성영철 조교수 통신 및 신호처리 Cornell Univ., Ph.D. ('05)

송익호 교수  통신이론, 통계학적 신호처리 Univ. of Pennsylvania, Ph.D. ('87)

신상영 교수 광파 및  양자전자공학 Polytechnic Institute of New York, Ph.D. ('76)

신영수 부교수 VLSI CAD Seoul National Univ., Ph.D. ('00)

양경훈 부교수 반도체공학 Univ. of Michigan, Ph.D. ('94)

엄효준 교수 전자기학, 안테나 Univ. of Kansas, Ph.D. ('82)

유승협 조교수 유기전자디바이스, OLED디스플레이 Univ. of Arizona, Ph.D. ('05)

유종원 부교수 RF 시스템 KAIST, Ph.D. ('98)

유창동 부교수 음성 신호처리 MIT, Ph.D. ('96)

유회준 교수 반도체공학 (광전자공학) KAIST, Ph.D. ('88)

윤명중 교수 전력전자공학 Univ. of Missouri, Ph.D. ('78)

윤준보 부교수 반도체 (MEMS) KAIST, Ph.D. ('99)

이귀로 교수 반도체 Univ. of Minnesota, Ph.D. ('83)

이용훈 교수 신호처리, 통신이론 Univ. of Pennsylvania, Ph.D. ('84)

이주장 교수 시스템제어 Univ. of Wisconsin, Ph.D. ('84)

이창희 교수 광파 KAIST, Ph.D. ('89)

이황수 교수 통신, 신호처리 KAIST, Ph.D. ('83)

이희철 교수 반도체공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9)

임굉수 교수 고체전자공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4)

임종태 교수 제어이론 Univ. of Michigan, Ph.D. ('86)

전주환 교수 수치신호처리 Stanford Univ., Ph.D. ('89)

정명진 교수 제어 및 로보틱스 Univ. of Michigan, Ph.D. ('83)

정세영 조교수 통신이론, 무선통신 MIT, Ph.D. ('00)

정송 부교수 고속통신망 Univ. of Texas at Austin, Ph.D. ('95)

정윤철 교수 광통신 Utah State Univ., Ph.D. ('87)

조규형 교수 아날로그 집적회로, 파워집적회로 KAIST, Ph.D. ('81)

조동호 교수 통신 KAIST, Ph.D. ('85)

조성환 조교수 통신용집적회로 및  VLSI 설계 MIT, Ph.D. ('02)

최경철 부교수 Information Display, Micro-Plasma Seoul National Univ., Ph.D. ('93)

최양규 부교수 나노반도체소자 및 공정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01)

홍성철 교수 반도체회로 및 시스템 Univ. of Michigan, Ph.D. ('89)

심영석 연구교수 통신, 신호처리 KAIST, Ph.D. ('82)

✐ 전기및전자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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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성명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건설및환경 최창근 구조공학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73)

건설및환경 이인원 구조동역학 및 진동제어 Univ. of Illinois, Urbana-Champaign, Ph.D. ('81)

기계 이정오 유공압제어 Tufts Univ., Ph.D. ('67)

산업공학 배도선 응용통계 Ohio State Univ., Ph.D. ('71)

생명화공 이원국 물질전달 Missouri State Univ., Ph.D. ('71)

원자력및양자 이병휘 원자로재료공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h.D. ('70)

원자력및양자 전문헌 원자력공학 및 열유체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Ph.D. ('76)

원자력및양자 김인섭 원자로재료 및 금속공학 Univ. of Newcastle, Ph.D. ('76)

신소재 김종희 재료공학 North Carolina State Univ., Ph.D. ('70)

신소재 이재영 기능재료, 재료열역학 Stanford Univ., Ph.D. ('71)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권용래 교수 소프트웨어공학 Univ. of Pittsburgh, Ph.D. ('78)

김기응 조교수 인공지능, 기계학습 Brown Univ., Ph.D. (2001)

김명호 교수 데이타베이스, 분산처리 Michigan State Univ., Ph.D. ('89)

김문주 조교수 소프트웨어공학, 정형기법 Univ. of Pennsylvania, Ph.D. (2001)

김진수 부교수 컴퓨터시스템, 운영체계 Seoul National Univ., Ph.D. ('99)

김진형 교수 인공지능, 패턴인식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83)

맹승렬 교수 내장형시스템, 그리드․클러스터 
컴퓨팅 KAIST, Ph.D. ('84)

문수복 부교수 망성능 측정 및 분석 Univ. of Massachusetts, Ph.D. ('00)

박종철 부교수 계산언어학 및 자연언어 처리 Univ. of Pennsylvania, Ph.D. ('96)

배두환 교수 소프트웨어공학, 소프트웨어프로
세스 Univ. of Florida. Ph.D. ('92)

송준화 부교수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
웨어, 인터넷 시스템 Univ. of Maryland, Ph.D. ('97)

신성용 교수 컴퓨터그래픽스, 계산기하학 Univ. of Michigan, Ph.D. ('86)

양현승 교수 인공지능, 로보틱스, 컴퓨터비젼, 가상현실 Purdue Univ., Ph.D. ('86)

염익준 조교수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넷 Texas A&M Univ., Ph.D. ('01)

오영환 교수 음성정보처리, 패턴인식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Ph.D. ('80)

윤현수 교수 컴퓨터네트워크, 통신, 정보보호 Ohio State Univ., Ph.D. ('88)

이윤준 교수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미들웨어, 웹서비스 INPG-ENSIMAG, Dr.Ing. ('83)

이준원 교수 운영체계, 컴퓨터구조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Ph.D. ('91)

이흥규 교수 정보은닉 및 추적, 콘텐츠 보안 KAIST, Ph.D. ('84)

전길남 교수 컴퓨터 네트워크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74)

정진완 교수 시맨틱 웹, XML, 멀티미디어, 
센서 네트워크 DB, OLAP Univ. of Michigan, Ph.D. ('83)

좌경룡 교수 알고리즘, 그래프이론, 계산기하학 Northwestern Univ., Ph.D. ('80)

차성덕 교수 소프트웨어공학 Univ. of California, Irvine, Ph.D. ('91)

최광무 교수 컴파일러, 프로그래밍언어, 엠베디드
시스템 KAIST, Ph.D. ('84)

최기선 교수 자연언어처리, 기계학습 KAIST, Ph.D. ('86)

최성희 조교수 계산기하학, 컴퓨터 그래픽스 Univ of Texas at Austin, Ph.D. ('03)

한태숙 교수 프로그래밍언어, 임베디드시스템 Univ. of North Carolina, Ph.D. ('90)

한환수 조교수 컴파일러, 시스템 소프트웨어 Univ. of Maryland, Ph.D. ('01)

황규영 교수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GIS, XML, 
검색엔진 Stanford Univ., Ph.D. ('84)

Cheong
Otfried 부교수 계산기하학 Freie Universitaet Berlin, Ph.D. ('92)

Hu Yongjian 초빙교수 디지털워터마킹 South China Univ. of Technology, Ph.D.(2002)

복거철 초빙교수 영상처리 Texas A&M Univ., Ph.D.,('99)

안태남 초빙교수 정보보호 Univ. of Louisiana at Lafayette, Ph.D.('89)

엄의석 초빙교수 이동통신시스템 KAIST, Ph.D.('96)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최세범 부교수 자동제어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93)

✐ 전산학전공

 

✐ 자동차기술대학원

✐ 공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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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성명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신소재 윤덕용 재료계면, 분말야금 Harvard Univ., Ph.D. ('68)

신소재 주웅길 고체임계현상 MIT, Ph.D. ('71)

신소재 남수우 재료강도학 Colorado School of Mines, Ph.D. ('74)

신소재 변수일 재료화학(부식 및 계면전기화학) Technische Hochschule Aachen, dr.Ing. ('75)

전기및전자 박송배 CAD 및 초음파공학 Univ. of Minnesota, Ph.D. ('68)

전기및전자 최순달 마이크로파 및 우주통신공학 Stanford Univ., Ph.D. ('69)

전기및전자 김재균 통신이론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71) 

전기및전자 나정웅 마이크로파 및 안테나공학 Polytechnic Institute of Brooklyn, Ph.D. ('71)

전산 김길창 자연언어처리 Univ. of Texas at Austin, Ph.D. ('69)

전산 조정완 컴퓨터 구조 Northwestern Univ., Ph.D. ('73)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고동환 교수 한국사 서울대, Ph.D. ('93)

김소영 조교수 정치외교학 Northwestern Univ,  Ph.D. ('04)

김영희 교수 영어영문학 서울대, Ph.D. ('91)

김정훈 부교수 인지과학 Univ. of Chicago, Ph.D. ('94)

노영해 교수 음악학 Univ. of Texas at Austin, Ph.D. ('85)

박우석 교수 중세철학, 논리학 State Univ. of New York at Buffalo, Ph.D. ('88)

시정곤 교수 국어학 고려대, Ph.D. ('94)

신동원 조교수 과학사, 과학기술학 서울대, Ph.D.('96)

유평일 교수 경제학 Catholic Univ. Ph.D. ('85)

윤정로 교수 사회학 Harvard Univ., Ph.D. ('89)

이상경 교수 국어국문학 서울대, Ph.D. ('92)

이수현 교수 영어영문학 부산대, Ph.D. ('89)

✐ 바이오시스템학과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동섭 부교수 계산화학, 계산생물학, 바이오정보학 Brown Univ., Ph.D. ('98)

남윤기 조교수 바이오전자, 신경공학, 바이오MEMS Univ. of Illinois at Urbana, Ph.D. ('05)

박제균 부교수 생물전자, 나노바이오공학 KAIST, Ph.D. ('92)

예종철 조교수 의용생체영상 및 신호처리 Purdue Univ. Ph.D ('99)

이광형＊ 교  수 바이오정보, 지능정보시스템 INSA, Dr.Ing. ('85)

이도헌 부교수 바이오정보, 데이타마이닝 KAIST, Ph.D. ('95)

이수영 교  수 신경정보처리, 청각모델 Polytechnic Institute of New York, Ph.D. ('84)

정기훈 조교수 바이오포토닉스, 바이오MEM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05)

정재승 조교수 Brain dynamics KAIST, Ph.D. ('99)

조영호 교  수 마이크로머신 (MEMS)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 ('91)

최철희 부교수 신경세포생물학, 계산세포생물학 Yonsei Univ., M.D.(91), Ph.D. ('99)

정  용 초빙교수 인지신경과학, 행동신경학, 신경생리학 Yonsei Univ., M.D.('91), Ph.D.(‘97)

흄  죤 초빙교수 Nanobiotechnology DIAS, UMIST, Ph.D.(‘01)

✐ 의과학대학원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유욱준 교수 분자생물학 Univ. of Chicago, Ph.D. ('81)

✐ Business Economics Program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원준 조교수 경제학(전략 및 기술정책), 마케팅전략 Seoul National Univ., Ph.D. ('03)

양태용 교수 O.R. 및 기업가정신(벤처) Pennsylvania State Unive., Ph.D.('82)

장현준 초빙교수 경제학 Cornell Univ., Ph.D. (’85)

최광철 초빙교수 토목공학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D.('92)

✐ 인문사회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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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임재형 부교수 운동생리학 서울대, Ph.D. ('96)

전봉관 조교수 현대시 서울대, Ph.D. ('03)

조애리 교수 영어영문학 서울대, Ph.D. ('89)

최숙희 교수 영어학 한국외대, Ph.D. ('89)

홍명순 교수 독어독문학 서울대, Ph.D. ('89)

김대륜 초빙교수 근대사, 영국 근대사 Univ. of Oxford, Ph.D. ('06)

우정아 초빙교수 미술사 Univ. of California, LA, Ph.D. ('06)

Herbert Chavel 초빙교수 상담교육 Univ. of Florida, M.A. (’94)

Layne Horgan 초빙교수 영어교육 Azusa Pacific Univ., M.A. ('03)

William O'Daniel 초빙교수 인류학 Univ. of Houston-Clear Lake, M.A. ('96)

Douglas Flank Lev 초빙교수 영어교육 San Francisco State Univ., M.A. ('03)

Scott R Redfern 초빙교수 교육학 Troy State Univ., M.A. ('99)

Donald Rikley 초빙교수 영어교육 Univ. of Southern Queensland, M.A. ('05)

Simon Combe 초빙교수 도시․지역계획 Univ. of Sydney, Ph.D. ('98)

Christopher Whittle 초빙교수 영어교육 Woosong Univ., M.A. ('03)

Robert Gordon 초빙교수 영문학 Concordia Univ., M.A. ('04)

Melissa Murphy 초빙교수 종교철학 Memorial Univ. of Newfoundland, B.A. ('97)

George Furst 초빙교수 지구화학 Pennsylvania State Univ., Ph.D. ('78)

배선미 연구교수 전산언어학 Univ. de Marne La Vallee, Ph.D. ('02)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병천 교수 전산통계학, 정보보안 Iowa State Univ., Ph.D. ('84)

김보원 교수 SCM, 기술혁신/최적통제이론 Harvard Univ., Ph.D. ('95)

김영배 교수 조직론, 경영전략 KAIST, Ph.D. ('86)

김재철 교수 산업조직론, 통신경제학 Univ. of Rochester, Ph.D. ('83)

문송천 교수 Data Modeling, Data Security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85)

박성주 교수 정보시스템 Michigan State Univ., Ph.D. ('78)

박세범 조교수 마케팅 Northwestern Univ., Ph.D. ('04)

배종태 교수 기술경영, 기업가정신 KAIST, Ph.D. ('87)

백윤석 조교수 전략 및 조직 Purdue Univ., Ph.D. ('04)

성태윤 조교수 경제학 Harvard Univ., Ph.D. ('02) 

안병훈 교수 전략경제학, 시장설계, 사회책임경영 Stanford Univ., Ph.D. ('78)

윤여선 조교수 마케팅 Univ. of Michigan, Ph.D.('03)

이병태 부교수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eBusiness Univ. of Texas at Austin, Ph.D. ('94)

이승규 부교수 생산전략, SCM, 환경경영 KAIST, Ph.D. ('89)

이승윤 조교수 조직, 인사관리 Univ. of Michigan, Ph.D. ('05)

학　과 성명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인문사회과학부 오현봉 국문학 경희대, Ph.D. ('86)

인문사회과학부 이무신 산업경영 및 공공정책 Carnegie Mellon Univ., Ph.D. ('77)

인문사회과학부 이봉희 정치학 Univ. of Tennessee, Ph.D. ('85)

✐ 문화기술대학원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탁환 조교수 디지털 스토리텔링 기획 및 창작 서울대, M.A. ('93)

노준용 조교수 컴퓨터그래픽 Univ. of Southern California, Ph.D. (’02)

원광연 교수 CG/VR, HCI Univ. of Maryland, Ph.D. ('84)

임창영 교수 디지털미디어, 컨텐츠 국민대학교, Ph.D. ('04)

구본철 초빙교수 컴퓨터음악 작곡 Conservatorium Maastricht, Diploma ('96)

김정진 초빙교수 음악 및 공연기획 Boston Univ., M.F.A. ('94)

이승연 초빙교수 전자음악 작곡 Stanford Univ., D.M.A ('02)

Frederic Cordier 초빙교수 컴퓨터그래픽 Univ of Genova, Ph.D. ('04)

Rania Ho 초빙교수 Media Arts New York Univ. M.A. ('99)

✐ 문화과학대학 명예교수

 

✐ 테크노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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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이재규 교수 M.I.S, 전자상거래 Univ. of Pennsylvania, Ph.D. ('85)

이제호 부교수 경영전략 Univ. of Pennsylvania, Ph.D. ('96)

이지환 조교수 전략 및 국제경영 London Business School, Ph.D. ('04)

이창양 부교수 기술경영, 경제학 Harvard Univ., Ph.D. ('99)

전덕빈 교수 경영 및 경제예측, 통신예측시스템 Univ. of California at Berkeley, Ph.D. ('85)

한민희 교수 마케팅 Northwestern Univ., Ph.D. ('85)

한인구 교수 회계·재무정보시스템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Ph.D. ('90)

현용진 교수 마케팅 Univ. of Wisconsin-Madison, Ph.D. ('89)

김철호 초빙교수 기업법, 협상전략 Columbia Univ., J.D. ('78)

배보경 초빙교수 조직, 인사관리 Korea Univ., Ph.D. ('03)

배순훈 초빙교수 기업리스크 관리 MIT, Ph.D. ('70)

베티정 초빙교수 GLI Director, Cross-cultural Managemen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Univ. of San Francisco, Ed.D. ('95)

유성재 초빙교수 회계학 Univ. of Minnesota, Ph.D. ('71)

유승현 초빙교수 국제관계학 북경대학, Ph.D.('00)

Dewberry, Joe 초빙교수 English Proficiency Course Univ. of Southern California, M.S. ('83)

Roberts, Michael 초빙교수 English Proficiency Course OISE Univ. of Toronto, M.A ('00)

Siddiqui, Asif 초빙교수 English Proficiency Course Mc Gill Univ. M.A ('91)

학  과 성명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진주 연구 및 혁신관리, 벤처경영 Northwestern Univ., Ph.D. ('75)

✐ 금융전문대학원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강장구 부교수 재무론/금융공학 Univ. of Rochester, Ph.D.('97)

김동석 부교수 금융공학, 위험관리, 가격모형, 채권론 Ohio State Univ., Ph.D. ('89)

김지수 교수 기술평가, 중국경제 Stanford Univ., Ph.D. ('84)

노재선 조교수 계량경제학, 리스크 & 자본관리 Stanford Univ., Ph.D. ('93)

박광우 부교수 미시금융, 기업재무 Univ. of Missouri, Ph.D. ('96)
Univ.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03)

변석준 조교수 리스크관리시스템, 채권시가평가, 투자전략, 
파생금융상품 KAIST, Ph.D. ('96) 

석승훈 조교수 재무, 보험, 정보경제학 Univ. of Pennsylavania, Ph.D. ('95)

이봉수 교수 기업금융, 투자, 국제금융 Univ. of Minnesota, Ph.D. ('86)

이회경 교수 응용계량경제, 금융시계열분석 State Univ. of New York at Stony Brook, Ph.D. ('86)

정구열 교수 재무회계, 재무제표분석 Univ. of Florida, Ph.D. ('87)

조  훈 조교수 부동산 금융 Univ. of Wisconsin-Madison, Ph. D. ('06)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성희 교수 전략의사결정분석 Stanford Univ., Ph.D. ('83)

김영걸 교수 M.I.S, 지식경영, CRM Univ. of Minnesota, Ph.D. ('90)

안재현 부교수 정보통신경영전략/의사결정론 Stanford Univ., Ph.D. ('93)

이희석 교수 IT경영전략, 성과경영 Univ. of Arizona. Ph.D. ('91)

허순영 교수 경영정보시스템, 데이타모델링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Ph.D. ('92)

차동완 교수 IT/미디어 네트워크경영, 경영과학 Northwestern Univ., Ph.D. ('75)

변정주 초빙교수 Accounting, PI, Change Management 광운대, Ph.D. ('00)

윤창번 초빙교수 IT 산업분야 재무관리 Northwestern Univ., Ph.D. ('86)

이용경 초빙교수 IT Industry에서의 경영전략 UC Berkeley, Ph.D. ('75)

✐ 경영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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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재연구원

성　명 직급 전공분야 최종출신학교 및 학위

김경대 조교수 레이저 분광학 및 양자광학/물리교육 한국교원대, Ph.D. ('04)

김용덕 조교수 수학 (수치해석학) KAIST, Ph.D. ('99)

김용주 부교수 응용해석학 KAIST, Ph.D. ('00)

김훈 부교수 위상수학 KAIST, Ph.D. ('01)

박선미 조교수 우주과학 KAIST, Ph.D. ('02)

배새벽 부교수 물리학 (입자물리이론) KAIST, Ph.D. ('02)

안정훈 부교수 미생물유전학, 분자생물학 KAIST, Ph.D. ('99)

오진호 조교수 재료 및 환경화학 포항공대 화학, Ph.D. ('02)

최현정 조교수 분자세포 생물학 Univ. of Pittsburgh, Ph.D. ('04)

한상준 조교수 물리화학 (비선형레이저 분광학) 서울대 화학, Ph.D. ('98)

※＊표시는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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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구조
❒ 교과과정의 구조

❒ 과정별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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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과정의 구조

1. 교과과정운영 기본방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육은 강좌교육 이외에 범학문적 요소를 강조한 문제해결과 독창력 중심의 

연구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교과과정은 학사-석사-박사과정으로 이어지는 통합교과과정

으로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각 과정간에 상호인정교과목이 개설되고 있다. 상호인정교과목은 해

당 학과(전공)에서 정하여 이를 학과(전공) 교과과정에 명시하고 있다.

2. 교과과정의 구분 및 구성

   가. 교과과정은 교과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분한다.

       ◦ 학사과정 교과과목은 교양과목(교양필수, 인문사회선택, 자유선택), 기초과목(기초필수, 기

초선택), 전공과목(전공필수, 전공선택)으로 구분하고, 연구과목은 졸업연구, 현장실습 및 

연구, 개별연구, 세미나로 구분한다.

       ◦ 석사․박사과정 교과과목은 공통필수과목, 전공필수과목, 선택과목으로 구분하고, 연구과목

은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논문세미나로 구분한다.

   나. 교과목의 구성은 각 학과(전공)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각 학과(전공)별로 정하며, 이에 따

른 학점 배정은 해당 교과목의 중요성과 강의 및 실험시간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교과목 부호 및 번호의 표시

   가. 교과목에는 과목번호 앞에 해당 학과(전공)의 특성을 표시함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나. 교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과목번호를 부여하여 표시한다.

       ◦ 무학점 교과목은 그 부호를 CC로 하고 000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학사과정 교과목은 100, 200, 300, 4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은 그 수준에 따라 100, 2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전공과목은 그 수준에 따라 200, 300, 4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석사․박사과정 교과목은 500, 600, 700, 8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공통필수과목은 그 부호를 CC로 하고 500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전공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은 그 수준에 따라 석사. 전문석사과정에 있어서는 500, 600 

단위를,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700, 8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학사․석사 상호인정교과목은 400, 5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졸업연구,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 S-U 과목은 400, 900 단위의 번호를 부여한다.

         - 졸업연구는 490(학사과정), 논문연구는 960(석사, 전문석사과정), 980(박사과정)을 부여하

고, 현장실습 및 연구는 498, 499(학사과정)를 부여한다.

         - 개별연구는 495(학사과정), 965(석사과정), 985(박사과정)를 부여하고, 세미나는 496(학사과

정), 966(석사과정), 986(박사과정)을 부여하고, 논문세미나는 967(석사과정), 987(박사과정)

을 부여한다.

   다. 교과목 번호 및 부호의 예시

       ◦ 학과(전공) 특성을 영문으로 먼저 표기한 후 세자리의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한다.

       ◦ 아라비아 숫자중 첫 숫자는 과목의 난이도를 나타내고, 나머지 숫자는 임의의 과목고유번호

가 된다.

          예) PH221 고전역학1

              PH : 학과(전공) 특성 표시   2## : 난이도    #21 : 임의의 과목 고유번호

       ◦ 전산코드

         - 교과목의 전산화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코드로 5자리 숫자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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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점구분 및 시간표시

   가.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과 AU(Activity Unit)으로 하며,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구

분한다.

   나. 교과학점은 교과목의 중요성과 수업시간수에 따라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으로 구분한다. 

1학점은 1주 1시간 1학기간의 강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실험

실습은 1주 3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 세미나 학점은 1학기 1학점을 원칙으로 하되, 학과(전공)의 필요에 따라 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세미나의 1주당 담당시간은 해당 학과(전공)에 일임한다.

   라. 개별연구 학점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학기 12학점까지, 총 15학점 이

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논문연구 학점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1학기 3학점 이상 12학점 이내

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바. AU는 체육과목 및 인성/리더십, 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1AU는 1주  1시간 1학기간의 활동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활동으로 한다.

   사. 강:실:학:숙(강의:실험:학점:숙제) → “강”은 주당 강의시간수, “실”은 주당 실험/실습시간수,

“학”은 총학점수, “숙제”는 주당 숙제시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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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별 이수학점

1. 학사과정

   가. 학사과정 학생은 졸업을 위하여 최소한 13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되, 각 과목 구분별 이

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함.(단, ‘96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입학생은 140학점 이상을 이수)

   나. 학사과정 학생은 100-400단위 교과목과 500단위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다. 재수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라. 교과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대체과목으로 반드시 이

수하여야 함.

   마. 학과(전공)별 이수학점표

(단위:학점)

학과/전공

교양 기초 전공
*자유

선택

연구
과목 계

교양
필수

인문사
회선택 소계 필수 선택 소계 필수 선택 소계

물리학과  19 21 40 5

생명과학과 18 24 42 4

수리과학과 0 40 40 3

화학과 36 13 49 3

건설및환경공학과 12 33 45 3

기계공학전공 9 40 49 3

항공우주공학전공 22 30 52 3

산업공학과 7 21 28 23 9 32 24 27 51 6 130

산업디자인학과 *(8AU) (17) (26) 24 28 52 4 이상

생명화학공학과 6 35 41 4

신소재공학과 12 30 42 3

원자력및양자공학과 18 24 42 3

전기및전자공학전공 9 38 47 4

전산학전공 22 21 43 3

바이오시스템학과 18 24 42 7

경영공학전공 21 24 45 3

     ※ 교양필수 이수시 8AU를 별도 이수하여야 함.(무학점이나 졸업필수 요건임)

     ※ 자유선택은 타학과 과목의 이수로 학과별로 이수요건이 다름(학과별 이수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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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부전공 이수요건

 

학과/전공 이 수 요 건

물리학과 PH301 양자역학 I, PH351 물리학실험 III (또는 PH352 물리학실험 IV)의 2과목을 포함
하여 19학점 이상 이수

생명과학과 교과목번호 십자리가 0과 1인 교과목 12학점을 포함하거나, 교과목번호 십자리가 0과 
2인 교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수리과학과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화학과 전공필수중 12학점, 전공선택중 9학점 이상 선택 이수

건설및환경공학과 전공필수 12학점 이상과 전공선택 9학점 이상(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기계공학전공
 전공필수 3과목(기계기초실습, 기계공학실험, 창의적시스템구현Ⅰ)과 전공선택 

 기반과목 8과목 중 4과목 이상(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항공우주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개설교과목중, 전공필수과목 4과목을 포함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함.

산업공학과 전공필수, 전공선택 구분 없이 산업공학 전공 교과목 중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산업디자인학과 입체디자인, 제품디자인 기초, 제품디자인 요소를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생명화학공학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18학점(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함.

신소재공학과 전공필수 중 9학점 이상과 전공선택중 9학점(총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중 전공필수 15학점 이상과 전공선택 6학점(총 21학점) 이상을 이
수하여야 함.

전기및전자공학전공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시스템, 전기자기학Ⅰ, 전자회로Ⅰ, 전자공학실험Ⅰ을 
포함하여 전공학점중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전산학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당 학과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함.

바이오시스템학과 전공필수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Biz Economics 
프로그램

총 18학점 이상 이수 (부전공필수 3학점, 경제학원론 또는 경제학개론 중 택1, 부전공
선택Ⅰ 6학점이상, 부전공선택Ⅱ 3학점이상)

경영공학전공
- 인문사회선택 및 기초선택과목 중에서 경제학개론과 OR개론을 반드시 이수하고, 
- 그 외에 경영학원론을 포함하여 경영공학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 중 6과목 이상을 이수 

(18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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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박사과정

   가. 석사과정 학생은 500-900단위 교과목과 400단위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나. 박사과정 학생은 500-900단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학사과정의 전공과목의 이수는 특별

한 경우에 인정되므로 석․박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을 참조) 

   다. 석사과정은 논문석사와 교과석사로 구분(아래 이수학점은 논문석사임, 교과석사는 아래 별표 참조)

   라. 필수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할 수 없음.

   바. 교과목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대체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사. 학과(전공, 학제전공)/과정별 이수학점표

(단위:학점)

학과/전공

석   사 박   사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선 택 연 구 계

공통

필수

전공

필수
선 택 연 구 계

*물리학과 12 9 12 36 24 15 30 72

*생명과학과 0 15 18 36 0 24 45 72

*수리과학과 0 21 12 36 0 39 30 72

화학과 0 21 12 36 0 36 33 72

건설및환경공학과 6 18 9 36 6 33 30 72

기계공학전공 0 21 12 36 0 39 30 72

항공우주공학전공 0 21 12 36 0 39 30 72

산업공학과 0 24 9 36 0 42 30 78

산업디자인학과 6 15 12 36 0 39 30 72

생명화학공학과 0 27 10 40 0 45 30 78

신소재공학과 0 21 12 36 0 36 30 72

*원자력및양자공학과 0 21 12 36 0 39 30 72

전기및전자공학전공 3 18이상 6이상 36 3 36 31 73

*전산학전공 3 21 12 36 3 39 30 72

*자동차기술대학원 9 18 9 39

*바이오시스템학과 3 18 12 36 3 36 30 72

의과학대학원 39 30 72

*문화기술대학원 6 24 9 42 6 33 30 72

테크노 경영공학 12 21 9 45 12 39 30 84

경영 *테크노경영 9 36 6 54

대학원 **이그제큐티브 36 6 3 48

**IMBA 36 9 6 54

금융전문

대학원
*금융 9 33 9 54

정보미디어 **정보미디어 21 15 6 45

경영 *경영정보 9 33 9 54

대학원 *텔레콤경영 12 30 9 54

학제전공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 * 표시한 학과/전공은 교과석사학위제 운영(논문석사와 병행 운영)

        ** 표시한 전공은 교과석사학위제만 운영

        - 교과석사는 학위논문심사 없이 소정의 교과학점(6학점 이상 : 학과에 따라 다름)을 부가취득

        - 교과석사는 각 해당학과의 이수요건 참조

        - 교과석사의 경우 연구학점은 개별연구, 세미나만 가능(논문연구, 논문세미나는 불인정)

     ※ 학제전공은 소속학과 필수과목에 따라 필수학점이 다를 수 있음(각 학제전공 이수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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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이수요건
❒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교양과목

❒ 학사과정 기초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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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1 졸업이수학점 : 학칙 제78조

  ◦ 총130학점 이상 이수('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2. 교양과목 이수 : 28학점 이상(‘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그 이전 학생은 학번별 이수요건 참조)

  ◦ 교양필수 : 7학점 및 8AU(1AU는 학기당 1주 1시간의 활동을 의미) 이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 

     ※ 영어 관련 교과목 학점인정기준(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English Communication I, English Communication II의 학점인정기준은  입학전의 공인      

     시험(TEPS/TOEFL: 50%)과 KAIST Speaking Test(50%)를 합산한 성적(100%)으로 함

          

등급 점수 학점인정기준

1등급 91∼100
 English Communication I, II 의  수강을 면제하고, A+의

 성적을 부여함.

2등급 86∼90
 English Communication I 의  수강을 면제하고, A+의

 성적을 부여함.

      ② English Reading & Writing의 학점인정기준은 수강학기 전의 공인시험(TEPS/TOEFL:        

       50%)과 KAIST Writing Test(50%)를 합산한 성적(100%)으로 함.

          

등급 점수 학점인정기준

1등급 91∼100
 English Reading & Writing 의  수강을 면제하고, A+의

 성적을 부여함.

          

     - 체육과목 : 4AU 이수하여야 함.(성적평균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졸업필수 요건임)

       ․ 각각의 체육과목은 2AU이므로 2과목을 이수

       ․ 4AU 중 2AU는 체육동아리활동으로 대체 가능

     - 인성/리더십 : 2AU 이수하여야 함.(성적평균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졸업필수 요건임)

       ․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교과목별  프로그램 구성 및 학점인정

         인성/리더십Ⅰ: 7H 리더십훈련, 피닉스 리더십훈련 중 택일하여 이수하면 1AU 인정

         인성/리더십Ⅱ: 커뮤니케이션, 크리스토퍼 리더십 중 택일하여 이수하면 1AU 인정

      

     - 봉사활동 : 성적평균에는 합산되지 않으나 졸업필수 요건임.

       ․ 2006이전 학번은 4AU를, 2007이후 학번은 2AU를 이수하여야 함.

       ․ 꽃동네봉사, 학생회 간부, 과대표, 학내의 환경정화운동,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국립

공원관리공단 등 공공기관, 시청 및 동사무소 등 관공서

       ․ 봉사활동은 외부는 봉사대상기관의, 내부는 관련 행정부서장의 확인을 각각 받아 교무처(학적팀)

에 제출

   ◦ 인문사회선택 : 21학점 이상 이수(7과목 이상)

     - 5개 계열(과학기술학,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외국어와 언어학)에서 각각 1과목

씩 이수(15학점)하고 나머지 과목은 계열에 관계없이 선택 이수가 가능함.

       ※ 위의 외국어와 언어학 계열 과목이수는 제2외국어 중에서 1과목 이상을 택하여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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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사과정 외국인학생 교양과목 이수요건

      가. 영어관련 교과목(4학점) 

          외국인 학생의 경우 영어권 학교에서 고등학교 전과정을 수료한 외국인학생에게는 영어  

          필수과목의 수강을 면제하고 학점을 인정하며, 이 경우 성적은 ‘S'로 부여한다.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논술과목(3학점) 이수 면제

         외국인학생의 경우 교양필수인 논술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다. 한국어강좌 이수

         논술과목의 이수가 면제된 외국인학생은 교양필수인 HS108(초급한국어 I, 3학점)과 자유   

        선택인 HS167(초급한국어 II, 3학점)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라. AU과목(8AU) 이수

         외국인학생은 교양필수인 AU과목(체육 2AU, 봉사활동 2AU, 인성/리더십 2AU)을 이수하  

         여야 한다. 다만, ‘인성/리더십’은 ‘문화체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3. 기초과목 이수 : 32학점 이상(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그 이전 학생은 학번별 이수요건 참조)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아래 1~9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은 일반물리학Ⅱ(기초, 일반, 고급), 미적분학Ⅱ(일반, 고급)의 이수

를 면제한 17학점을 이수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이수

     - 교과과목과 실험설계과목을 구분하지 않음.(학과에서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경우 있음)

       ※ 산업디자인학과 학생이 일반물리학Ⅱ(기초, 일반, 고급), 미적분학Ⅱ(일반, 고급)을 이수한 

경우 기초선택 과목으로 인정

4. 전공과목 이수 : 총40학점 이상 이수

   ※ 학과에 따라 전공과목 이수과목 및 요건이 다르므로 학과별 교과이수요건 참조

5. 자유선택 이수 : 타 학과의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 이수

   ※ 학과에서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학과별 교과이수요건 참조

6. 연구과목 이수 : 3학점 이상

   ◦ 졸업연구 3학점은 반드시 이수

     ※ 개별연구 및 세미나는 학과에 따라 이수기준(필수, 선택 등)이 다르므로 학과별 이수요건 

참조

   ◦ 2001학번부터는 졸업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현장실습을 이수시 연구학점으로 인정하며, 이전 

입학생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 학사과정 ‘연구과목’ 조정

     졸업연구, 현장실습 및 연구, 개별연구, 세미나를 전공과목 또는 연구과목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

어 이를 연구과목으로 조정함(2001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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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어능력 졸업요건제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

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함. 

   ◦ ’98학년도 이후 입학생중 130학점 이상을 취득하였으나 영어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12학기째 

재학중인 학생은 12학기가 수료되는 계절학기에 영어 집중이수 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수료

할 경우 영어 필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8.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 부전공 이수 : 주전공외에 특정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학칙 제81조) 이수

※ 학과에 따라 그 이상의 학점을 요구하고 있음.(학과별 이수요건 참조)

※ 부전공 신청학과의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학과의 전공과목을 추가 이수  

   ◦ 복수전공 이수 : 복수전공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과목 및 학점(학칙에서는 40학점 이상)을 이수

※ 학과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학과별 이수요건 참조)

※ 복수전공 신청학과의 교과목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학과의 전공과목을 추가 이수

※ 복수전공/부전공 이수는 입학년도 또는 신청시점 혹은 현재의 이수요건에 따라 교과과정

의 이수가 가능하며, 복수전공자는 2000학년도를 포함한 이전 입학생은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연구(3학점)를 반드시 포함하여 이수

※ 복수전공/부전공을 이수할 경우 복수전공/부전공 학점을 학과 졸업을 위한 학점(130학점 

중 자유선택 학점)에 포함

9. 특강과목 이수

   부제가 다를 경우 3과목까지만 인정하며, 특강과목의 재수강은 부제가 같을 경우에만 인정. (다

만, 1999년 여름학기부터 같은 계열내에 개설된 교양과목과 2004년 겨울학기부터 같은 학과/전공내에 개

설된 전공 특강과목에 한하여 부제가 다를 경우에도 학과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수강을 인정함)

10. 리더십프로그램

    ◦ 학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지식창출형 리더십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

여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3년도부터 개설․운영. 

    ◦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이수증을 수여

    ◦ 프로그램 개설 내용

 

프로그램명 개설년도 및 학기 학점인정 교육주관

 1. 리더십 훈련  매학기 1학점 또는 1AU 한국리더십센터,
피닉스리더십센터

 2. 커뮤니케이션 훈련 매학기 1학점 또는 1AU 카네기연구소

 3. 리더십 체육활동 매학기 인정안함 KAIST

 4. 봉사활동 프로그램 매학기 리더십 봉사활동 인정 KAIST

 5. 문화체험 프로그램    여름학기, 겨울학기 인정안함 KAIST

11. 고급영어 프로그램 

    ◦ 인문사회과학부의 집중적인 영어 관련 강좌의 이수를 통하여 영어 구사능력 및 영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겸비한 우수한 과학 인재의 양성을 목적으로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2004년 

가을학기부터 운영

    ◦ 교과과정 구성

      -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Advanced English Writing, English Science Writing, English 

Presentation, 인터넷 영어, 시사영어, 과학영어강독, 영어와 미국문화, 영미산문, 영미단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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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자유선택과목) 

      - 영미소설, 영문학특강, 영어의 구조와 문법(인문사회선택과목)  

      - 기타 고급영어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과목

    ◦ 영어 필수과목과 별도로 영어 관련 과목 15학점(자유선택과목에서 9학점 이상 이수) 이상 이

수하여야 함. 고급영어 프로그램 신청 이전에 이수한 과목도 인정함.

    ◦ 본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증 수여 및 성적표에 이수사항 표기

12. URP(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교과목 개설

    ◦ 학부생들의 연구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풍부한 연구경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학부생 연구참여 프로그램 교과목을 2007학년도 봄학기부터 운영

    ◦ 개설교과목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개설학기 비고

URP495

URP (학부생연구참여)(A)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0:6:3 봄,가을

- 졸업연구 대체 불가능

  (연구학점으로 인정하되, 졸업이수요건은 학과별 이수기준에 따름)

- 대상

   ․개별연구과제의 단독연구를 수행하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생

   ․개별연구과제의 팀연구를 수행하는 학생

URP490

URP (학부생연구참여)(B)

(Undergraduate Research 

Participation)

0:6:3 봄,가을

- 졸업연구 대체 가능

- 대상

   ․개별연구과제의 단독연구를 수행하는  3학년 2학기 이상인 학생

    ※ URP 교과목은 봄 및 가을학기에 개설되며, 연구기간은 총6개월(계절학기+정규학기) 임.

    ※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에게 S/U 평가를 받음.

    ※ URP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수행 가능함(최대 이수학점 : 3학점씩 총 6학점). 
 

13. 경과조치 및 기타

    ◦ 입학년도에 따라 교양과목 및 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이 다르므로 각각의 이수요건을 참고하여 

이수

    ◦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교

과목이 폐기 및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요람 또는 지침외에 별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학과의 방침

을 따르되,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

하여 정한다.

    * 주  의

 교과목 이수현황, 교과목 이수요건 등 졸업이수요건의 확인은 학생본인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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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교양과목

1. 학사과정 교양과목 필수과목 및 이수요건

학  번 이   수   요   건

2007이후

 ◦ 교양필수 : 7학점(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과 8AU(봉사활동 2AU: 32시간, 인성/리더십 2AU: 32시간, 체육활동 

4AU: 64시간) 이수

    * AU(Activity Unit)는 체육과목 및 인성/리더십, 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졸업학점에는 포

함하지 않고 이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인문사회선택 : 5개 계열(과학기술학,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외국어와 언어학)에서 각각 

1과목씩 이상을 포함하여,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

    * 위의 외국어와 언어학 계열의 과목이수는 반드시 제2외국어 중에서 1과목 이상을 택하여 이수하여

야 함.

'98～2006

 ◦ 교양필수 : 7학점(영어I, 영어Ⅱ, 논술)과 8AU(봉사활동 4AU: 64시간, 체육활동 4AU: 64시간) 이수

    * AU(Activity Unit)는 체육과목 및 봉사활동을 이수하기 위한 활동으로 졸업학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이를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인문사회선택 : 5개 계열(과학기술학,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과학, 외국어와 언어학)에서 각각 

1과목씩 이상을 포함하여, 총 21학점 이상을 이수

    * 위의 외국어와 언어학 계열의 과목이수는 반드시 제2외국어 중에서 1과목 이상을 택하여 이수하여

야 함.

'94～'97

 ◦ 교양필수 : 교양특강I, 교양특강II을 반드시 이수(무학점)

 ◦ 인문사회필수 : 국어, 논술, 영어I, 영어II, 영어III을 이수(총 10학점)

 ◦ 인문사회선택 : 5개 계열(과학기술학, 인문학, 사회과학, 어학, 체육)에서 1과목씩 이상을 포함하며, 총

19학점 이상을 이수 

    * 위의 외국어와 언어학 계열의 과목이수는 반드시 제2외국어 중에서 1과목 이상을 택하여 이수하여

야 함.

   ※ 교과목 폐기 및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 국민윤리 I 또는 현대윤리론  → 인간과 윤리 또는 교육과 조직생활

      - 국민윤리 II 또는 현대 이데올로기론  → 현대정치사상

      - 체육 I 또는 체육 II  → 체육계열과목 중에서 해당학점을 선택이수

      - 한국사  → 한국문화사 

      - 교양특강 I 또는 II  → 새내기세미나

         * 교양특강 I 또는 II 중 한 과목만 이수한 경우에는 새내기세미나를 1학점 이수하고, 두 

과목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내기세미나를 2학점 이수

      - 영어 III → 영미소설 또는 영어특강 중 한 과목

      - 국어 → 문학의 이해

      - 과학사 → 과학기술과 역사

      - 과학사회학 → 과학기술사회학

      - 과학정책  → 과학기술정책

      - 과학철학 → 과학기술철학

      - 예술사(서양음악사) → 서양음악사

      - 예술사(한국음악사) → 한국의 음악문화

      - 문학개론 →  문학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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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문화사 →  서양문화사

      - 한국의 역사의식 → 한국사상사

      - 인문학특강 → 예술학특강 또는 철학특강 중 한 과목

      - 체육과목(1학점)의 미이수자 또는 재수강자는 체육과목(2AU)으로 대체 이수

      - 영어학습의 이해 → 영어의 구조와 문법

   ※ 제2외국어 과목간 대체(재수강) 인정

     - 초급과정(독어Ⅰ, 일어Ⅰ, 불어Ⅰ, 중국어Ⅰ, 러시아어Ⅰ) 과목간 상호 대체(재수강)인정

     - 중급과정(독어Ⅱ, 일어Ⅱ, 불어Ⅱ, 중국어Ⅱ, 러시아어Ⅱ) 과목간 상호 대체(재수강)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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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양과목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비 고

교  양

필  수

영어 및 논술
7학점

HS101
HS102
HS103
HS106
HS107
HS108
HS201

10.101
10.102
10.103
10.106
10.107
10.108
10.201

 영어 Ⅰ
 영어 Ⅱ
 논술
 English Communication I
 English Communication II
 한국어Ⅰ
 English Reading & Writing

2:1:2(4)
2:1:2(4)
3:0:3(6)
1:2:1(4)
1:2:1(4)
3:0:3(6)
2:2:2(6)

외국인학생만 수강

체육
4AU

HS180
HS181
HS182
HS183
HS184
HS185
HS186
HS187
HS189
HS197

10.181
10.181
10.182
10.183
10.184
10.185
10.186
10.187
10.189
10.197

 배드민턴
 수영
 테니스
 농구
 건강관리
 볼링
 골프
 축구 
 체육 동아리
 요가

2AU
2AU
2AU
2AU
2AU
2AU
2AU
2AU
2AU
2AU

이수학점
4AU중
2AU는
체육동아리
활동으로
대체가능

인성/리더십
HS172
HS173

10.172
10.173

 인성/리더십Ⅰ
 인성/리더십Ⅱ

1AU
1AU

2007 입학생부터 
적용

봉사활동 HS200 10.200  봉사활동 2AU

인문사회
선택

(21학점
이상)

과학기술학 
계열

(택1 이상)

HS111
HS112
HS113
HS211
HS212
HS213
HS214
HS215
HS216
HS217
HS311
HS312
HS313
HS314

10.111
10.112
10.113
10.211
10.212
10.213
10.214
10.215
10.216
10.217
10.311
10.312
10.313
10.314

 과학기술과 역사 
 과학기술과 철학 
 과학기술과 사회 
 과학기술과 윤리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관계법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사
 과학기술학 특강 
 과학기술학 세미나 
 과학기술학 방법론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문학과 예술계열
(택1이상)

HS121
HS122
HS123
HS124
HS125
HS221
HS222
HS223
HS224
HS225
HS226
HS227
HS321
HS322
HS323
HS428

10.121
10.122
10.123
10.124
10.125
10.221
10.222
10.223
10.224
10.225
10.226
10.227
10.321
10.322
10.323
10.428

 문학의 이해 
 영미문학의 이해
 예술의 이해
 서양음악사 
 Art History & Visual Culture
 한국시 다시 읽기 
 한국소설 다시 읽기 
 한국사회와 문학 
 영미 소설
 영미 시 
 외국문화와 문학
 한국의 음악문화
 예술학 특강 
 한국문학 특강
 영문학 특강
 Understanding Korean
 Music Culture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고급영어프로그램

고급영어프로그램

역사와
철학 계열
(택1 이상)

HS131
HS132
HS133
HS134
HS135
HS231
HS232
HS233
HS234
HS235
HS236
HS237
HS331
HS332
HS333

10.131
10.132
10.133
10.134
10.135
10.231
10.232
10.233
10.234
10.235
10.236
10.237
10.331
10.332
10.333

 한국문화사 
 한국근현대사
 서양문화사
 철학개론 
 논리학 
 한국사상사 
 한국사회경제사 
 동양문화사 
 분석철학 
 윤리학 
 동양철학입문 
 유럽문명의 기원
 한국사 특강
 철학 특강 
 역사학 특강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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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비 고

인문사회
선택

(21학점
이상)

사회과학
계열

(택1 이상)

HS140

HS141
HS142

HS143

HS144
HS145

HS146

HS147
HS148

HS149

HS239
HS241

HS242

HS243
HS244

HS245

HS246
HS247

HS248

HS249
HS250

HS341

HS342
HS343

HS344

10.140

10.141
10.142

10.143

10.144
10.145

10.146

10.147
10.148

10.149

10.239
10.241

10.242

10.243
10.244

10.245

10.246
10.247

10.248

10.249
10.250

10.341

10.342
10.343

10.344

 Understanding Globalization

 정치학 개론
 Introduction to World Affairs

 사회학 개론 
 경제학 개론 
 심리학 개론 
 법학 개론 
 현대기업개론
 Law and Technology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인지과학입문
 현대정치사상 
 한국정치론 
 교육과 조직생활 
 현대사회의 이해 
 성과 사회 
 사회과학 개론 
 한국사회의 이해 
 인터넷과 경제 
 현대기업과 경력관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사회과학 특강 
 사회과학 방법론 
 사회과학 세미나 
 심리학 특강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외국어와 
언어학 계열
(제2외국어
중 1과목 
이상 이수)

HS151

HS152

HS153

HS154

HS155

HS251

HS252

HS253

HS254

HS259

10.151

10.152

10.153

10.154

10.155

10.251

10.252

10.253

10.254

10.259

 독어 Ⅰ

 일어 Ⅰ

 불어 Ⅰ

 중국어 Ⅰ

 러시아어 Ⅰ

 독어 Ⅱ 

 일어 Ⅱ 

 불어 Ⅱ 

 중국어 Ⅱ

 러시아어 Ⅱ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3:0:3(6)

HS255

HS256

HS258

HS351

HS352

10.255

10.256

10.258

10.351

10.352

 언어학 개론 

 영어의 구조와 문법 

 한국어와 한국문화 

 언어학 특강 

 언어학 세미나 

3:0:3(6)

3:0:3(6)

3:0:3(6)

3:0:3(6)

3:0:3(6)

고급영어프로그램

자유선택

HS100

HS104

HS166

HS167

HS171

HS188

HS190

HS191

HS192

HS193

HS196

HS260

HS360

HS361

HS362

HS363

HS364

HS365

HS366

HS367

HS368

HS369

HS401

10.100

10.104

10.166

10.167

10.171

10.188

10.190

10.191

10.192

10.193

10.196

10.260

10.360

10.361

10.362

10.363

10.364

10.365

10.366

10.367

10.368

10.369

10.401

 새내기세미나

 영어강독

 사랑학

 초급한국어Ⅱ

 리더십훈련

 영어 특강 

 운동과 건강

 인간운동과학 특강

 커뮤니케이션 훈련

 국어표기법과 문장의 이해

 발표와 토론

 생활속의 고급 한국어 용법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Advanced English Writing

  English Science Writing

  English Presentation

  인터넷영어

  시사영어

  과학영어강독

  영어와 미국문화

  영미산문

  영미단편강독

 중급한국어 I

1:0:1

3:0:3(6)

3:0:3(6)

3:0:3(6)

3:0:1

3:0:3(6)

3:0:3(6)

3:0:3(6)

3:0:1

3:0:3(6)

3:0:3(6)

3:0:3(6)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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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상호인정
(외국인학생만 수강)

연구 HS495 10.495  개별연구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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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과목 교과목 개요

HS100  새내기세미나 (Freshman Seminar) 1:0:1

학사과정 신입생들에게 입학 초부터 첨단 연구분야 등에 대하여 소개함으로써 향후 학과결정시 도

움을 주고자 하는 과목이다.

HS101  영어Ⅰ(English I) 2:1:2(4)

다양한 분야의 영문을 접하게 하여 영문 이해력을 향상시키고 영미문화와 그 사고 방식에 익숙해지

게 하며, 원어민이 담당하는 영어회화를 통하여 중급 및 고급 수준의 영어를 듣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HS102  영어Ⅱ (English II)               2:1:2(4)

영문 이해력을 바탕으로 고급 영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며, 원어민이 담당하는 영어 

작문을  통하여 중급 및 고급 작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HS103  논술 (Writing) 3:0:3(6)

능률적인 언어생활을 위한 말하기와 쓰기의 훈련에 역점을 둔다. 과학적인 사고를 토대로 논리적인 

언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 훈련 교과로서 국어의 구조, 화술의 기초, 토의․토론의 기초, 작문

의 절차, 논문작성의 절차 및 방법을 다룬다.

HS104  영어 강독 (Reading in English) 3:0:3(6)

영어의 문장구조에 대한 이해와 함께 중급수준의 다양한 영문에 접하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영어 독

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HS106  English Communication I                                                      1:2:1(4)

원어민에 의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 듣고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통합적인 영어 기술을 연마함으

로써, 실용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원어민의 언어 감각과 표현을 습득하게 한다.

HS107  English Communication II                                                     1:2:1(4)

English Communication I의 심화 과정으로, 원어민에 의한 영어 기술의 통합적인 교육을 통하여, 중

상 및 고급 수준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게 하며, 원어민의 언어 감각과 표현을 향상시킨다.

HS108  초급한국어I (Basic Korean I for Foreign Students)                                  3:0:3(6)

이 강의는 현대 한국어의 기본문법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한국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학생을 

위한 강의이며, 강사와 학생간의 연습을 통해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말하고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HS111  과학기술과 역사 (Science, Technology and History) 3:0:3(6)

이 과목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서구 사회에서 과학의 역사를 개관한다. 수

업의 초점은 근대 서구 과학의 여러 분야와 연구 방법이 등장한, 16-17세기 ‘과학혁명’을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고대, 중세와 다른 한편으로는 18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과학사를 살펴본다.

HS112  과학기술과 철학 (Science, Technology and Philosophy) 3:0:3(6)

이 과목에서는 과학기술 철학의 여러 문제들을 개관하는데, 특히 20세기 분석 철학과 현대 기술을 

둘러싼 철학적 쟁점들을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탐구한다. 과학은 인간의 다른 

활동과 어떻게 다른가? 과학적 주장은 어떻게 입증 또는 반증되는가? 과학적 변화는 합리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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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설명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 외에도 현대생물학, 인공지능, 과학과 성(性) 등의 다양한 쟁점

도 취급한다.

HS113  과학기술과 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0:3(6)

본 과목은 학부 학생들에게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역할, 과학기술과 정치, 경

제, 문화 등 제반 사회 영역의 관계,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도록 하

는 입문 과목이다.

HS121  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Literature) 3:0:3(6)

문학의 정의와 범위, 문학 장르의 본질과 변천사, 문학과 사회의 상관관계, 리얼리즘의 본질과 변천

사, 문예사조의 흐름, 문예작품 해석의 방법론에 대한 개괄적인 정리를 통해 문학일반에 대한 시각

을 정립하고, 문학작품 이해수준을 높인다.

HS122  영미문학의 이해 (Understanding English Literature) 3:0:3(6)

영문학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한 영국과 미국의 문학사를 개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영문학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영미인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킨다. 

HS123  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Art)                                   3:0:3(6)

음악, 미술, 연극, 영화 등 예술의 여러 분야에 대한 소개와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HS124  서양음악사 (History of Western Music) 3:0:3(6)

서양음악의 전개과정을 역사적 양식적으로 이해하며 현재 우리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

과의 연계를 모색한다. 풍부한 시청각 자료를 통하여 감상능력을 기르며 다양한 형식과 음악장르에 

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학생들의 활발한 토론, 주제발표 및 실공연 등을 적극 장려한다.

HS125  Art History & Visual Culture                                                   3:0:3(6)

본 수업은 고대 문명으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의 변천과정을 대표적인 작품들을 통하여 살펴

보고, 작품의 형식, 내용의 분석과 더불어 그 작품이 탄생하게 된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을 고찰하여 

작품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HS131  한국문화사 (History of Korean Culture) 3:0:3(6)

오늘날 한국인들의 생활방식 속에 내재된 문화적 영향력을 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한국의 역

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안목을 갖게 한다.

HS132  한국근현대사 (History of Modern Korea) 3:0:3(6)

한국 근현대사의 전개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오늘날의 우리사회를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을 갖도록 한다.

HS133  서양문화사 (History of Western Civilization) 3:0:3(6)

이 강의에서는 학부수준의 학생들에게 중세부터 20세기까지의 서양사를 문화사에 초점을 맞추어 소

개하고자 한다. 강의는 유럽의 문화적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를 시작으로 현재 유럽

의 문화사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여러 주제를 다룬다. 강의에서 주로 다루어질 주제는 고대

사회의 쇠퇴, 중세사회의 성립과 발달, 중세사회의 위기, 유럽의 지리상의 확대, 종교개혁, 르네상스

와 절대주의, 프랑스 혁명, 제국주의의 등장, 자본주의와 세계 1,2차 대전 등을 포함한다. 학생들에

게 보다 충실한 수업과 유럽사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위해 폭넓은 독서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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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34  철학개론 (Introduction to Philosophy) 3:0:3(6)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기되는 영속적인 철학의 문제들을 논의할 것이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플라

톤,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버클리, 흄, 칸트 등 서양철학사상의 위대한 철학자들의 고

전적 텍스트 몇몇을 강독함으로써 출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점은 어떻게 학생들 스스로 철학

적 문제를 제기하게끔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내내 

무의식적으로 철학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느냐에 놓여질 것이다.  

HS135  논리학 (Logic) 3:0:3(6)

이 과목은 표준적 1 차 논리학의 입문 과정이다.  모델이론, 증명이론, 회귀이론, 공리적 집합론 등 

수리논리학의 고급 분야들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다. 시제논리학 

같은 응용논리학들이 다소 논의될 것인데, 그것은 논리학의 실제적 용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논

리학에서 제기되는 더 깊은 철학적 쟁점들을 지적해두기 위해서 이다.

HS140  Understanding Globalization 3:0:3(6)

이 과목은 세계화의 제반 쟁점에 대한 입문으로서 세계화과정의 다양성과 역동성에 관해 배운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현시대 세계를 이끄는 주요한 변화와 동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세계시민의 안목을 기를 수 있다.

HS141  정치학 개론 (Introduction to Political Science) 3:0:3(6)

본 강좌는 ‘정치적인 것’과 정치적인 현상을 개념정립하고 일반정치와 국제정치 분야 등의 체계적인 

정치이론들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HS142  Introduction to World Affairs                                                  3:0:3(6)

이 과목은 안보, 성장, 민주주의, 기술발전, 환경 등 국제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소개하며 이론적 이

해 및 자료분석 실습을 통해 학생들의 비판적 안목을 기르고자 한다.

HS143  사회학 개론 (Introduction to Sociology) 3:0:3(6)

사회학의 기본 개념과 관점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가족, 교육, 종교, 문화, 일과 직업, 불평등과 계

급, 조직 등 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사회학의 렌즈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HS144  경제학 개론(Introduction to Economics) 3:0:3(6)

일상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제적 행태의 설명을 위해 정립된 미시적 경제이론의 내용과 발전

과정, 기초적 분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제반 경

제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된 거시적 경제의 기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HS145  심리학 개론 (Introduction to Psychology) 3:0:3(6)

심리학은 유기체 특히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기술하고 예언하고 통제하려는 과학이며, 본 과정은 

입문과정으로서 심리학의 주요 개념, 연구방법 및 연구영역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HS146  법학 개론 (Introduction to Law) 3:0:3(6)

법의 개념, 종류와 기본 이론 그리고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상법, 소송법, 국제법 등에 대한 개

괄적인 내용을 소개한다.

HS147  현대기업개론 (Business Today) 3:0:3(6)

과학자 및 엔지니어를 지망하는 본교학생들에게 경영마인드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제

반현상에 대하여 강의함. 기업의 형태, 소유, 발전단계, 사회적기능, 중소기업과 창업, 소비자와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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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업자산의 관리, 기업의 경쟁력, 국가와의 관계, 기타 기업의 여러 가지 주요현상을 현실사례와 

연계하여 강의하고 토론함.

HS148  Law and Technology                                                          3:0:3(6)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과학기술이 어떠한 법적 보호와 규제를 받는지에 대한 논의를 개괄적으로 소

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은 기본적인 법 개념들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법체계와 미국의 법체

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학습한 뒤, 양 법 체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토대로 지적 재산권, 특히 특허

권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검토하게 될 것이다.

HS149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3:0:3(6)

본 강의는 문화인류학의 기초개념, 방법론 및 주요 연구성과들을 소개함으로써 사회와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교문화적이고 총체적인 입장에서 사회문화적인 현상과 문제들에 접근하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역점을 둔다. 다양한 문화의 사례 고찰을 통하여 문화상대주의적 시각에서 다른 문화

를 이해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강생의 일상적인 경험의 세계를 둘러싼 자신의 사회와 문화의 여러 측면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기회를 갖도록 유도할 것이다.

HS151  독어I (German I) 3:0:3(6)

기초 독일어 문법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한 구문을 습득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생활 

독일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S152  일어I (Japanese I) 3:0:3(6)

기초 일본어 문법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한 구문을 습득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생활 

일본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S153  불어I (French I) 3:0:3(6)

기초 불어 문법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한 구문을 습득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생활 

불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S154  중국어I (Chinese I) 3:0:3(6)

기초 중국어 문법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한 구문을 습득하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육을 통해 생활 

중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S155  러시아I (Russian I) 3:0:3:(6)

기초 러시아어 문법을 이해함으로써 간단한 구문을 습득하고, 시청각교육을 통해 생활러시아어를 

듣고 말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한다.

HS166  사랑학(Special Lecture on love)                                                3:0:3(6)

사랑의 본질, 사랑이 인간의 삶과 인류 문명과 예술에 미친 영향 등을 철학, 문학, 사회학, 심리학, 

신경과학, 예술 등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예술의 관점에서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다학제간 과

목이다. 본 과목을 통해 KAIST 신입생들에게 사랑으로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배우게 하고 자신만

의 시각으로 사랑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한다. 

HS167  초급한국어II(Basic Korean II for Foreign Students)                                 3:0:3(6)

이 강의는 한국어 1에서 배운 내용을 좀 더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여기에는 문법

과 문장구조에 관한 이해, 어휘습득, 자연스러운 현대 한국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

다. 실제의 상황과 상호응대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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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71  리더십훈련 (Leadershp Training) 3:0:1

학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의 본질과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장차 과학기술계

를 이끌 자질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HS172 인성/리더십I (Humanity/Leadership I)                                    1AU

'성공하는 대학생들의 7가지 습관 과정' 또는 '피닉스 리더십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리더십을 이

해함으로써 더 많은 행복과 성과를 내는 성공의 길로 들어서도록 돕고, 장차 과학기술계를 이끌 핵

심리더로서의 자질의 함양하도록 한다. 

HS173 인성/리더십II (Humanity/Leadership II) 1AU

'데일 카네기 코스' 또는 '크리스토퍼 리더십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인간관계를 증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이 있는 새로운 리더로 성장

하도록 한다. 

HS180  배드민턴 (Badminton) 2AU

학생들은 배드민턴을 적극적으로 즐기는데 필요한 기초기술 향상법을 배운다. 또한 기본적인 스트

로크를 수행하는 법을 배우며 기본적인 규칙과 전술을 이해하는 법을 익힌다.

HS181  수영 (Swimming) 2AU

본 강좌는 수영 초보자들에게 자유형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배영, 평영, 접

영 등을 다양하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키고, 수영이 평생스포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HS182  테니스 (Tennis) 2AU

본 강좌의 목적은 테니스의 경기에 적합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함으로써 전반적인 체력과 기능을 향

상시키는 것이다. 수업을 통하여 테니스의 원리, 기술, 경기전술을 학습한다.

HS183  농구 (Basketball) 2AU

농구경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농구의 기술, 규칙, 예의 및 경기참여의 기회를 부여함

으로써 평생스포츠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체력을 유지하고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HS184  건강관리 (Health Administration) 2AU

본 강좌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신체활동의 원리를 깨닫게 하여 신체활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

여하여 평생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다. 재즈댄스, 체력육성, 스트레칭 운동, 조

깅, 라틴댄스 등의 강좌가 개설된다.

HS185  볼링 (Bowling) 2AU

학생들은 게임의 기초, 볼 선택, 규칙과 예의, 스윙, 4-스텝 어프로치와 투구를 배울 수 있다. 또한 

핀 볼링 경쟁을 통하여 에버리지와 핸디캡 계산 등을 배운다.

HS186  골프 (Golf) 2AU

학생들은 기본적인 골프 스윙을 배울 수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볼을 칠 수 있고 골프 라운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에티켓과 같은 골프게임을 더욱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HS187  축구 (Soccer) 2AU

게임의 기본기술 계발. 드리블, 패스, 규칙, 기본적인 전술, 중급수준의 축구의 기술과 기교에 중점

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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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188  영어특강 (Special Lectures on English) 3:0:3(6)

이 강좌는 주로 영어회화 작문을 중심으로 한 실용영어 교육을 강화시키고 다양한 영어강좌를 개설

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욕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HS189  체육동아리(Extra Curricular Sport Activity) 2AU

체육동아리는 과외 체육활동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해서 4 AU(activity unit)를 이수해

야 하는데, 그 중 2AU는 체육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다. 현재 14개의 체육동아리가 등

록되어 있다.

HS190  운동과 건강(Exercise and Health) 3:0:3(6)

운동과 건강의 주된 논제를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의 의미를 이해하고 건강을 증진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케 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HS191  인간운동과학특강(Special Lecture in Human Movement Science) 3:0:3(6)

본 교과과정은 학생들에게 인간 움직임 과학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운동생리학, 인체생리학, 스포츠 

영양학 등의 교과목이 제공된다. 

HS192  커뮤니케이션훈련(Communication Training) 3:0:1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자신감을 갖고 생활하면서 21세기 세계를 이

끌어 갈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 있는 새로운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HS193  국어표기법과 문장의 이해(Introduction to Korean Writing System) 3:0:3(6)

대학에서의 학문 활동에 밑거름이 되는 논리적 표현의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둔다. 특히 

학부 필수 과목인 논술 과목 수강에 필요한 국어 기초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을 신장

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과 어법에 맞는 글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HS196  발표와 토론(Speech and Discussion)                                           3:0:3(6)

대학생활과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의사소통능력 중 발표와 

토론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의 의견과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거나 구성원

끼리의 대화를 창조적 결론으로 이끄는 훈련이 수업의 주 내용이다. 

HS197  요가(YOGA)                                                                     2AU

마음, 신체 그리고 정신의 근본을 소개하고 통합하는 연습을 소개한다. 스트레칭과 신체단련을 통하

여 전인적 인간 수행에 도움이 되는 요가의 기초자세(아사나)를 소개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스트레

스, 이완, 명상기법을 소개한다.

HS200  봉사활동 (Community Service) 4AU

꽃동네 봉사활동(3박4일), 고아원, 양로원, 등의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도서관, 관공서 등의 공공기

관, 의료보호시설 등에서 하는 제반 봉사활동을 말한다. 

HS201  English Reading & Writing                                                     2:2:2(6)

영어 독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와 토픽의 고급 영문을 이해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

력을 길러주며, 영어 작문 능력의 향상을 통하여 다양한 내용을 중급 및 고급 수준의 영문으로 표

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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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11  과학기술과 윤리 (Science, Technology and Ethics) 3:0:3(6)

생명의료, 정보통신, 나노, 에너지 등 현대의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는 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고찰하는 과목이다. 

HS212  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and Technology) 3:0:3(6)

근대 이후 과학과 기술이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온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근대 서양과학이 

탄생하게 된 17세기의 과학혁명, 18세기 화학혁명, 19세기 산업과 과학기술이 결합된 산업혁명, 

18-19세기 과학이 사회의 공고한 제도로 탈바꿈한 과학의 제도화, 19세기의 진화론, 20세기 현대과

학의 등장으로 인한 사회문화의 변화, 그로 인한 과학자 책임의 증가 등을 공부한다.

HS213  과학기술철학 (Science, Technology and Philosophy) 3:0:3(6)

근현대 과학과 기술을 보는 철학적 관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한다. 과학을 보는 여러 전통적인 

관점,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론, 최근의 기술에 대한 페미니즘적 관점, 과학의 사회구성주의적 관점 

등을 공부한다.

HS214  과학기술사회학 (Sociology of Science and Technology) 3:0:3(6)

본 과목은 과학기술사회학 분야의 주요한 이론과 분석을 소개하고자 하며, 주로 과학기술자 사회의 

사회구조, 과학기술 지식 생산의 사회적 과정, 과학기술에 관련된 사회적 쟁점을 다룬다.

HS215  과학기술정책 (Public Policies in Science and Technology) 3:0:3(6)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수반되는 정책적 쟁점과 한국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전

개과정을 고찰한다.

HS216  과학기술관계법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Laws)  3:0:3(6)

과학기술에 관련된 법률적 문제를 소개하는 과목으로, 주로 지적 소유권,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라

이버시, 소비자 보호 및 해양, 우주,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등의 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중심으로 

한다.

HS217  동아시아의 과학기술사 (History of Science & Technology in East Asia) 3:0:3(6)

이 과목은 한국,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 문명권의 과학사를 개관한다. 이 과목은 두 부분으로 구성

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동아시아의 전통 과학 - 우주론, 천문지리, 수학, 의학, 연단술 - 등을 다

루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러한 전통 과학이 17세기 이후 오늘날까지 서구 과학과 어떻게 상호작

용했는지를 살펴본다.

HS221  한국시 다시읽기 (Rereading Korean Poetry) 3:0:3(6)

한국시사의 중요한 시인들의 명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읽음으로써 한국시의 전통을 확인하고 

시적 감수성을 진작한다.

HS222  한국소설 다시 읽기 (Rereading Korean Novels) 3:0:3(6)

한국 소설사의 주요 작품들을 감상하여 한국소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토론될 것이다. 작품을 꼼꼼히 읽는 과정에서 한국문화

와 소설형식의 변화과정을 연결시키는데 역점을 둔다.

HS223  한국사회와 문학 (Korean Literature and Society) 3:0:3(6)

한국문학은 한국사의 역동적 전개와 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한국문학 작품을 한국사회와의 연

관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한국 문학사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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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24  영미소설 (British and American Novel) 3:0:3(6)

학생들에게 영국과 미국의 중요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을 읽힘으로써, 문학적 감수성을 진작시키고 

다양한 삶의 경험과 영미 언어와 문화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갖게 한다.

HS225  영미시 (British and American Poetry) 3:0:3(6)

영미의 주요시인들, 문학조류들, 특징적인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영미 시의 특징 사회적․문화적 의

미를 개관한다.

HS226  외국문화와 문학 (Foreign Culture and Literature) 3:0:3(6)

영미를 제외한 서구 및 동양 각국의 문화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고 토론한다. 독일 문화와 문학의 

이해, 중국문화와 문학의 이해 등을 개설할 수 있다.

HS227  한국의 음악문화 (Korean Music Culture) 3:0:3(6)

한국의 음악문화를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과목으로 전반부는 한국의 전통음악 중 민속악에 관

하여 학습하며, 특히 판소리, 민요, 풍물과 민속춤 등을 전문가를 초청하여 배우는 실기학습을 위주

로 진행된다. 후반부는 현대 한국의 대중음악에 관하여 주제발표 및 토론을 위주로 학습한다. 수업

을 위하여 금요문화행사 및 한국음악관련공연을 감상하고 토론하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리포트

와 판굿으로 대치한다. 정확한 출석 및 활발한 수업참여가 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모든 수

업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평가하는 창의적인 수업을 목표로 한다. 

HS231  한국사상사 (History of Korean Thought) 3:0:3(6)

한국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사상의 흐름 속에서 각 시대의 대표적인 사상인 불교와 유교사상

의 수용과 정착과정, 나아가 성리학 도입이후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써 우리역사의 

전통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역사현실에 대해서도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HS232  한국사회경제사 (Socio-Economic History of Korea) 3:0:3(6)

본 강의는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동안 한국사회의 사회경제구조의 성격과 발전과정을 살펴본

다. 농업과 지주제, 상업과 유통은 물론 경제사상까지 아울러 살펴본다. 

HS233  동양문화사 (History of Asian Culture) 3:0:3(6)

한국사와 접한 관련을 가졌던 중국과 일본의 역사전통과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양문화 속에

서 한국문화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HS234  분석철학 (Analytic Philosophy) 3:0:3(6)

분석철학의 근본 정신과 동기를 이해하기 위해 프레게, 러셀, 비트겐슈타인 등의 개척자들이 먼저 

논의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지칭 이론을 중심으로 언어철학의 몇몇 문제들을 개관해볼 것이다. 마

지막으로, 우리는 분석철학의 전통 안에서 심리철학이 핵심 분야로 출현하게 된 사정에 응분의 주

의를 기울일 것이다.

HS235  윤리학 (Ethics) 3:0:3(6)

칸트주의, 공리주의 같은 가장 영향력 있는 규범 윤리학의 이론들이 논의될 것이다. 강조점은 도덕

적 문제들이 지니는 딜레마적 성격에 주어질 것이다. 자신의 입장을 가다듬을 뿐만 아니라 반대 입

장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논쟁 참여가 독려된다. 논의되는 화

제들은 생명의료윤리학이나 연구의 윤리학처럼 보다 실제적인 응용 윤리학의 분야에서 취재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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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36  동양철학입문 (Introduction to Oriental Philosophy) 3:0:3(6)

유가, 도가, 불가 등 동양의 주요 사상 체계들이 논의된다. 동양 사회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증

법적으로 발전해 왔는가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현대 세계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지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동서양의 생산적인 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우

리의 궁극적 목표이다.

HS237  유럽문명의 기원(The Origin of European Civilization) 3:0:3(6)

이 강의는 유럽의 선사 및 고대문명을 학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지식과 함께 

풍부한 역사적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강의는 다음과 같은 주제, 즉 인류의 기원, 초

기 농경의 확산, 거석문화의 등장, 그리스 및 로마문명의 탄생, 켈트와 바이킹의 등장 등을 포함한다 

HS239  인지과학입문(Introduction to Cognitive Science) 3:0:3(6)

마음과 두뇌와 컴퓨터의 본질을 철학, 심리학, 언어학, 신경과학, 그리고 컴퓨터과학의 학제적 지식

을 바탕으로 이해한다. 이들의 공통의 작동원리에 기초한 새로운 과학적 개념의 틀에서, 인간의 앎

의 과정의 원리들이 지능적 기계의 구현에 적용될 개연성을 규명한다.

HS241  현대정치사상 (Modern Political Thoughts) 3:0:3(6)

본 강좌는 현대사회의 지배적인 정치사상과 정치이념의 주제와 내용을 소개하고, 이들 정치사상이 

다양한 정치이익과 연계되어 발전되어온 과정을 고찰한다.

HS242  한국정치론 (Politics in Korea) 3:0:3(6)

해방 이후 한국의 현대정치사를 점검하면서 본 강좌는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한국의 정치적 발

전문제의 일반적 개념들을 검토한다.

HS243  교육과 조직생활 (Organizational Behaviors in Education) 3:0:3(6)

현대인은 조직 속의 인간, 즉 조직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본 강좌는 여러 조직체 중 특히 교육과 관

련된 조직체에서의 조직과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여러 행동에 대하여 연구하고 논의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HS244  현대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Contemporary Society)   3:0:3(6)

이 과목은 현대사회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망하는 이론과 시각에 대한 지식과 사회변화의 구체적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현재에 대한 진단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얻고자 한다. 

HS245  성과 사회 (Gender and Society) 3:0:3(6)

이 과목은 사회문화적 성 (gender)과 여성주의(feminist) 관점에 입각하여 다양한 사회 현실을 분석한

다.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가족, 경제, 정치, 문화 등 사회 제반 영역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여성의 

현실차이 및 그 사회 문화적, 역사적 다양성을 고찰한다.

HS246  사회과학 개론 (Introduction to Social Sciences) 3:0:3(6)

이 과목은 사회과학 계열에서 규칙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분과, 예컨대 신문방송학, 인류학 등에서 

개론수준의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HS247  한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3:0:3(6)

현대 한국사회의 사회문화 구조와 변화의 특성을 다루는 강의이다. 이 강의를 통하여 학부생들이 

사회학의 학문적 입장에서 인구, 도시화, 가족과 성, 종교, 교육, 산업화, 경제발전, 사회운동 그리고 

불평등의 제반 한국사회 문제를 이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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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248  인터넷과 경제 (Internet and Economics) 3:0:3(6)

Internet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적 현상을 분류하고 시장에서의 결과를 분석함으로서 새로운 

경제현상이 가지고 있는 자원배분의 역할 등을 정립한다.

HS249  현대기업과 경력관리 (Career in Business Today) 3:0:3(6)

현대기업의 중요성, 현대기업이 처한 환경, 정보기술의 의미, 현대기업의 사회적․윤리적 책임, 경영전략, 

현대기업의 구조적 특징과 변화, 국제경영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자가 꼭 알아야 할 중요 현상과 기

업 안에서의 개인의 경력성장과 관련된 중요 지식과 정보, 영향력 확대 현상의 이해 및 가이드라인 등 

과학기술자가 현대 기업내에서 기간요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사항 중 핵심적인 것들을 현

실 사례와 연계하여 강의 및 토론함.

HS250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Leadership and Communication) 3:0:3(6)

동기부여, 자기대화, 커뮤니케이션, 리더쉽, 갈등과 협력, 의사결정, 기타 관련 사항을 다루며, 과학

기술자로서 타인과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 및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현실사례와 

연계하여 강의하고 토론함으로써 장차 작게는 직장에서의 훌륭한 리더로 크게는 과학기술계의 비전 

있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지식, 인식수준, 사고방식과 지속적 관심을 심어줌.

HS251  독어II (German II) 3:0:3(6)

독어I에서의 문법 및 구사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및 회화능력을 심화시킨다.

HS252  일어II (Japanese II) 3:0:3(6)

일어I에서의 문법 및 구사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및 회화능력을 심화시킨다.

HS253  불어II (French II) 3:0:3(6)

불어I에서의 문법 및 구사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및 회화능력을 심화시킨다.

HS254  중국어II (Chinese II)   3:0:3(6)

중국어I에서의 문법 및 구사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및 회화능력을 심화시킨다.

HS255  언어학 개론 (Understanding of Language Structure) 3:0:3(6)

언어 속에 감춰진 내적 질서를 발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연습을 통해 언어의 본질과 중

요성을 인식하며, 언어와 다른 분야와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HS256  영어의 구조와 문법 (English Structure and Grammar) 3:0:3(6)

인간의 언어능력을 이해하고 문법을 통해서 영어의 형식적 구조에 접근함으로써 영어구문에 대한 

이해력과 분석력을 향상시킨다.

HS258  한국어와 한국문화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3:0:3(6)

우리말과 우리문화의 상관성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말의 구조를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말의 의미를 제

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한다.

HS259  러시아어 Ⅱ (Russian Ⅱ)  3:0:3(6)

러시아어I에서의 문법 및 구사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법, 읽기, 쓰기, 듣기 및 회화능력을 심화시킨다.

HS260  생활 속의 고급 한국어 용법(Advanced Korean Grammar and Usage)                 3:0:3(6)

논술과목의 심화과정으로, 학생들은 한국어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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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한국어 문법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용법을 익히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철자법, 어휘, 단어형성, 발음, 필수 용법, 그리고 문

장부호 등과 같이 실생활에서 혼동될 수 있는 한국어용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하여, 올바른 언어표현

과 사고형성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HS311  과학기술학 특강 (Topic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0:3(6)

과학기술의 인문사회과학적 측면과 관련된 특정한 주제에 관해서 심도 있는 학습을 목표로 한다.

 

HS312  과학기술학 세미나 (Seminar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0:3(6)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특정한 분야의 연구주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HS313  과학기술학방법론 (Methods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3:0:3(6)

과학기술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연구방법론을 심층적으로 탐구한다.

HS314  현대 한국의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since 1945) 3:0:3(6)

해방 이후의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과목이다.

HS321  예술학 특강 (Special Lecture on Art) 3:0:3(6)

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선정하여 심도 있는 강의 및 실습, 주제발표, 실제 연주 및 공연을 체험적으

로 할 수 있는 과목들로 구성된다. 세부과목으로는 <뮤지컬의 세계>, <오페라와 극음악>, <미술사>, 

<합창의 이론과 실제>, <실내악 앙상블>, <즉흥연주> 등이 있으며 과학기술과 예술의 통합적 이해

를 목표로 하는 <컴퓨터 음악(작곡)>, <현악기의 제조와 실습>, <타악기의 제조와 실습>등의 흥미로

운 학문융합형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HS322  한국문학 특강 (Special Lecture on Korean Literature)  3:0:3(6)

한국문학의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심화된 세미나 학습를 진행한다. 주제는 학생들의 요

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가령 문학작품 창작론, 한국문학과 민속 등이 주요한 주제로 선정될 수 

있다.

HS323  영문학 특강 (Special Lecture on English Literature) 3:0:3(6)

영문학의 주요 주제들을 선정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대 페미니즘 비평, 영

미소설과 영화, 영미 희곡, 과학소설 등의 과목이 개설될 수 있다. 

HS331  한국사 특강 (Studies in the Problem of Korean History)            3:0:3(6)

이 강의는 학생들이 한국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루어질 주제는 한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 중에서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선

정된다. 이러한 주제의 예로 “일상과 권력”“고구려문제” “도시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수업은 기본적으

로 세미나와 발표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HS332  철학특강 (Topics in Philosophy)                                   3:0:3(6)

이 과목은 학생들의 필요와 관심에 따라 때때로 개설된다. 보통 미학, 형식 존재론, 바둑철학, 종교

철학, 수학철학 등 철학의 특수 분야가 다루어진다. 경우에 따라 인과론, 자유 의지, 존재하지 않으

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존재자들, 예술작품의 존재론적 지위 등 철학 내의 특정 문제나 쟁점이 다

루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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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33  역사학 특강(Special issues in History)                              3:0:3(6)

이 강의는 인류의 문명과 역사와 관련된 여러 주제 가운데 중요하면서 동시에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역사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식을 갖도록 하고자 한다. (예시) 

최근에 역사학과 고고학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자연과학적 방법의 인문학적 응용에 초점을 

맞추어 소개함으로써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HS341  사회과학 특강 (Special Lecture on Social Sciences) 3:0:3(6)

인문사회과학과정 교과목 이외에 사회과학분야에서 특별 주제의 강의가 필요할 때 이 강의에 부제

를 부여하여 운영된다.

 

HS342  사회과학방법론 (Research Method in Social Sciences) 3:0:3(6)

학생들의 독자적인 연구능력 배양을 위하여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목

표로 한다.

HS343  사회과학 세미나 (Seminar in Social Sciences) 3:0:3(6)

사회과학 분야에서 고급 수준의 심화학습을 위한 과목을 다양하고 유연성 있게 개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설한다.

HS344  심리학특강 (Seminar in Psychology) 3:0:3(6)

인간이 출생하여 성숙에 이르기까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을 살펴보는 

과목이다. 이 과정에서는 인간발달과정, 성격형성, 학습과정, 사회행동, 정신병리 등을 다룬다.

HS351  언어학 특강 (Special  Lectures on Linguistics) 3:0:3(6)

언어와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학습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

킨다.

HS352  언어학 세미나 (Linguistics Seminar) 3:0:3(6)

언어학과 관련된 특정 분야를 주제별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심화학습을 함으로써 언어학적 문제들

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HS360  Advanced English Conversation                                                        3:0:3(6)

이 강좌는 토의를 통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강좌의 주된 목표는 수강생들로 하

여금 다방면에 걸친 주제와 이슈에 관하여 자신감과 토론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다. 

HS361  Advanced English Writing                                                                 3:0:3(6)

이 강좌는 학부생들의 영어작문 실력을 대학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중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수필, 리

포트 그리고 논문 작성에 필요한 작문 실력 향상에 적극 참여한다.

HS362  English Science Writing                                                                    3:0:3(6)

이 강좌는 보고서 및 과제 작성에 필요한 영어교육에 중점을 둔다. 수강생들은 보고서, 학위 논문, 연구 논

문에 필요한 작문 실력을 배양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HS363  English Presentation                                                                        3:0:3(6)

이 강좌는 수강생들의 전공/연구 분야에서 효과적인 프리젠테이션 전달을 가능케하는 기본적인 프리젠테

이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수업은 두 사람, 그룹 또는 반 전체가 참여하는 프리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특정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소개하고 심화시켜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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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364  인터넷영어(English Through the Internet)                                           3:0:3(6)

이 강좌의 주된 목표는 수강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고 토의하는 데에 필요한 영어 의사소통 기

능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로써 수강생들은 정보 기술에 대한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HS365  시사영어(English Reading in Current Issues)                        3:0:3(6)

중요 일간지 및 주간지에 나타난 시사적인 사건을 다룸으로써 영어능력의 향상과 아울러 비판적인 

사고를 함양한다. 정치․경제적 문제, 지역갈등, 현대과학과 기술, 문화적 이슈를 다룰 것이다.

HS366  과학영어강독(English Reading in Science)                          3:0:3(6)

이 교과목은 과학 및 공학을 주제로 한 고급 수준의 다양한 글들을 함께 읽음으로써 미래의 과학도

로서 전공 관련 영문에 접근하고 해독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HS367  영어와 미국문화(English and American Culture)                     3:0:3(6)

이 강좌는 언어와 문화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미국 문화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영어와 

관련하여 지역적 배경, 사회구조,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등을 살펴보고 나아가 문화 상호

간의 이해를 돕는다.

HS368  영미산문(English Prose)                                           3:0:3(6)

영미의 다방면의 고급 산문을 읽음으로써 영미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다양한 산문 형

식의 글들을 분석하고 토론하면서 학생들에게 글 읽기의 폭넓은 훈련을 제공한다. 학생들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산문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해석 능력을 길러준다.

HS369  영미단편강독(English Short Stories)                                3:0:3(6)

이 과목은 영미의 대표적인 작가들의 단편 소설을 꼼꼼하게 읽는 가운데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뿐

더러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텍스트 분석과 적극적인 토론을 통하여 

영미의 사고방식 및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이다.

HS401  중급한국어I (Intermediate Korean I for Foreign Students)                            3:0:3(6)

이 강의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다루는 글 등 다양한 형태의 

글들을 읽고 이해하며, 스스로 구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둔다. 문장구조의 분석, 읽기, 쓰

기, 말하기와 토론 등을 하도록 한다.

HS428  한국음악문화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Music Culture) 3:0:3(6)

주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강의 과목으로 학사와 석사과정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할 수 있

는 교양과목이다. 한국의 다양한 음악문화를 전통예술음악, 민속음악, 20세기의 대중음악 등으로 나

누어 공부하며 한국의 전통악기, 전통무용, 민속 타악기 앙상블, 및 판소리 등을 영화를 통해 이해

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를 중국, 일본, 인도 등의 동아시아 나라들과 비교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한국음악의 이론과 실제를 골고루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HS495  개별 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과 교수간에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문․사회 과학의 전공분야에서 자료조사, 

답사 등을 하며 독자적인 문제 제시 능력과 해석능력을 배양하고 창의적인 연구수행 능력을 기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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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기초과목

1. 학사과정 기초과목 필수과목 및 이수요건

학 번 이수요건

 2000이후

 ◦ 기초필수 : 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하여 총 23학점 이수

               1)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선택

               2)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선택

               3)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4)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선택

               5)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선택

               6)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선택

               7)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선택

               8)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선택

               9)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선택

             * 기초필수과목을 2000학년도부터 기초, 일반, 고급 등으로 분리․운영 

             * 산디과는 일반물리학 II, 미적분학Ⅱ를 제외한 17학점 이수(기초, 일반,

               고급반 포함)

 ◦ 기초선택 : 기초선택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학과별로 지정하는 경우 있음)

'99 

 ◦ 기초필수 : 일반물리학 I, 일반물리학 II, 일반생물학,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Ⅰ,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Ⅱ, 일반화학 I, 컴퓨터개론을 이수(총23학점) 

             * 일반물리학 I(4학점), 일반화학 I(4학점)은 강의(3학점)와 실험(1학점)으로

               분리(‘99 가을학기)

             * 산디과는 일반물리학 II,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Ⅱ를 제외한 17학점 이수

 ◦ 기초선택 : 기초선택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학과별로 지정하는 경우 있음)  

'98

 ◦ 기초필수 : 일반물리학 I, 일반물리학 II,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Ⅰ,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Ⅱ, 일반화학 I, 컴퓨터개론을 이수(총20학점)

             * 산디과는 일반물리학 II,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Ⅱ를 제외한 14학점 이수

 ◦ 기초선택 : 기초선택과목 중 9학점 이상 이수

             * 산디과는 일반물리학 II,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Ⅱ를 이수한 경우

               기초선택과목으로 인정(‘98 이후 해당)

'94～'97

 ◦ 기초필수 : 일반물리학Ⅰ, 일반물리학실험Ⅰ, 미적분학 및 해석기하학Ⅰ

일반화학실험Ⅰ, 컴퓨터개론을 이수(총14학점)

             * 일반물리학Ⅰ은 기초물리학Ⅰ 또는 고급일반물리학Ⅰ로, 

               일반물리학실험Ⅰ은 기초물리학실험 Ⅰ로 각각 대체가능

 ◦ 기초선택 : 3학점 이상 이수(학과별 이수지정 과목 필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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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과별 기초선택 이수학점 및 이수지정과목

구분

'94～'97학번

'98학번

'99학번～2006학번 2007학번

비 고
이수

학점
지정과목

이수

학점
지정과목

이수

학점
지정과목

물리학과 7
PH142, PH152,

MA102(MA104) BS101, MA201,

MA202, MA111,

CH102, AE110,

IE200, MS211,

ChE202, EE200, 

BS102, ME206,

ME207, IE201,

ChE201, EE103, 

PH152, CH104 중 

9학점이상 이수

(다만,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과

생명화학과는 아래 

과목 필히 이수)

9학점

이상

이수

✑2001-2004학번:     

PH152, MA111, MA201

✑2005학번-2006학번

  PH152

9학점

이상

이수

PH152

생명과학과 6 CH103 CH103 CH103

수리과학과
수학:7

응수:-

수학전공

PH142, PH152,

MA102(MA104)

응수전공: -

수학전공

MA201, MA202,

MA111

응수전공

2000이후:MA201

MAS109, MAS201, 

MAS202 중에서 

2과목 이상 이수

화학과 4 CH103, CH104 CH103, CH104 CH103, CH104

건설및환경

공학과
7 MA102(MA104) - -

기계공학전공 7
PH142, PH152,

MA102(MA104)
- -

항공우주

공학전공
7

PH142 PH152,

MA102(MA104)
MA201, MA202 MAS201, MAS202

산업공학과 7
PH142, PH152,

MA102(MA104)
- -

산업디자인

학과
3 - 2002이후:ID202 ID202

생명화학

공학과
8

PH142, PH152,

MA102,(MA104)

CH103,CH104, 

EE103,EE200 중 

이수

ChE201, ChE202
99학번:

ChE201, ChE202

2000이후:미지정

-

원자력및양자

공학과
7

PH142, PH152,

MA102(MA104)
- -

신소재공학과 7
PH142, PH152,

MA102(MA104)
- -

전기및전자

공학전공
7

PH142, PH152,

MA102(MA104)
MA111,MA201,

MA202

MA111, MA201,

MA202

MAS109, MAS201, 

MAS202 

전산학전공 7
PH142, PH152,

MA102(MA104)
- -

바이오시스템

학과
- -

2006학번:

MA111, MA201
MAS109, MAS201

테크노경영

대학원

경영공학전공

3 MA102(MA104)
2001이후 :

MA111, IE200
MAS109, IE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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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과목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숙제) 비 고

기초필수

(23학점)

PH121

PH141

PH161

PH122

PH142

PH162

PH151

BS110

BS120

MAS101

MAS103

MAS102

MAS104

CH100

CH101

CH105

CH102

CH106

CS101

CS102

20.121

20.141

20.161

20.122

20.142

20.162

20.151

21.110

21.120

22.101

22.103

22.102

22.104

23.100

23.101

23.105

23.102

23.106

36.101

36.102

기초물리학 I

일반물리학 I

고급물리학 I

기초물리학 II

일반물리학 II

고급물리학 II

일반물리학실험 I

기초생물학

일반생물학

미적분학 I

고급미적분학 I

미적분학 II

고급미적분학 II

기초화학

일반화학 I

고급화학

일반화학 실험 I

고급화학실험

프로그래밍기초

고급프로그래밍

3:1:3(6)

3:1:3(6)

3:1:3(6)

3:1:3(6)

3:1:3(6)

3:1:3(6)

0:3:1(3)

3:0:3(2)

3:0:3(2)

3:1:3(6)

3:1:3(6)

3:1:3(6)

3:1:3(6)

3:0:3(3)

3:0:3(3)

3:0:3(3)

0:3:1(1.5)

0:3:1(1.5)

2:3:3(5)

2:3:3(5)

※2000 봄학기부터 기초, 

일반, 고급 또는 일반, 

고급 등으로 과목 분리 

(등급에 따라 과목별 

1과목씩 선택 이수)

기초선택

(9학점

이상)

AA100

MAS109

MAS201

MAS202

CH103

MAE106

IE200

ID201

CBE202

NQE101

MS211

EE200

12.100

22.111

22.201

22.202

23.103

40.106

31.200

32.201

39.202

33.101

34.211

35.200

현대과학기술 이해

선형대수학개론

응용미분방정식

응용해석학

일반화학 II

인간과 기계

OR개론

디자인과 생활

생명화학공학개론

원자력과 양자의 세계

신소재과학개론

전자공학개론

3:0:1

3:1:3(6)

3:1:3(6)

3:1:3(6)

3:0:3(3)

3:0:3(3)

3:1:3(4)

3:0:3(2)

3:0:3(3)

3:0:3(3)

3:0:3(3)

3:0:3(6)

PH152

CH104

MAE208

IE201

ID202

EE103

MGT201

BiS102

CE101

20.152

23.104

40.208

31.201

32.202

35.103

53.201

41.102

37.101

일반물리학실험 II

일반화학실험 II

새로운 기계와 체험

산업공학응용 및 실습

발상과 표현

전기전자기초공학실습

경영공학실습

   바이오공학의 이해

   인류 문명과 건설 

0:3:1(3)

0:3:1(1.5)

2:3:3(3)

2:3:3(4)

2:2:3(3)

2:3:3(6)

2:3:3(4)

3:0:3(6)

3:0:3(5)

   ※ 교과목 폐기 및 변경 등에 따른 대체과목

      - 기계설계 및 제작 → 창의적 설계구현 → 새로운 기계와 체험

      - 일반물리학 I, 일반화학 I의 교과목 변경(강의와 실험)에 따른 대체과목

 ․ 일반물리학 I(4학점) → 일반물리학 I(3학점) 및 일반물리학 실험 I(1학점)

 ․ 일반화학 I(4학점) → 일반화학 I(3학점) 및 일반화학 실험 I(1학점) 

      - 기초필수과목 중 교과목 등급(기초, 일반, 고급)에 따른 재수강

 ․ 등급에 관계없이 재수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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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과목 교과목 개요

AA100  현대과학기술이해 (Understanding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3:0:1

전 과학/공학분야에 걸쳐 최신 연구발전 상황을 폭넓게 소개하고 각 분야의 유망한 연구과제와 전

망 등을 알려 준다. 카이스트의 전 학과/전공에서 차례로 활발히 연구되는 분야와 전망이 밝은 분야

들을 소개하고 논의한다.(성적은 S,U로 부여)

PH121  기초물리학 I (Fundamental Physics I) 3:1:3(4)

이 과목은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개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뉴턴법칙, 회전운동, 일 및 에너지, 운동량, 유체운동, 열역학, 그리고 파동과 진동에 대해 

배운다.

PH122  기초물리학 II (Fundamental Physics II) 3:1:3(4)

이 과목은 자연과학 및 공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물리 개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전기 및 자기, 파동, 상대성이론, 그리고 현대물리학에 대해 배운다.

PH141  일반물리학 I (General Physics I) 3:1:3(6)

모든 이공계 과목의 기초가 되는 핵심과목으로, 학생들이 고전역학에 관한 기본개념을 배우도록 뉴

턴역학(일, 에너지, 운동량, 회전운동, 유체운동), 열역학, 그리고 진동과 파동에 대해 강의한다.

PH142  일반물리학 II (General Physics II) 3:1:3(6)

모든 이공계 과목의 기초가 되는 핵심과목으로, 고전물리 및 현대물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룬다.  

중요한 강의내용은 전기 및 자기, 광학, 상대성이론, 그리고 현대물리학 등이다.

PH151  일반물리학실험 I (General Physics Lab. I) 0:3:1(3)

일반물리학 I 강의에서 다루는 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법칙을 실험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험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 배운다. 

PH152  일반물리학실험 II (General Physics Lab. II) 0:3:1(3)

일반물리학 II 강의에서 다루는 물리학의 기본원리와 법칙을 실험을 통하여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실험의 목적, 실험 방법, 실험 데이터 처리 및 해석, 측정의 정확도에 대해 배운다. 

PH161  고급물리학 I (Advanced Physics I) 3:1:3(6)

고전물리학을 심도있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학, 열물리를 기존의 일반물리학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의한다.

교재 : Feynman Lectures on Physics  Vol. I

PH162  고급물리학 II (Advanced Physics II) 3:1:3(6)

고전물리학을 심도있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기학을 기존의 일반물리학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의한다.

교재 : Feynman Lectures on Physics  Vol. II

BS110  기초생물학 (Basic Biology) 3:0:3(2)

생명현상의 전반적인 내용을 객관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타 학문 및 산업분야에 종사할 

비전공자들이 생물학영어 전문용어에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물과학 및 생물공학의 기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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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120  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3:0:3(2)

생명 현상의 기본원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한다.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체대사, 유전의 원리와 진화, 

생명현상의 다양성, 생태와 환경들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심도있게 교육함으로써, 생물 관련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한다.

MAS101 미적분학 I (Calculus I) 3:1:3(6)

일변수 실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입문 과목으로 이들의 기본 개념과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

은 초월함수(삼각함수, 로그함수, 쌍곡함수와 이들의 역함수)에 대한 미적분, 적분법, 특이적분과 이들

의 수렴판정, 극좌표에서의 미적분, 무한급수와 이들의 수렴판정, 테일러 전개와 멱급수 등이다.

MAS102 미적분학 II (Calculus II) 3:1:3(6)

다변수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입문 과목으로 이들의 기본 개념과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

용은 벡터공간과 벡터의 내적 및 외적, 행렬과 그 연산, 행렬식, 원기둥 및 구면좌표계, 이차곡면, 

다변수 벡터함수의 극한, 연속성, 미분가능성, 편미분, 방향미분, 접평면, 다변수 함수 극값의 판정, 

라그랑제의 승수법, 중적분, 삼중적분, 벡터장과 그의 회전과 발산, 선적분, 면적분, 그린정리, 스토

크정리, 발산정리, 보존장정리 등이다.

MAS103 고급 미적분학 I (Honor Calculus I) 3:1:3(6)

미적분학 I (MAS101)처럼 일변수 실함수의 미분과 적분에 관한 기본 개념과 응용을 다루지만 수학

적 엄 성을 높여서 강의한다.

MAS104 고급 미적분학 II (Honor Calculus II) 3:1:3(6)

미적분학 II (MAS102)처럼 다변수 벡터함수의 미분과 적분의 기본 개념과 응용을 다루지만 수학적 

엄 성을 높여서 강의한다.

MAS109 선형대수학 개론 (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3:1:3(6)

연립선형방정식, 행렬과 행렬식, 고유치와 고유벡터, 내적공간, 기저의 직교화, 특성방정식, 행렬의 대각

화, 복소벡터 등을 다룬다.

MAS201 응용미분방정식 (Differential Equations and Applications) 3:1:3(6)

미분방정식의 기본 개념과 풀이법을 다룬다. 선형 상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 연립미분방정식을 

소개하고 기초적인 편미분방정식을 다룬다.

MAS202 응용해석학 (Applied Mathematical Analysis) 3:1:3(6)

푸리에 급수와 푸리에 변환을 이용한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법, 복소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 급수 

및 유수와 이들의 응용을 다룬다.

CH100  기초화학 (Basic Chemistry) 3,0,3(3)

물질의 구조, 조성, 성질, 반응성 등을 다루는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개념 중 원자구조, 화

학량론, 기체, 액체, 고체, 열화학, 원소의 주기율, 화학결합, 분자 구조 등을 다루고, 이들 개념을 생

활 속의 주변물질의 이해와 사용에 응용하는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CH101  일반화학 I (General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물질의 구조, 조성, 성질, 반응성 등을 다루는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개념중 원

자구조, 화학량론, 수용액반응, 열화학, 원소의 주기율, 화학결합, 분자구조 및 결합이론, 기체와 분

자간 인력 등을 다루고 이들 개념을 첨단물질이라는 응용적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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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102  일반화학 실험 I (General Chemistry Lab. I) 0:3:1(1.5)

일반화학I의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일반화학I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공학도에 

필요한 관찰태도, 실험자료의 분석능력을 키울뿐만 아니라 실험학문인 화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방

법을 배우도록 한다.

CH103  일반화학 II (General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CH101의 계속과목으로 용액의 성질, 반응속도론 및 화학평형, 산 염기 평형, 열역학 등의 

기본개념을 다루고, 환경화학, 전기화학, 핵화학, 무기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등 화학의 세부분야의 

기본적인 원리와 범위를 배운다.

 

CH104  일반화학실험 II (General Chemistry Lab. II) 0:3:1(1.5)

이 과목은 CH103의 강의내용과 관련된 주제를 실험으로 다루므로써 CH103 강의의 이해를 돕고 특히 양

이온과 음이온의 체계적 정성분석과 기초적인 정량분석실험을 통하여 실험의 체계성을 익히도록 한다.

CH105  고급화학 (Advanced Chemistry) 3:0:3(3)

물질의 구조, 조성, 성질, 반응성 등을 다루는 화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개념중 원자구조, 화학

량론, 기체, 액체, 고체, 열화학, 원소의 주기율, 화학결합, 분자구조 등을 심도있게 다루고, 이들 개

념을 생명과학 및 재료과학, 공학 등에 응용하는 측면에서 정리해 본다.

CH106  고급화학실험 (Advanced Chemistry Experiment) 0:3:1(1.5)

고급화학의 강의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실험을 통하여 고급일반화학의 이해를 돕고 나아가 이공학도

에게 필요한 관찰태도, 실험자료의 분석능력을 갖출 뿐 아니라 실험학문인 화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방법을 배우도록 한다.

CE101   인류 문명과 건설 (Human Civilization and Construction)                         3:0:3(5)

인간이 문명생활을 하며 이룩한 건설과 관련된 여러 구조물에 대한 소개와 건설 및 환경공학과 관

련된 주요 구조물에 대한 기본 이론 및 제반 문제에 대하여 다룬다.   

MAE106  인간과 기계 (Human and Machine)       3:0:3(3)

초심 이공계학생이 책임있고 유능한 과학기술자로 성숙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의식과 방향성, 그

리고 능동적 자세와 방법론을 논하고 전문가로서의 앞날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실제적인 전략과 방

법론, 효과적인 학문수행법을 논한다. 특히 현대문명의 근본속성인 기계문명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

하고 그 속에서 과학기술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적, 기술적 자세와 방법론을 논한다. 

MAE208  새로운 기계의 설계와 체험(New Design and Experience in Mechanical Systems)  2:3:3(3)

Robotics, Rapid prototyping, MEMS, Fuel Cell, 광기계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계 시스템을 크게 New 

Energy, Micro/Nano/Bio, New Mechatronics의 세 분야로 분류하고, 매년 각 분야에서 선정된 세부 분야를 실

제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학부 저학년 생들에게 

폭넓은 학문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게하여, 다양한 응용연구의 기초를 갖게 한다.

IE200  OR 개론 (Introduction to Operations Research) 3:1:3(4)

OR은 인간, 기계, 물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방안

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다루는 내용은 크게 최적화 방법과 확률론적 분석 방법등 두 가지

이다. 본 과목은 이러한 내용을 OR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OR의 기법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R 입문 강의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최적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56 / 2007~2008 학사요람

IE201  산업공학 응용 및 실습 (Applications and Laboratories of Industrial Engineering) 2:3:3(4)

본 강좌는 산업공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개념의 산업시스템에 적용 과제를 통하여, 산업공학의 

중요성 및 실용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산업공학의 기본 분야는 제조시스템, 운용과학, 통계, 컴퓨터

응용, 산업경영, 인간공학 등이며, 과제는 교육용 생산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산업시스템에 산업공학 

기초개념을 적용 및 응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D201 디자인과 생활(Design and Living)                                            3:0:3(2)

본 과목은 디자인의 전반적 개요를 생활 속의 문화와 기술적 맥락에서 소개함으로써 디자인을 전공하려는 

자나 디자인 비전공자로서 디자인에 대한 기초를 이해하도록 돕는 기초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디자인

의 발전적 흐름, 디자인의 기본 속성 및 원칙, 디자인과 인간, 기술, 문화 등과의 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강의와 이들을 응용해 보는 간단한 실습 강의를 병행한다. 

ID202  발상과 표현  (Creativity & Visualization)                                      2:2:3(3)

디자이너에게 요구되는 창의성은 상상력과 유연한 사고에 바탕을 둔 창조적 사고와 이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통합적 능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에서는 창의적 아

이디어의 개발과정에 활용될 수 있는 발상기법과 이를 발전, 구현시키는 다양한 표현방법의 학급 

목표로 학생들의 시각적 사고능력을 개발한다.

CBE202  생명화학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3:0:3(3)

인류의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소재와 에너지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적 화학공업뿐만 아니

라, 인류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치창조를 창출할 생명산업, 환경산업 및 정보산업에 대

한 화학․생명공학의 역할을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물질 및 에너지 수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강의

한다. 또한 기능성신소재, 신촉매 및 미세구조입자기술, 연료전지, 생물정보학, 미세전자공정, 미세유

체역학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화학․생명공학적 지식을 개관한다.

NQE101  원자력과 양자의 세계 (Nuclear and Quantum World) 3:0:3(3)

원자와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빛의 기본입자인 광자는 파동⋅입자로서 양자역학

이라는 신비로운 질서 속에서 존재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

념을 역사적 고찰과 비수식적인 접근방법으로 소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핵분열, 핵융합, 양자 빔 과

학, 의료영상, 양자현상, 양자컴퓨터 등 원자력 및 양자공학에서의 응용분야를 논의한다. 더불어 에

너지개발의 국제정치 및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양자공학과 21세기 기술발전의 관계를 소개한다.

MS211 신소재과학개론(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3)

금속, 세라믹스, 반도체 및 고분자 소재의 원자결합, 결정구조, 미세조직과 이들의 기계적, 전기자기

적, 열화학적인 성질과의 상관관계를 물리 및 화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종합적으로 다룬다.

EE103  전기전자기초공학실습(Introductory Lab. for Electrical and Electronic Engineering) 2:3:3(6)

본 과목은 로봇축구에 관심 있는 초보자 및 공학도, 실무진에 이르기까지 산업 전자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는 전자기초와 응용회로를 대상으로 제작기술을 익히고 이를 기초로 전자공학기술의 집약인 

로봇축구 시스템의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로봇시스템과 비젼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전자공학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배양하는 과목이다.

EE200  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nic Engineering) 3:0:3(6)

회로의 기초개념, 회로소자, 전원함수, 간단한 회로의 과도현상 및 정현파 정상상태응답, 다상회로, 

반도체의 결정구조 공유결합, 에너지 대모델, pn 접합과 그 응용, 접합 트랜지스터, 전개효과 트랜지

스터의 구성 및 그 응용회로, 디지털 시스템의 기초이론, 컴퓨터의 기초원리 등의 개요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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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101  프로그래밍 기초 (Introduction to Programming) 2:3:3(5)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법과 컴퓨터 구조의 기초지식을 배우며 선택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

하여 주어진 문제를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방법으로 푸는 법을 익힌다. 선택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w

중심으로 데이터 구조, 입출력, 각 실행문의 흐름제어 및 부프로그램의 사용법을 익히고, 문제해결

의 단계적 분할과 모듈의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 분야와 비수치 분야에 관한 문제를 푸는 프로그램 

실습이 포함된다.

CS102  고급 프로그래밍 (Advanced Programming) 2:3:3(5)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기법과 컴퓨터 구조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선택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

용하여 주어진 공학문제를 수치해석적 방법과 구조적 프로그래밍의 방법으로 푸는 법을 익힌다. 선

택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중심으로 데이터 구조, 배열, 포인터, 부프로그램의 고급 사용법을 익히고, 

문제해결의 단계적 분할과 모듈의 개념을 사용하여 수치 분야와 비수치 분야에 관한 문제의 알고리

즘 분석 및 프로그램 실습이 포함된다.

BiS102  바이오공학의 이해 (Introduction to Bioengineering) 3:0:3(6)

바이오공학의 전반에 관한 이해를 목적으로 이 분야의 역사와 최신 연구동향, 그리고 미래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기본 개념, 연구방법 그리고 적용분야를 알아본다.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기존 생물

학, 생체공학 그리고 생명공학기술 간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MGT201  경영공학실습 (Management Engineering Practice) 2:3:3(4)

경영공학분야의 시사성이 있는 중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기본적 경영이론을 공부하고 

현장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낸다. 이 과목의 목적은 경

영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이론을 적용해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 시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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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1. 졸업이수 학점(학칙 제66조 )

   1) 석사과정

      가) 논문석사 : 36학점 이상<교과학점 24학점 이상+연구학점(논문연구, 논문세미나, 세미나)>

      나) 교과석사 : 36학점 이상<교과학점 24학점 이상+교과부가학점 6학점 이상+연구학점(개별연구, 세미나)>

   2) 박사과정 : 72학점 이상<교과학점 42학점 이상+연구학점 30학점 이상(논문연구, 논문세미나, 세미나)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은 박사과정 교과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3) 석․박사과정 공통필수학점은 공통필수과목 중 3학점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4) 석사과정의 경우 무학점인 리더십강좌를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5) 교과학점(전공필수, 선택) 및 연구학점 이수과목 및 요건이 학과마다 다르므로 학과별 교과이

수요건을 반드시 참조

   6) 교과학점 이수요건 자율화 학과(생명, 화학)는 총 이수학점에는 변동이 없으나 타 학과에 비

하여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이 다름

      ◦ 교과이수 자율화 운영학과 및 과정: 생명과학과(석․박사과정), 화학과(박사과정)

      ◦ 총 이수학점에는 변동이 없으나 기존의 교과학점(하향)과 연구학점(상향) 조정 

      ◦ 적용대상 : 2001학년도 3월 석․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

2. 교과석사 학위제 교과과정 이수

   ◦ 학위논문심사 없이 소정의 학점 취득시 석사학위 수여(교과학점 6학점 이상 부가 대체)

     각 해당학과 이수요건 참조

   ◦ 학과/전공 특성에 따라 교과석사 학위제 운영(논문석사와 병행 운영)

   ◦ 교과석사 인정 학과 : 물리, 생명, 수리과학, 원자력 및 양자, 전산, 자동차기술대학원, 바이오

시스템, 문화기술대학원, 경영대학(테크노경영, 이그제큐티브, IMBA, 금융, 정보미디어, 경영정

보, 텔레콤경영), 2개 학제전공(소프트웨어전문가과정, 정보통신공학)

      - 물리, 생명 교과석사 : 박사과정 진학예정자에 한함.

      - 원자력 및 양자 교과석사 : 2003 봄학기 이후 입학하는 석사과정 외국인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지도교수와 협의하여 실시

   ◦ 교과석사 이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교과석사를 운영하지 않는 학과/전공에서 신청하는 경우

      - 교과학점만 취득하거나 연구학점을 논문연구, 논문세미나로 취득하는 경우  

   ◦ 적용대상 : 2001학년도 석사과정 재학생부터 적용(해당 학과/전공에 한함)

3. 학제전공 교과과정 이수

   ◦ 학제전공은 소속학과(학제전공) 명의로 졸업하는 학생과 학제전공명의로만 졸업하는 학생으로 

구분하여 교과과정을 이수

   ◦ 소속학과(학제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와 학제전공의 교과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야 하며, 학제전공으로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제전공의 교과과정만 이수하면 됨. 다만, 2002

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학제전공의 교과과정만 이수하여도 소속학과(학제전공)으로 졸업이 가능함.

4.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 교과과정 이수

   ◦ 석사･박사학위통합과정은 박사학위를 최종 목표로 하는 학생이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석사학

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과정에 진입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함.

   ◦ 교과과정 이수

     - 별도의 교과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아니하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교과과정을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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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과정의 학점 이수요건으로서, 이미 취득한 석사과정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총 72학점

(교과학점 42학점 이상과 연구학점 포함)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학과에서 별도로 정

한 박사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계산할 수 있다.

     ◦ 학위수여 : 학점이수요건을 충족하며 소정의 종합시험과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하고 모든 학

위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수여한다.

     ◦ 학생정원, 학생선발 등 세부내용은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지침 및 매년도 석사․박사과정 모

집요강 참조

     ◦ 과정 탈락자 등에 대한 조치: 통합과정 중도 탈락자, 포기자 등이 학위수여규정의 석사학위 

이수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통합과정의 이수를 종결시킬 수 있다.

5. 특강과목 이수

   ◦ 석사과정의 경우 총 9학점 이내 인정(부제를 붙여서 개설하고, 성적표에도 표시)

6. 경과조치 및 기타

   ◦ '98학년도에 교양과목(CC030) 폐기로 인한 미이수자는 소속 학과 또는 타학과의 세미나(1학점)

를 대체 이수하여야 함.(일반장학생은 제외) 

   ◦ 박사과정의 학사과정 교과목 이수는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이 경우 '98학번 입학생부터 취득한 학사 및 석사학위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 교과

목에 한하여 인정하며, '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98학년도 봄학기 이후에 이수한 교과

목에 한하여 학점을 인정)

   ◦ 교과과정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교

과목이 폐기 및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교과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요람 또는 지침외에 별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 학과의 방침

을 따르되, 이의가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관련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하

여 정한다.

    * 주  의

 교과목 이수현황, 교과목 이수요건 등 졸업이수요건의 확인은 학생본인의 책임하에 실시하여야 함. 



석･박사과정 이수요건 / 63

❒ 석･박사과정 공통필수과목

1. 공통필수과목

   가. 공통필수과목 이수요건

       ◦ 공통필수과목은 각 학과(전공)에서 공통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필수과목으로 석․박사과정 학

생은 학과 및 전공의 필요에 따라 선정된 과목중에서 1과목 이상(3학점이상)이수하여야 함.

         ※ 공통필수과목은 학과에 따라 이수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음.

         ※ 공통필수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박사과정에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단, 

‘영어논문작성법’을 박사과정의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학과(산업, 재료)는 동 과목 필히 

이수(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석사과정은 무학점인 리더십강좌(2002 석사과정 국비, 과기원장학생 입학생부터 적용)를 반

드시 이수하여야 함.

          ※ '98년도에 교양과목(CC030) 폐기로 인한 미이수자('97학번을 포함한 그 이전 학생)는 

소속학과 또는 타학과의 세미나(1학점) 과목을 대체이수하여야 함.(일반장학생은 제외)

   나. 석사과정 리더십강좌 개설․운영

       ◦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강좌를 개설․운영하여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의 리더로

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02년도부터 개설․운영

       ◦ 강    사 : 산업체 CEO 와 사회 저명인사 

       ◦ 과목번호 및 강의: 실험: 학점 : CC010(1: 0: 0)

       ◦ 과목구분 : 공통필수(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

       ◦ 대   상 : 석사과정(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일반장학생과 외국인학생, 경영대학 

입학생은 제외)

       ◦ 졸업요건 및 성적부여 : 무학점이나 강좌 출석을 총 5회이상(2003 가을학기부터 : 4회에서 

5회이상으로 변경) 출석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하며, 성적은 “S"를 부여(미충족

시 “U"부여)

   다. 영어논문작성법 개설․운영

       ◦ 석･박사 과정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자의 전문활동에 필요한 영어논술을 다루는 과목으로 

학과에 따라 이수요건이 다름

       ◦ 교과번호 및 교과목명 : CC500 영어논문작성법(공통필수)

       ◦ 학점 및 평가 : 강:실:학(3:0:3), S/U로 평가

       ◦ 주관 : 인문․사회과학부

       ◦ 학과지정 :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기계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전공, 바이

오시스템학과, 의과학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학제전공 (고분자, 과학기술학, 

나노과학기술, 로봇공학, 문화기술, 반도체, 의과학, 정보통신공학, 환경에너지공

학, eML)

   라.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개설․운영

       ◦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벤처 마인드를 고취하고 글로벌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성공을 위한 기업가정신과 리더십을 함양하기위하여 2002년도에 개설 운영

       ◦ 과목구분 및 학점 : 공통필수(CC530), 3:0:3(3)

         - 학과에서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한 학과에 한하여 공통필수로 인정

         - 지정하지 않은 학과는 이수시 선택과목으로 인정

         - 학과지정 :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산업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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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전공, 

전산학전공, 바이오시스템학과, 의과학대학원, 문화기술대학원, 학제전공(고

분자, 나노과학기술, 로봇공학, 문화기술, 반도체, SEP, 정보통신공학, eML)

       ◦ 대상 : 2002학년도 석․박사과정 재학생부터

   마.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개설․운영

       ◦ 석․박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자에게 필요한 특허정보 조사, 분석, 활용에 관한 이  

         론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학년도 봄학기부터 개설 운영

       ◦ 과목구분 및 학점 : 공통필수(CC531), 3:0:3(6)

         - 학과에서 공통필수과목으로 지정한 학과에 한하여 공통필수로 인정

         - 지정하지 않은 학과는 이수시 선택과목으로 인정

         - 학과지정 : 생명과학과, 화학과, 산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

학과, 원자력및양자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전공, 바이오시스템학과, 의과학대

학원, 문화기술대학원, 학제전공 (문화기술, 의과학, eML)

2. 공통필수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개설 학부/학과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2

CC513

CC522

CC530

CC531

11.010

11.500

11.510

11.511

11.512

11.513

11.522

11.530

11.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4)

2:3:3(10)

2:3:3(6)

3:0:3(3)

3:0:3(6)

2:3:3(8)

3:0:3(6)

3:0:3(6)

 교무처

 인문․사회과학부

 전산학전공

 수리과학과

 신소재공학과

 산업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과

 바이오시스템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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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필수 교과목 개요

CC010  리더십 강좌 (Special Lecture on Leadership) 1:0:0

졸업후 사회의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배양하여 과학 기술인재로서의 자세와 소

양을 쌓을 수 있도록 산업체의 CEO 와 사회저명인사를 초빙하여 리더십 강좌를 실시한다. 

CC500  영어논문작성법 (Science Writing in English) 3:0:3(4)

과학기술자의 전문활동에 필요한 영어논술을 다루는 과목으로 국제학술지 논문저술,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전공세미나 발표, 전공세미나 발표, 영문연구계획서 작성, 학위논문 또는 보고서 작성 및 

발표에 필요한 영어논술 방법을 다룬다.

CC510  전산응용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Application) 2:3:3(10)

FORTRAN, PASCAL과 같은 고급언어의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구성된 프로그래밍의 개념을 소개

하고, 또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기본지식을 습득한다. 대화식 단말장치 실습을 통해 

file manipulation, text editor 등의 사용법을 익히고, 또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직접 프

로그램하여 봄으로써 컴퓨터 활용의 기초를 마련한다.

CC511  확률 및 통계학 (Probability and Statistics) 2:3:3:(6)

공학 기초과목으로 실험자료 분석처리 등 제반 연구에 필요한 확률 및 통계기초를 다루며 모수추

정, 가설검증, 회귀분석을 다룬다.

CC512  신소재과학개론(Introduction to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3)

공업용 신소재의 개요, 금속, 세라믹스, 고분자소재의 기계적, 화학적,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

의 원리, 평형, 상태도, 확산 및 상변태론, 미세조직과 성질의 관계, 여러 재료의 실제적 이용, 한국 

재료과학과 공학의 현황을 다룬다.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Engineering Economy and Cost Analysis) 3:0:3(6)

공업체계에 있어 제반 경제성 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이론과 기법을 위주로 경제학의 기초지식, 공

업경제 문제의 특색, 자금의 시간적 가치, 현재 가치 및 연간 등가가치 분석, 감가상각, 공공사업의 

경제성, 설비대체 등을 다룬다.

CC522  계측계론 (Introduction to Instruments) 2:3:3(8)

본 교과목에서는 전기 및 전자공학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을 실시한다. 다루는 내용은 먼저 R,L,C 

등의 수동소자를 이용한 실험, 오실로스코우프의 동작원리를 배운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analog 

실험 (AC/DC 전원 장치, 트랜지스터의 증폭, 연산증폭기)과 digital 실험 (combinational sequential logic) 

및 computer의 동작원리를 습득하고, 몇가지 응용실험(dimmer, motor position control 등)을 실시한다.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Enterpreneurship and Business Strategies) 3:0:3(6)

세계시장을 지향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에 대해 강

의하고 사례를 소개함.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Patent Analysis and Invention Disclosure) 3:0:3(6)

이공계 학생들의 논문연구 주제선정, 연구개발 기획 및 연구계획 수립단계에서 필요한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에 관한 도구와 방법을 제공하며, 연구결과의 발명출원과 지식재산권 확보에 필요한 

기본지식과 전략에 관해 토의한다. 특히 새롭게 전개되는 첨단 융합기술 분야의 연구원이 알아야할 

특허정보 시스템과 분류체계, 지적재산권과 권리보호 메카니즘, 국내외 주요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검색엔진, 특허정보 분석도구와 방법, 정량 및 정성적 특허분석 방법론, 출원서 작성 방법과 출원절

차, 첨단 융합기술 분야에서의 전략적 특허 포트폴리오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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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공통선택과목
     

1. 공통선택 교과목 일람표

   다음 과목을 석․박사과정 학생이 이수한 경우에는 선택과목학점으로 인정함.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개설 학부

선    택 HS585 10.585 시각원리와 활용 3:0:3(6) 인문․사회과학부

선    택 HS586 10.58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Ⅰ 3:1:3(6) 인문․사회과학부

선    택 HS587 10.58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Ⅱ 3:1:3(6) 인문․사회과학부

2. 공통선택 교과목 개요

HS585  시각원리와 활용(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Vision)               3:0:3(6)

형태, 색상, 공간지각에 관련한 인간시각의 원리를 정보처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 원리를 시각

적 조형물의 구성에 적용하는 방법을 인간공학적 측면에서 논의한다. 나아가, 조형물의 시각적 감상

에 관여하는 심리적 과정을 다룬다.

HS58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Ⅰ(Introductory Korean for Foreigners I)        3:1:3(6)

본 과목에서는 KAIST에 재학하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필수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의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한글을 읽고 쓰는 법과 말하기 듣기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 한국문화

를 가르쳐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한다. 

HS58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II(Introductory Korean for Foreigners II)        3:1:3(6)

본 과목은 봄 학기에 열리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을 들었거나, 그에 준하는 한국어 실력이 

있는 학생이 수강할 수 있으며 한국어 I에 이어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강화하고 좀 더 실생

활에 필요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며 기본 문법 배우기가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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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학과(전공) 

소개 및 교과과정
✏ 자연과학대학

   ❑ 물리학과

   ❑ 생명과학과

   ❑ 수리과학과

   ❑ 화학과

✏ 공과대학

   ❑ 건설 및 환경공학과

   ❑ 기계공학전공

   ❑ 항공우주공학전공

   ❑ 산업공학과

   ❑ 산업디자인학과

   ❑ 생명화학공학과

   ❑ 신소재공학과

   ❑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 반도체공학프로그램

   ❑ 전산학전공

   ❑ 자동차기술대학원

✏ 학제학부

   ❑ 바이오시스템학과

   ❑ 의과학대학원

   ❑ Business Economics Program

✏ 경영대학

   ❑ 테크노경영대학원

   ❑ 경영공학전공

      - MBA과정

   ❑ 금융전문대학원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 문화과학대학

   ❑ 문화기술대학원

✏ 학제전공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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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연과학대학

연과학대학은 물리학, 생명과학, 수리과학, 화학 등 자연과학 전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

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추어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

을 위하여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수리과학과, 화학과 등 4개 학과를 두고 있다. 각 학과  

에서는 각 과정 학생들의 전공과목의 교육은 물론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과학기초 과목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물리, 수학 등 기초과학은 자연법칙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학문으로써 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고 그 법칙을 연구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수단으로 쓰여 지고 있으므로 본 자연과학대학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학제적 연구 및 학문 간의 융합화가 강조되고 기초과학 연구결과가 기술혁신으로 결실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과학대학에서는 학과 상호간 긴 한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학과 내에서도 순수 및 

응용분야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세계 초일류 연구중심 이공계 대학’의 KAIST VISION을 달성

하고자 리더십을 갖춘 지식창조형 인재양성, 세계 초일류 수준의 학문적 수월성 달성, 전략적 미래  

원천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수행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 모두 노력하고 있다.

  자연과학대학에 소속된 교수는 명예교수 16명과 석좌교수 1명을 포함하여 총 118명이고,    

2006년 10월 현재 재학생은 학사과정 686명, 석사과정 257명, 박사과정 357명,  석․박사통합 139명 

(석 41, 박 98) 등 총 1,493명의 학생이 있으며, 그동안 배출한 졸업생은 학사 1,750명, 석사 3,064명, 

박사 1,618명 등 총 6,215명으로 이들은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연구개발과 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학문발전 및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연과학대학에는 자연과학연구소와 분야별로 특화된 연구센터 및 연구단 등이 있어   

연구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타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적극적인 

학ㆍ연ㆍ산 교류와 함께 외국기관과의 학술교류와 국제공동연구도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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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학과홈페이지 : physics.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502-4

1. 개  요

  물리학은 소립자에서 우주 크기까지에 이르는 모든 물질의 성질과 운동을 지배하는 자연의 기본

법칙을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학사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이 실험과 이론의 양면에서 물리학 전반에 대

한 철저하고 폭 넓은 이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졸업 후 물리학을 계속 연구

하는 사람은 물론, 다른 전문분야로 진출할 사람을 위해서도 본 과정은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석사․박사 과정의 대학원에서는 물리학의 기본 필수 과목을 강의와 실험을 통해서 재정리, 기본실

력을 쌓게 하고 논문지도교수가 정해지면 각자 전공분야에 알맞은 선택과목의 강의 및 연구실험을 

위주로 자기 전공분야의 첨단적 연구 현황에 접하고 이에 도전하는 논문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된 공학 분야(재료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생명화학공학, 기계공학 등)와 생물학 분야에 

연계시켜 산업기술 및 의학의 연구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물리학과 학사과정에서 부여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나누어 볼 때, 그 첫 단계가 고전 및 현대

물리학의 전반에 걸쳐 기초개념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는 입문 과정이고, 다음이 입문과정에서 배

운 기초물리학을 세분하여 좀더 깊고 넓게 배우는 발전과정이 된다. 마지막으로 교수의 개별지도 

아래 첨단물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 경험을 쌓고, 또한 학생 공동연구 그룹에서의 토론과 지식의 교

환을 통하여 첨단 물리학 전반에 관해 익히는 연구과정이 있다. 한편, 물리학 이외에 다른 기초과학

과 공학을 익히도록 장려하여 졸업 후 다른 전문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도 그 분야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본 대학 물리학 전공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점적인 연구 분야에는 물질의 기본 입자와 힘을 규명

하려는 소립자 물리학을 비롯하여, 원자와 전자들의 집단인 고체의 여러 성질 및 그 응용을 연구하

는 응집물질물리학, 물체의 이온화된 가스 상태와 미래의 에너지원인 핵융합을 연구하는 플라즈마 

물리학, 레이저를 이용하여 빛의 기본성질과 여러 매질과의 상호작용 및 그 응용을 연구하는 광학, 

그리고 복잡계 및 비선형물리학, 전산물리학, 생물물리학 등이 있다.

   물리학의 근본적인 이해를 위해 고전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통계역학 등 다양한 과목들이 강

의되고 있으며, 물리학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실험 과목들도 비중 있게 강의되고 있다.

   물리학실험으로 일반물리학실험, 물리학실험 Ⅰ, Ⅱ, Ⅲ, Ⅳ, 그리고 실험물리특론이 있다. 일반물

리학실험은 과학기초과목의 하나로서 두 학기동안 이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일반물리학의 전 교

과과정의 학습을 위하여 25종목의 실험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각 종목마다 15벌씩의 실험기구가 마

련되어 있어서, 30명 단위의 학급에 2명이 1조를 이루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리학실험 Ⅰ, Ⅱ는 물리학 전공생의 입문 과정으로서, 아날로그 및 디지탈회로를 포함하는 전

자회로 기초와 컴퓨터를 이용한 실험운용, 진공, 저온, 고압, 시간, 그리고 Noise 처리 등을 포함한 

기초실험과정이다. 이 과정은 고학년에서의 고급 실험을 위한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물리학실험 Ⅲ, Ⅳ는 3학년 과정으로써, 열물리학, 광학, 원자물리학, 고체물리학, 핵물리학등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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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리학 분야의 총 25종목의 실험 장비가 준비되어 있다. 현대 물리학 실험실에는 모든 시설이 항

상 준비되어 있어서 각 실험을 1년 동안 걸쳐 순환방식으로 수행하며, 현대물리학의 개념 및 실험

기술을 익힌다. 

   물리학의 여러 세부 전공을 폭넓게 익히기 위한 실험물리학 특론은 X-ray를 이용한 결정구조연

구, XPS를 이용한 고체표면의 구조연구, 초전도체, 초음파 pulse, Magneto-optics, 레이저 산란, 흡수 

분광학, 고출력 펨토초 레이저의 연구 등 15종목의 첨단물리 분야를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졸업연구에서는 모든 학생이 각기 주제를 정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통하여 이론, 실험분야의 물리학 연구 과정을 경험하도록 한다.

❒ 석․박사 과정

   물리학과 석․박사 과정에는 크게 나누어서 응집물질물리학, 광학, 플라즈마물리학, 입자물리학의 

연구 분야가 있으며 또한 복잡계 및 비선형물리학, 전산물리학, 생물물리학 등의 분야에 대한 연구

도 수행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연구 분야는 본교의 타과 연구 분야와도 긴 한 관계가 있다.

   응집물리학에서는 응집물질 내 전자수송현상 및 광학적 그리고 자기적 성질에 대한 연구에 중점

을 두고 있다. 반도체 및 박막의 전기적, 광학적 성질, TFT 등 각종 디바이스의 연구, 강유전체, 고

온초전도체, 자기저항, 유기물 반도체 및 비선형광학 특성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며, 

한편 고집적정보 저장 및 메모리 재질 개발을 목표로 나노 자성박막 및 초격자 자성박막의 자기 및 

광자기적 특성과 스핀동력학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응집물질이론 연구는 반도체, 탄소나노

튜브의 전자수송, 원자 및 전자구조, 결함, 계면구조, 저차원 및 나노 전자계, 전자 강상관계와 같은 

다체 물리, 그리고 초전도 현상에 대해 연구, 교육하고 있다. 또한 생체분자, 자기화합성, 계면활성

을 갖는 연성물질의 2차원, 3차원에서의 구조와 물성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양자컴퓨터의 

구현을 위한 이론 및 실험적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광학에서는 레이저의 이론과 이용, Photonics, 간섭광학과 회절광학 및 광학계통의 설계에 관련된 

기하광학등이 강의되고 연구된다. 이들 부문에 걸쳐서 비선형광학, 고분해능 레이저 분광학, TW급 

Nd glass 레이저, 피코초와 펨토초의 극초단 펄스레이저, 표면광 마이크로 레이저, 다광자 혼합, 레

이저-플라즈마 상호작용, 결맞는 X-선 발생과 응용, 광섬유 레이저와 광통신 등에 관한 연구, 광학계

통설계 (렌즈 및 반사경계), OTF 측정, 광학용 다층박막계의 설계, 광섬유를 이용한 간섭계 및 센서

등을 포함한 광도파관 소자, 양자광학 연구, 광계측 연구등이 추진되고 있다.

   플라즈마물리학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핵융합 토카막 이론과 실험에서는 자기장내에 발생되는 고

온 플라즈마내의 수송 및 감금, 불안정성, 플라즈마 전류구동 및 가열, 그리고 고온 플라즈마의 다

양한 진단법의 개발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저온 플라즈마 실험실에서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전자 

사이클로트론 공명 플라즈마와 헬리콘 플라즈마 장치등을 개발하고, 탐침 및 분광분석을 통한 플라

즈마 진단기술에 기반을 둔 현상의 이해와 차세대용 고 도 대면적 플라즈마원의 연구개발에 초첨

을 맞추고 있다. 또한, 천체 플라즈마에서는 지구 및 행성계의 자기권 내에 존재하는 플라즈마와 고

온 성간물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입자물리학에서는 전자기력, 약력, 강력 및 중력의 상호작용과 이들 이론의 양자화, 게이지장론 

및 현상론, 자연의 네가지 힘을 하나로 통일하는 대통일장이론, 초대칭이론, 초중력이론, 초끈이론 등

을 위주로 하는 강의와 연구를 한다. 또한 여러 소립자들이 초기 우주에 줄수 있는 영향에 근거하여 

팽창이론, 우주구조형성, 암흑물질과 같은 여러 우주론적 문제들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전산물리학에서는 물리학계에 나타나는 비선형 편미분방정식 수치해석 및 전산모사, 인공지능을 

이용한 수식의 기호연산 및 자연제어처리, 통계 및 장이론을 이용한 문자 및 음성의 패턴 인지, 이차

원 장 및 통계이론을 이용한 평형전산기 및 신경회로에 관한 연구를 한다. 복잡계 물리학 분야의 해

당 범위는 매우 넓어서 복잡한 사회나 경제 현상, 생명 현상 등 기존의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복

잡한 시스템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과학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하여 복잡계의 구

조와 동역학에 관하여 연구한다.   유체, 고체, 플라즈마, 광학등의 제 분야와 화학, 생물학 분야 등에

서 일어나는 동역학적 현상의 근본적인 진행과정의 이해에 목적을 두고 있는 비선형 물리학 분야에서

는 혼돈, 비선형 동역학, 복잡계에서의 문양형성 및 동역학적 진화, 비평형 동역학 현상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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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물리학에서는 통계물리적 방법론을 통하여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분야와 뇌의 비접촉 측정방법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비선형 동역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뇌기능을 

이해하고 Neural network 모델을 구축하는 뇌기능의 모델링도 연구하고 있다.

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 (총 28 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 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각 항의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 지정필수 : PH152 일반물리학실험 II 

         - 권장과목 : CH103 일반화학 II, MAS109 선형대수학개론, MAS201 응용미분방정식, 

                      MAS202 응용해석학

           ※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라. 전공과목 (총 40학점 이상)

       ◦ 전공필수 : 19학점

       ◦ 전공선택 : 21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총 25학점 이상)

   바. 연구과목 (총 5학점 이상)

       ◦ 필수 : 5학점(PH490 졸업연구 3학점, PH496 세미나 2학점(2학점만 인정))

       ◦ 선택 : PH495 개별연구(4학점 이내만 인정)

   사. 영어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물리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PH301 양자역학 I, PH351 물리학실험 III (또는 PH352 물리학실험 IV)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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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을 포함하여 19학점 이상 이수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22 계측개론 중 

택 1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 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12학점(응용물리학실험 I 및 II, 양자역학 I, 전자기학 I 이수)

   라. 선    택 : 9학점 이상(적어도 6학점은 물리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 

   마. 연    구 : 12학점 이내(PH990 물리학 콜로키움을 2학기 이상 필히 이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교과석사 : 학위논문심사는 거치지 않되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①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한 자

     ② 박사과정 입학예정자

     ③ 지도교수에 의해 추천된 자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22 계측개론 중 

택 1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21학점(응용물리학실험 I 및 II, 양자역학 I, 양자역학 II, 고전역학, 전자기학 I, 통계역

학 이수)

   라. 선   택 : 9학점 이상(적어도 6학점은 물리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

   마. 연   구 : 3학점 이상(PH990 물리학 콜로키움을 2학기 이상 필히 이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

   ※ 교과석사는 200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석사과정과 동일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24학점(석사과정의 전공필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추가로 양자역학 II, 고전역학, 

전자기학 II, 통계역학을 이수)

   라. 선    택 : 15학점 이상(적어도 9학점은 물리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 석․박사과정 학생은 CC500 영어논문작성법 이수를 적극 권장함.(선택과목으로 인정)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본 규정은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다음과 같은 경과 조치를 둔다.

       ◦ 2002학년도 입학생중 전공필수과목 4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된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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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221, PH222 고전역학 I, II, PH231, PH232 전자기학 I, II, PH301, PH302 양자역학 I, II, 

PH211, PH212 수리물리학 I, II, PH312 통계물리학)을 4학점 과목으로 이수한 경우 해당

학점(1학점)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위의 변경과목을 이수한 경우나 이수시에는 4학점 (재수강 포

함)으로 인정하며,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전공과목 이수요건은 다음과 같다.

        - 2001학번 : 전공과목 총 58학점(연구학점 5학점 포함), 1999～2000학번: 전공과목 총 58학

점, 1998이전학번 : 해당 입학연도의 이수요건에 따른다.

       ◦ 2001학번～2004학번 : 기초선택 지정필수과목으로 PH152 일반물리학실험 II, MA111 선형

대수학개론, MA201 응용미분방정식을 이수해야 함.

       ◦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 개별연구)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

학생부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정)에 

따라 적용함.

       ◦ '93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의 기초과목 이수에 대하여는 입학 당시의 이수요건을 충족하

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구 교과과정의 교과목을 대체하는 신 교과과정의 교과목은 

교과목 번호에 관계없이 교과목명의 일치 여부에 따라 결정함.

       ◦ '91-'93학번 학생은 전공선택과목을 12학점 이상만 이수하여도 됨.

       ◦ '99학년도 이전에 응용수학 I을 이수한 경우 응용미분방정식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현대물리학 I(PH241) 또는 현대물리학 II(PH242)의 미이수/재수강자는 현대물리학(PH241)

으로 대체 인정함.

       ◦ 교과목명 변경 : 유체물리학(PH421) → 카오스와 비선형 동역학(PH421) 

                          → 비선형 동역학(PH421)

   나. 석․박사과정

       ◦ 고급전자기론은 과목 분리되기 이전에 이수한 경우 PH607, PH608 전자기학 I, II를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함.

       ◦ '99학년도 이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현 교과목으로 대치됨.

             PH605 역학특론 → PH605 고전역학

             PH607 고급전자기론 I → PH607 전자기학 I

             PH608 고급전자기론 II → PH608 전자기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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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

필수

PH221 20.221 고전역학 I 3:0:3(6) 과교수 봄

PH231 20.231 전자기학 I 3:0:3(6) 과교수 봄

PH252 20.252 물리학실험 II 1:4:2(3) 과교수 가을

PH301 20.301 양자역학 I 3:0:3(6) 과교수 봄

PH302 20.302 양자역학 II 3:0:3(6) 과교수 가을

PH311 20.311 열물리학 3:0:3(4.5) 과교수 봄

PH351 20.351 물리학실험 III 1:3:2(3) 과교수 봄

전공

선택

PH211 20.211 수리물리학 I 3:0:3(6) 과교수 가을

PH212 20.212 수리물리학 II 3:0:3(6) 과교수 봄

PH222 20.222 고전역학 II 3:0:3(6) 과교수 가을

PH232 20.232 전자기학 II 3:0:3(6) 과교수 가을

PH241 20.241 현대물리학 3:0:3(4.5) 과교수 봄

PH243 20.243 현대물리학개론 3:0:3(4.5) 과교수 가을 *

PH251 20.251 물리학실험 I 1:4:2(3) 과교수 봄

PH312 20.312 통계물리학 3:0:3(6) 과교수 가을

PH352 20.352 물리학실험 IV 1:3:2(3) 과교수 가을

PH361 20.361 고체물리학 I 3:0:3(4.5) 과교수 가을

PH391 20.391 광학 I 3:0:3(4.5) 과교수 가을

PH392 20.392 광학 II 3:0:3(4.5) 과교수 봄

PH401 20.401 원자․분자물리학 3:0:3(4.5) 과교수 봄․가을 **

PH413 20.413 전산물리학개론 2:3:3(4.5) 과교수 봄․가을 **

PH421 20.421 비선형동역학 3:0:3(4.5) 과교수 가을 **

PH441 20.441 플라즈마물리학개론 3:0:3(4.5) 과교수 가을 **

PH450 20.450 핵․소립자물리학 3:0:3(4.5) 과교수 가을

PH451 20.451 실험물리학특론 2:3:3(4.5) 과교수 가을

PH462 20.462 고체물리학 II 3:0:3(4.5) 과교수 봄

PH471 20.471 상대성이론및우주론 3:0:3(4.5) 과교수 봄 **

PH481 20.481 천체물리학 3:0:3(4.5) 과교수 가을 **

PH489 20.489 물리학특강 3:0:3(4.5) 과교수 봄․가을 **

연구

PH490 20.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PH495 20.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PH496 20.496 세미나 1:0:1 과교수 봄․가을

    ※ *는 타 학과 학생을 위한 교과목임.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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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
필수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택1)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전공
필수

PH503 20.503 양자역학 I 3:0:3(4.5) 과교수 봄 **

PH504 20.504 양자역학 II 3:0:3(4.5) 과교수 가을 **

PH505 20.505 고전역학 3:0:3(4.5) 과교수 봄 **

PH507 20.507 전자기학 I 3:0:3(4.5) 과교수 가을 **

PH508 20.508 전자기학 II 3:0:3(4.5) 과교수 봄 **

PH509 20.509 통계역학 3:0:3(4.5) 과교수 봄 **

PH601 20.601 응용물리학실험 I 0:9:3(4.5) 과교수 봄

PH602 20.602 응용물리학실험 II 0:9:3(4.5) 과교수 가을

선   택

PH611 20.611 고체물리학특론 I 3:0:3(4.5)
장기주,이순칠
신중훈

봄․가을

PH612 20.612 고체물리학특론 II 3:0:3(4.5)
장기주,이순칠
신중훈

봄․가을

PH613 20.613 반도체물리학 3:0:3(4.5) 장기주,신중훈 봄․가을

PH614 20.614 광산란 분광학 3:0:3(4.5) 김종진,김만원 봄․가을

PH615 20.615 상전이개론 3:0:3(4.5) 김종진,염도준 봄․가을

PH621 20.621 응용파동광학 3:0:3(4.5) 김병윤,이용희 봄․가을

PH622 20.622 기하광학 3:0:3(4.5) 전공교수 봄․가을

PH624 20.624 레이저 및 양자광학 3:0:3(4.5) 이해웅,공홍진 봄․가을

PH625 20.625 고급분광학 3:0:3(4.5) 공홍진 봄․가을

PH627 20.627 광섬유광학 3:0:3(4.5) 김병윤 봄․가을

PH641 20.641 고급플라즈마물리학 3:0:3(4.5) 장충석 봄․가을

PH642 20.642 플라즈마 파동이론 3:0:3(4.5) 장충석 봄․가을

PH643 20.643 응용플라즈마물리학 3:0:3(4.5) 장홍영,최원호 봄․가을

PH653 20.653 양자역학특론 I 3:0:3(4.5) 최기운 봄․가을

PH654 20.654 양자역학특론 II 3:0:3(4.5) 최기운 봄․가을

PH692 20.692 비선형동력학 3:0:3(4.5) 문희태 봄․가을

PH711 20.711 자성체 물리학 3:0:3(4.5) 신성철,이순칠 봄․가을

PH713 20.713 초전도체물리학 3:0:3(4.5) 염도준,장기주 봄․가을

PH716 20.716 고체물리학고등논제 I 3:0:3(4.5) 과교수 봄․가을

PH717 20.717 고체물리학고등논제 II 3:0:3(4.5) 과교수 봄․가을

PH721 20.721 비선형 광학 3:0:3(4.5)
이해웅,공홍진
윤춘섭

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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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PH724 20.724 레이저-플라즈마의상호작용 3:0:3(4.5) 남창희 봄․가을

PH726 20.726 반도체 광학 3:0:3(4.5) 이용희 봄․가을

PH741 20.741 플라즈마물리학 고등논제 3:0:3(4.5) 과교수 봄․가을

PH742 20.742 플라즈마 감금이론 3:0:3(4.5) 장충석, 최원호 봄․가을

PH754 20.754 소립자 물리학특론 3:0:3(4.5) 최기운 봄․가을

PH757 20.757 소립자 이론의 고등논제 3:0:3(4.5) 최기운 봄․가을

PH880 20.880 물리학특론 3:0:3(4.5) 과교수 봄․가을

연    구

PH960 20.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PH965 20.965 개별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PH966 20.966 세미나(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PH980 20.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봄․가을

PH986 20.986 세미나(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PH990 20.990 물리학콜로키움 1:0:0 과교수 봄․가을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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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PH211  수리물리학 I (Mathematical Methods in Physics I) 3:0:3(6)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의 여러 분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분 방정식의 해법, 벡터

해석, 좌표계, 텐서해석, 행렬과 행렬식, 군론 등을 다룬다. 3시간 강의와 2시간의 연습을 한다. 

PH212  수리물리학 II (Mathematical Methods in Physics II) 3:0:3(6)

물리학에 필요한 수학의 여러 분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한급수, 복소수 함수론, 감마함

수, 특수함수, Fourier 급수와 변환, 적분방정식, 변분법 등을 다룬다. 3시간 강의와 2시간의 연습을 한다.  

(선수과목 : PH211)

PH221  고전역학 I (Classical Mechanics I)  3:0:3(6)

Newton 법칙을 기본으로 한 고전물리학을 다루며, 고급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고전역

학 I 에서는 Newton 역학, 1차, 2차 3차원에서 입자의 운동, 단순 조화운동 및 비선형 진동, 중력 및 

중심력장 내에서 입자의 운동, Lagrangian과 Hamiltonian 역학 등을 다룬다. 

PH222  고전역학 II (Classical Mechanics II)  3:0:3(6)

Newton 법칙을 기본으로 한 고전물리학을 다루며, 고급물리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과정이다. 고전역

학 II에서는 집합체의 역학, 회전 좌표계에서의 운동, Lagrangian 방정식을 이용한 강체역학, 결합진

동, 파동역학 및 특수상대론에 대해 공부한다.  (선수과목 : PH221)

PH231  전자기학 I (Electromagnetism I)  3:0:3(6)

전기 및 자기의 기본 이론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성질을 다룬다.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고 전자기파가 만족하는 경계 조건 등을 공부한다.  

PH232  전자기학 II (Electromagnetism II) 3:0:3(6)

전자기파의 전파, 물질 내에서 전자파의 성질이 주파수에 의존하는 요인과 분산 현상, 전자기파 방

사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전자기파에 대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적용과 전자동력학의 기초적인 이

해를 공부한다. (선수과목 : PH231)

PH241  현대물리학 (Modern Physics) 3:0:3(4.5)

현대물리학의 기초를 구성하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발달과정과 기본개념을 익히고, 원자, 분자, 

고체, 핵 및 소립자의 물리적 성질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PH243  현대물리학개론 (Introductory Modern Physics) 3:0:3(4.5)

물리학 전공을 제외한 타학과 전공 학생들에게 제공되며, 1학기 강좌이다. 다루는 분야는 특수 상대

성 이론의 기본 아이디어 및 양자이론의 발달과정과 기본 개념, 그리고 이러한 현대물리학적 개념

을 응용하여 원자, 분자, 고체, 핵 및 소립자들의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을 이해한다.  

PH251  물리학실험 I (Physics Lab. I) 1:4:2(3)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각종 실험 장치를 사용하고 제작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아날로그 전자기구, 디지털 전자기구, 컴퓨터의 interface 및 자연과학 연구용 제어

장치 등이 예로서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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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252  물리학실험 II (Physics Lab. II) 1:4:2(3)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실험을 통하여 이해하고 그에 필요한 다양한 물리량에 대한 측정 장치를 사

용하는 기술을 습득한다. 이를 통하여 디지탈 전자기구, 진공장치, 고온, 극저온장치, 고저압, 극소 

전류 등을 다루는 기초 실험기술을 습득한다.  (선수과목 : PH251)

PH301  양자역학 I (Quantum Mechanics I) 3:0:3(6)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과목으로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여러가지 수식화 체계, 연산

자의 성질, 일차원 문제와 중심력장에서의 문제, 각 운동량과 스핀, 산란이론, 섭동이론, 동일입자계

의 문제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211, PH222)

PH302  양자역학 II (Quantum Mechanics II) 3:0:3(6)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과목으로서 양자역학의 수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원자, 분자, 고체, 핵, 소립자 물리

학 등의 물리현상에 대한 응용을 다룬다. 주로 양자역학의 여러가지 수식화 체계, 연산자의 성질, 일차원 

문제와 중심력장에서의 문제, 각운동량과 스핀, 산란이론, 섭동이론, 동일입자계의 문제 등을 다룬다.  (선

수과목 : PH212, PH232)

PH311  열물리학 (Thermal Physics) 3:0:3(4.5)

통계적 방법을 통한 열의 물리적 개념과 성질을 이해하고, 열역학의 법칙, 열평형상태 및 조건, 열

역학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주요 강의 내용은 열의 통계적 개념, 엔트로피, 열역학 법칙, 

canonical과 grand canonical 앙상블, 이상 기체의 상태 방정식, 이상 기체의 운동론, 상평형 등이다.  

PH312  통계물리학 (Statistical Physics) 3:0:3(6)

양자화된 계에서 입자들의 운동을 통계적으로 기술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흑체 복사, 금속에서의 전

자운동, 고체에서의 격자진동과 강자성, 초 전도성을 양자론적인 입장에서 이해한다. 비평형 상태에

서 수송이론을 기술하는 Boltzmann 방정식을 이용해 전기 전도도, 점성도, 확산율, 열전도율 등을 계

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비가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Langevin 방정식을 풀어 설명한다.  (선

수과목 : PH222, PH301, PH311)

PH351  물리학실험 III (Physics Lab. III) 1:3:2(3)

실험적 방법으로 현대물리학을 더욱 심도있게 이해하고, 그 실험적 기술을 습득한다. 전자의 스핀공

명장치, Frank-Hertz의 실험, Faraday 효과, Planck상수의 측정 등 약 12가지의 실험들로 구성되며 현

대물리학의 각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PH352  물리학실험 IV (Physics Lab. IV) 1:3:2(3)

물리학실험 III을 보완하는 실험 학습으로써 Compton의 효과, X-선 형광현상, 각종 방사선 스펙트럼 

및 Rutherford의 실험 등 약 12가지의 실험들로 구성되며 현대물리학의 각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PH361  고체물리학 I (Solid State Physics I)  3:0:3(4.5)

고체물리학의 기초과정으로 내용은 결정구조, 고체의 대칭성, 격자진동, 고체 내부에서의 전자에너

지 상태, 전자 수송현상, 금속 및 반도체의 특성 및 고체의 광학현상에 대해 강의한다.  (선수과목 : 

PH301)

PH391  광학 I (Optics I) 3:0:3(4.5)

기본적인 파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기 이론에 의한 빛의 성질, 빛의 진행, 반사, 분산, 산

란, 기하광학, 결정광학 및 편광현상 등을 강의한다.  (선수과목 : PH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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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392  광학 II (Optics II) 3:0:3(4.5)

빛의 간섭, 회절, Fourier 광학, 양자광학, 홀로그라피, 레이저 및 비선형 광학 등을 강의한다.  (선수과목 : 

PH391)

PH401  원자.분자물리학 (Atomic and Molecular Physics) 3:0:3(4.5)

원자의 광학적 냉각과 포획, 보즈-아인스타인 농축, 펨토초와 아토초 물리 등의 최신 원자․분자물

리학 발전은 물리학의 최첨단을 개척하여 왔고, 원자․분자물리 분야에서 다수의 노벨상 수상을 가

져왔다. 원자․분자물리학은 물질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물질의 기본 구

성 요소인 원자와 분자의 특성을 양자역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 이 과목은 양자역학을 이수한 학

부 학생들과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며, 강의에서 다루는 주제는 다음과 같

다. 수소 원자, 다전자 원자, 원자에서 빛의 방출과 흡수, 이원자 분자, 다원자 분자, 관련된 주요 실

험 기법, 원자․분자물리학의 최신 동향 등. (선수과목 : PH301, 302)

PH413  전산물리학개론 (Computational Physics) 2:3:3(4.5)

컴퓨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물리현상을 모의로 재현해 보고 이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본다. 다루

어질 내용은 운동방정식의 수치해법, 여러 종류의 힘을 받으면서 운동하는 입자, 전기 및 자기장의 

계산, Fourier 변환, Monte Carlo 방법, Random Walk, 혼돈과 프랙탈, 복잡계 네트워크 등이며 물리학 

연구에 필요한 컴퓨터 테크닉 등도 익힌다.

 

PH421  비선형 동역학 (Nonlinear Dynamics) 3:0:3(4.5)

자연의 운동현상은 근본적으로 비선형 동역학 현상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지난 30년간 발전한 비

선형 동역학 이론에 관하여 배운다.

PH441  플라즈마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lasma Physics) 3:0:3(4.5)

이 과목에서는 플라즈마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기초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서, 방전과정과 

플라즈마의 응용, 전기장 및 자기장 하에서 단일 하전입자의 운동, 유체로서의 플라즈마, 평형과 불

안정성, 확산, 유체플라즈마 내에서의 파동현상, 그리고 플라즈마 Kinetic 이론과 같은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선수과목 : PH222, PH232)

PH450  핵.소립자물리학 (Nuclear and Elementary Particle Physics) 3:0:3(4.5)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소립자들의 성질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공부한다. 우선 현대 

소립자 물리에서 다루는 기본입자인 쿼크와 렙톤을 소개하고 그들 사이의 힘, 즉 강력, 약력과 전자기력과 

관련된 여러 현상들을 다룬다. 또한 소립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구조를 결정시켜 주는 게이지 대칭성을 공

부한다.  (선수과목 : PH302)

PH451  실험물리학특론 (Special Topics in Experimental Physics) 2:3:3(4.5)

각종 물리학 실험에 대한 이론적 기본 지식을 체계적으로 강의하며 그 실제 응용능력의 배양을 목적

으로 한다. 시료를 제조하고 그 질을 점검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이론, 진공 및 저온 등 필요한 외부 

조건을 형성하는 장치에 대한 기본설계 이론과 실험적 기술, 그리고 시간, 공간 및 에너지 넓은 영역

에 걸치는 각종 물리적 성질 (기계, 광학, 열역학, 자기, 전기적 성질 등)에 대한 측정기술 및 관련이론

을 포함한 강의에 의하여 학습한 후, 관련된 실험실에서 실험적 응용에 참여하고 그 기술을 익힌다.

PH462  고체물리학 II (Solid State Physics II) 3:0:3(4.5)

현대 고체물리학의 기초과정으로 내용은 결정구조, 고체의 대칭성, 격자진동, 고체내부에서의 전자

상태, 수송현상, 반도체, 초전도성, 자성, 강유전성, 결함 그리고 고체의 광학 현상 등에서 선택된 주

제를 상급적 수준에서 다룬다.  (선수과목 : PH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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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471  상대성 이론 및 우주론 (Theory of Relativity and Cosmology) 3:0:3(4.5)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의 기본 개념을 습득하고 일반상대성 이론에 근거한 블랙홀 이

론 및 현대우주론의 여러 이론적 결과들과 그들의 실험적 검증 사실들에 대해 배운다. (선수과목 : 

PH222, PH232, PH212)

PH481  천체물리학 (Astrophysics) 3:0:3(4.5)

본 강의에서는 천문학 현상을 물리학적 모델을 세워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전자기학, 통계

역학 등을 통하여 습득한 물리학의 기본 도구들을 응용하는 방법을 배우며 산란현상, 일반상대론 

등 물리학적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선수과목 : PH232, PH312)

PH489  물리학 특강 (Special Topics in Physics) 3:0:3(4.5)

물리학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연구발전이 있는 분야 또는 학생들의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강의한다.

PH490  졸업연구 (Research in Physics)  0:6:3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만 택할 수 있으며, 학생이 교수의 지도아래 실험 또는 이론물리학의 연구 

경험을 갖도록 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내용과 기준은 각 지도교수에 의해 정해질 것이나 수행연구

에 대한 논문 한편을 제출해야하고, 이 논문은 물리학 전공 학사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만 한다.

PH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학기 중에 연구를 수

행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교수와 합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이 과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4학점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다. 

PH496  세미나 (Seminar) 1:0:1

각자 흥미 있는 분야의 문헌을 조사하고 이해 요약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현대적인 

연구분야의 심도 있는 학술 지식 증진을 도모한다. 학점의 평가는 pass 혹은 fail을 원칙으로 한다.

❒ 석․박사 과정

PH503  양자역학 I (Quantum Mechanics I) 3:0:3(4.5)

힐베르트 공간, 상태, 측정, 연산자, 대칭성, 운동방정식과 같은 양자역학의 기본 체계를 배우고 각

운동량을 공부하여 군론을 이해한다.   이와 함께 정상 상태에 관한 섭동이론, 원자.분자.고체에의 

응용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301, PH302)

PH504  양자역학 II (Quantum Mechanics II) 3:0:3(4.5)

시간에 관계되는 섭동이론, 다체문제를 풀기위한 이차 양자화 및 장론 (다체간의 대칭, Fock 공간, 

파인만 도형), 산란이론 (그린함수), 상대론적 양자역학 (Dirac 방정식)을 배운다.   (선수과목: 

PH312, PH503)

PH505  고전역학 (Advanced Mechanics) 3:0:3(4.5)

고전역학의 기본원리 고찰, 변분원리와 Lagrange방정식, 중심력의 2체 문제, 강체운동학과 그 운동방

정식, 미소진동론, 고전역학에서 특수상대성 이론과 Lorentz군 정준변환, Hamilton 방정식과 정준변

환, Hamilton-Jacobi 이론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221, PH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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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507  전자기학 I (Advanced Electrodynamics I) 3:0:3(4.5)

전자기에서의 경계치문제, Maxwell방정식, 평면파, 도파관과 공동에서의 전파양식, Multiple Fields와 

복사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231, PH232)

PH508  전자기학 II (Advanced Electrodynamics II) 3:0:3(4.5)

자기유체역학과 플라즈마물리, 특수상대론과 운동학, 가속전하에 의한 복사, 복사반응, 산란과 분란, 

Bremsstrahlung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507)

PH509  통계역학 (Statistical Mechanics) 3:0:3(4.5)

통계역학의 원리, Ensemble이론, 이상기체의 양자통계, 불완전기체의 이론, 상변환이론, Boltzmann방

정식과 수송현상을 다룬다.

PH601  응용물리학실험 I (Applied Physics Lab. I) 0:9:3(4.5)

고체물리, 플라즈마물리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측정 기술의 습득을 목표로 정  연구 장비에 

접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자우물 박막 및 결정성장, 유전상수 측정, 반도체 에너지 gap 측정, 

초전도 특성측정, 상전이 임계지수 측정, 라만 스펙트럼 해석등을 포함한다.

PH602  응용물리학실험 II (Applied Physics Lab. II) 0:9:3(4.5)

응용광학 실험을 수행하여 이 분야의 관련 이론을 이해하고 실험기술을 터득하도록 한다. 실험주제로는 

펨토초 레이저, 고출력 레이저 Q-switching, SBS 위상공액실험, 반도체레이저, 광섬유레이저, Twyman-Green 

간섭계, 백색광 간섭계, 광섬유간섭계, 다중양자우물소자, 레이저빔 공간특성 평가, 전자빔 리소그라피, 광

학공작실험, 기계공작 등이 있다.

PH611  고체물리학특론 I (Advanced Solid State Physics I) 3:0:3(4.5)

고체의 대칭성, 브릴루엥 (Brillouin) 영역, Brillouin 법칙에 대한 기본지식을 소개하고, 결정대칭성, 

X-선 회절, 고체의 열적 특성 및 포논(phonon), 전자의 에너지 밴드이론, 전자의 유효질량, 전자의 

운동, 전자계의 다체이론 및 유전상수 matrix에 대한 고등이론을 소개하며 관련 실험과 연관하여 고

체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킨다.

PH612  고체물리학특론 II (Advanced Solid State Physics II) 3:0:3(4.5)

고체물리학특론 I의 연속 강의로 전자의 수송 (transport) 현상, 고체의 광학적 성질, 강유전체, 광천이 현

상, 고체의 자성이론, 양자 홀 효과를 포함한 저차원 물리계의 전자구조, 전자-포논 상호작용, 초전도 현

상, 고온 초전도 물질, 그린 (Green) 함수 및 다체계의 국소함수 이론에 대한 고등이론의 소개및 계산방법

과 실험현상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

PH613  반도체 물리학 (Semiconductor Physics)  3:0:3(4.5)

에너지 밴드이론, 반도체 물질의 구조 및 기본성질, 전자전송 및 확산, 광학 및 전기적 성질, 도핑 

및 불순물 효과, 각종 반도체 결함의 특성 및 구조, 저차원계의 물리현상, p-n 접합 및 트랜지스터의 

성질, 반도체 device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고 각종 반도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PH614  광산란 분광학 (Light Scattering Spectroscopy) 3:0:3(4.5)

레일레이(Rayleigh), 브릴루엥(Brillouin), 라만(Raman)산란의 원인에 대한 통계열역학적 요동

(fluctuation)이론을 설명하고, 각각의 산란단면적 계산과정을 이해시키고, 실험측정장비의 원리 및 최

근의 발전상황을 소개하고, 라만산란 분광학의 고체물성 연구에의 응용, 연성모드(soft mode) 해석에 

필요한 대칭군 응용, 비선형 광산란등을 포함한다.



84 / 2007~2008 학사요람

PH615  상전이 개론 (Introduction to Phase Transition) 3:0:3(4.5)

상전이점 근방에서 나타나는 비해석적인(nonanalytic) 열역학적 성질들을 이해하려는 여러가지 모형

이론들을 설명하고 상전이점에 접근하면서 나타나는 불안정성, 요동발산, 새로운 질서도(ordering)의 

성장운동에 대해서 공부하고 상변태 평형도(phase diagram)의 이해, 란다우(Landau) 이론의 응용, 축

척이론, 재규격화군이론(renormalization group theory)에 의한 임계지수(critical exponent) 계산, 유리상

전이 등을 포함한다.

PH621  응용파동광학 (Advanced Wave Optics) 3:0:3(4.5)

간섭광학과 회절광학의 기본이론을 다루고 광파의 공간적. 시간적 간섭성, Fourier변환 광학, 통계광학, 결

상이론 등이 도입된다. 또한 전자기이론을 유전체 및 금속박막, 레이저 공진기, 결정광학에 적용하는 방법

을 강의한다.

PH622  기하광학 (Geometrical Optics) 3:0:3(4.5)

Gauss 광학과 제 1차 Seidel 수차이론을 강의하고 나아가서 광학설계 방법을 다룬다. 또한 렌즈를 포함해서 

광학계통을 검사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강의하며 특히 간섭성이 높은 레이저 광원을 이용하여 광학계를 검

사, 평가하는 방법을 다룬다.

PH624  레이저 및 양자광학 (Laser and Quantum Optics) 3:0:3(4.5)

레이저 공명기에 관한 Scalar 이론과 레이저 동력학에 관한 비선형 미분방정식을 유도하고, 

Q-Switching, Mode-Locking, 레이저 증폭기에 관한 이론을 강의한다. 레이저 광속을 변조시키는데 이

용되는 각종 전기광학적 장치와 공명파장을 선택하는 데 이용되는 각종 광학부품의 조작원리를 설

명하고, 나아가서 여러 분야의 레이저 응용을 강의한다. 또한, 양자광학의 기초에 대한 내용도 포함

한다.

PH625  고급분광학 (Advanced Spectroscopy) 3:0:3(4.5)

레이저를 이용한 여러 가지 분광학의 기초적인 방법-고분해능 분광학, 이광흡수 분광학, 포화분광학, 

Hanle효과, 이중공명 분광학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한다.

PH627  광섬유광학 (Fiber Optics) 3:0:3(4.5)

광섬유를 이용한 광통신 및 광섬유 센서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과 광섬유로 만들어지는 여러가지 

소자 및 시스템들이 강의된다. 그 중에는 광도파관이론, 각종 소자의 물리적 원리, 간섭계, 비선형광

학, 광신호 처리 등이 포함된다.

PH641  고급플라즈마물리학 (Advanced Plasma Physics)  3:0:3(4.5)

플라즈마 물리학을 기술하는 기본적인 동역학방정식과 전자-이온 유체방정식, 자기유체방정식들을 

심도있게 공부하고 그들의 특성을 조사한다.  Fokker-Planck 동역학방정식을 통계물리학적으로 유도

하고, Vlasov 방정식과 Coulomb 충돌연산자의 물리적 특성을 다룬다.  동역학방정식에서 출발하여 

전자와 이온의 유체방정식을 만들고 자기유체방정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공부하고 자기유체방정식의 

여러 가지 특성을 살핀다. Drift kinetic equation, Gyrokinetic equation, Quasi-linear rf heating operator 

등을 소개한다.(선수과목 : PH441)

PH642  플라즈마 파동이론 (Plasma Waves) 3:0:3(4.5)

플라즈마 내의 전자기적인 파동을 포괄적으로 공부한다.  자기유체 내에 존재하는 파동, 전자와 이

온 유체에 존재하는 파동, 그리고 동역학 플라즈마에 존재하는 파동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선형 및 비선형적인 Landau damping 현상과 Nyquist 조건 등을 공부한다.  Drift wave, eta-i mode, 

trapped particle mode 등의 현대 플라즈마 물리학의 관심사를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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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643  응용플라즈마물리학 (Applied Plasma Physics) 3:0:3(4.5)

기체 및 플라즈마 내에서 충돌현상, 플라즈마 포텐샬 및 sheath형성, 플라즈마생성, 직류 및 RF 글로

우방전, Anode 부분과 Polarity, 스퍼터링, 플라즈마엣칭, 증착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441)

PH653  양자역학특론 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 3:0:3(4.5)

다체계를 양자역학적으로 다루는 양자장론의 기본개념과 이의 소립자 물리나 고체물리에의 응용을 

공부한다.  중요 내용으로 상대론적 양자역학, 재규격화, 양자역학에서의 경로 적분 방법들을 먼저 

다루고 이것들을 몇가지 간단한 장론 모형에 응용한다.

PH654  양자역학특론 I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I) 3:0:3(4.5)

상대론적 양자역학에 근거한 양자장론의 기본개념을 공부한 후 소립자 물리에 적용한다.  중요 내

용으로는 장론에서의 섭동이론, 재규격화 군론, 자발적인 대칭성의 깨어짐, 게이지 이론 및 초대칭 

장론, 고체물리에서의 장론적 방법 등이 있다.

PH692  비선형 동력학 (Nonlinear Dynamics) 3:0:3(4.5)

본 강의에서는 자연계가 보이는 비선형 현상 및 운동의 기조를 이루는 일반적 원리와 개념을 배운

다. 다루는 테마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동역학계의 기본원리, 1차원 사상, 주기배증 이론, 포앙카

레 사상, 이상한 끌개들, 로렌츠 끌개, 뢰슬러 끌개, 호모클리닉 불안정성, 쏠리톤 난류현상이다.

PH711  자성체 물리학 (Physics of Magnetism) 3:0:3(4.5)

본 강좌에서는 자성체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데, 자성의 근원, 자구, 자기이방성 등의 자성체의 

기본적 물리 현상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아울러 GMR, TMA, Spin Torque 등의 응용 가능성이 있는 새

로운 자기 현상들도 다룬다.

PH713  초전도체 물리학 (Physics of Superconductivity) 3:0:3(4.5)

초전도 현상에 대한 이론과 응용에 대한 강의이다. 초전도 이론은 Ginzberg-Landau이론, BCS이론, 죠

셉슨 터널현상, 그리고 vortex 운동에 대해 강의한다. 초전도 응용은 초전도체를 이용한 electronic 

device와 superconducting machine의 원리 및 제작상의 문제 등을 포함한다. 고온 초전도체에 대한 강

의는 최근의 이론적 이해와 실용적 기술 전반에 대한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PH716  고체물리학 고등논제 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 3:0:3(4.5)

자성체, 금속, 초전도체, 강유전체 분야에서 최근 관심있고 중요한 topics를 선정해 강의하고 최대 15

학점까지 중복해 수강할 수 있다.

PH717  고체물리학 고등논제 I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I) 3:0:3(4.5)

반도체, 저차원 양자구조, 결정구조, 결정성장, 박막, 표면및 고체이론 분야에서 관심있고 중요한 

topics를 선정해 강의하고 최대 15학점까지 중복해 수강할 수 있다.

PH721  비선형광학 (Nonlinear Optics) 3:0:3(4.5)

빛과 물체와의 상호작용, 특히 비선형 상호작용에 대한 비고전적 이론과 양자적 이론 및 그 구체적인 응용

을 강의한다. 논의될 주제들은 비선형 감수율, 조화파 발생, 4광파 혼합, 라만산란, 빛의 비선형 전파, 간섭

성 이론, 비 고전광 등이다.

PH724  레이저-플라즈마의 상호작용 (Laser Plasma Interactions) 3:0:3(4.5)

고출력 레이저와 물질의 상호작용에 대해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레이저 핵융합, 레이저광의 전파와 흡

수, 레이저-플라즈마의 분광학적 진단, 고 도 플라즈마에서의 원자물리, X-선 레이저, 고차조화파의 발

생과 응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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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726  반도체 광학 (Semiconductor Optics) 3:0:3(4.5)

반도체의 밴드 갭 부근에서 일어나는 빛과 전자-정공쌍의 상호작용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밴드 갭

에서의 광학적 흡수현상, 비선형 흡수현상, 반도체 양자샘,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광학 소자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PH741  플라즈마물리학 고등논제 (Topics in Plasma Physics)   3:0:3(4.5)

플라즈마 진단(Plasma Diagnostics), 플라즈마 우주과학(Space Plasma Physics) 또는 현재 연구 발전되는 중

요한 분야를 해마다 내용을 바꾸어 강의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플라즈마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선수과목 조건은 논제에 따라 다를 수가 있다. 최대 15학점까지 반

복하여 수강할 수 있다.

PH742  플라즈마 감금이론 (Plasma Confinement Theory) 3:0:3(4.5)

주로 자기핵융합장치 내에서의 플라즈마 감금을 공부한다. 감금이론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하방정식

과 그에 따른 물리현상들, 동역학 방정식, 충돌연산자, 토로이달 전류, 수송이론, 알파입자의 운동현

상, 그리고 코시 선형적인 현상들에 대하여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룬다.  

PH754  소립자 물리학특론 (Advanced Particle Physics) 3:0:3(4.5)

소립자 물리중 선택 주제.

비고: 강의명은 특별 명칭으로 대치할 수도 있다. 반복하여 15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PH757  소립자이론의 고등논제 (Topics in Particle Physics) 3:0:3(4.5)

최근 중요 연구 발전되는 분야를 해마다 내용을 바꾸어 강의한다. 최대 15학점까지 반복하여 수강

할 수 있다.

PH880  물리학특론 (Topics in Physics) 3:0:3(4.5)

물리학 분야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이에 대해 강의한다.

PH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PH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in M.S.)

PH966  세미나(석사) (M.S. Seminar) 1:0:1

PH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PH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

PH990  물리학 콜로키움 (Physics Colloquium)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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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과

학과홈페이지 : bio.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602-5

1. 개  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중심 이공계 종합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생명과학과는 첨단 생물과

학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체제와 학사 및 대학원의 교육체제를 구비하여 기초 생명과학과 응용 분야

인 생명공학의 연구와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는 1972년 생물과학 및 공학 분야의 총체적 발전을 지향하여, 이공계 

대학원인 한국과학원에 생물공학과란 이름으로 발족한 후, 세계 최초로 생물과학 및 공학을 연계한 

Interdisciplinary Science를 다루는 학과로 출발하여 창조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학문을 전수하는 전당

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1985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대학의 생물학 학사과정과 1990년 통

합된 이래 학사 및 석, 박사의 대학원 과정이 연결된 종합교육체제로 발전하였다.

  본 학과의 학사 및 대학원 교육은 기초 생명과학과 응용 분야인 생명공학의 창의적 연구능력을 

갖추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생명과학자 및 생명공학자를 양성하며, 미

래 지향적인 사고와 전인적 인격 함양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다. 본 학과는 미래지향적 지표를 설

정하는데 주력하면서, 학과 내 순수 및 응용분야의 유기적인 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생명과학의 

기초와 응용분야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분야간의 긴 한 연관성을 구축하면서 공동

체로서의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있다.

  현재 본 학과의 주요 연구방향은, 기초연구로서 유전체 및 유전학적 방법을 통한 유전자의 조작 

및 발현, 프로테옴 분석에 의한 생화학적 구조 및 기능규명, 생체막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기작 해

명, 동물의 발생과 신경을 다루는 세포수준에서의 분자생물학, 세포주기나 조절 등이 있으며, 응용

연구로서 신종 의약품, 식품,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 항생제와 생물고분자 등과 같은 정 화학제품

의 효율적 생산을 위한 발효 및 효소의 공정개발, 세포배양공학, 환경생물공학, 의과학, 그리고 화학

물질의 안전성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1995년 가을학기부터 개설된 의과학 학제전공 프로

그램은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전공의 폭을 넓혀 주고 있다.

  본 학과에서 학문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석사 및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전국의 주요대학에서 학사

과정의 기초지식을 확고하게 구비한 학생들 중에서 매년 높은 경쟁률의 입시전형 (무시험 전형 포

함)을 통해 선발되며, 모든 학생이 국가 또는 기업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 또

한 주요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 

본 학과 학사과정의 학생들은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졸업생과 과학에 대한 자질

이 탁월한 고교 2학년과 3학년 학생들 중에서 특차전형과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전 학생에게 

기숙사가 실비로 제공되며, 대다수의 학생들이 별도로 장학금을 받고 있다. 학과 창설 후 현재에 이

르는 동안 본 학과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국내외의 대학, 국공립연구소, 산업체등에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생명과학의 기초 및 응용분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본 학과의 미

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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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이학사를 수여하는 본 학과의 학부과정에서는 강의, 실험,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서 생명현상의 

일반적 법칙을 터득하게 하고, 새로운 법칙을 발견할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과서에 있는 기본원리의 전수에 그치지 않고, 최근의 연구논문들을 자료로 하여 새로운 창의적 

연구방향을 터득케 하고 있으며,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확인케 함으로써 창조적 과학자로서의 소양

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학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들은 현재 본 학과의 석, 박사과정에서 지향하고 있는 주요 

연구분야와 생물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지식을 연마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주요 전공과목

으로는 세포생물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발생생물학, 신경생물학, 생물물리학 등과 같은 생

물체에 대한 이해와 기초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초생명과학 과목과 응용생물리화학, 세포공학. 생

물공학, 생물반응공학, 유전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등의 생명공학 과목 등이 있다. 또한 기초실험 

과목에도 크게 중점을 두어 실험을 통해 생명과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기술을 습득케 하는 

한편,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등에서 곧바로 적용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석․박사과정

  이학박사와 이학석사를 수여하는 본 학과의 대학원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독창적 연구를 독려

하고 있다. 본 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내 여타 대학교와는 달리 반드시 국제학

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교수 당 대학원 학생의 수가 많지 않으므로 연구실 단위의 세미나

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시로 연구의 모든 진행과정을 세 히 지도받고 있으며, 학생 전원이 정부 

및 산업체로부터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기숙사 생활과 우수한 시설 여건 하에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본 학과의 교수진은 주로 핵산, 단백질, 다당류, 탄수화물과 같은 생체고분자의 구조와 기능

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유전자 발현, 유전체 정보, 신호전달, 발생 및 분화, 신경계의 가소성, 행동

유전 등에 관한 생명과학의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생물공학 등을 통한 의약

품, 식품, 생리활성 물질의 개발 및 안전성 평가 등의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가오는 21

세기의 생물공학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응용생화학, 효소 

및 발효공학, 생물화학공학, 식품공학, 의약품개발, 생체공학, 생물환경공학, 세포공학 등의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래 지향적인 연구과제의 도출에 항상 노력하고 있다.

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 : 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 (총 28학점 이상 및 8 AU 이상)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예술계열, 역사와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23학점 이수 (다음 각 항에서 1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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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일반화학II를 포함하여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 (총 42학점 이상)

      ◦ 전공필수: 분자생물학, 생화학I, 생화학II, 생화학실험, 세포생물학, 생물리화학 (18학점)

      ◦ 전공선택: 유전학, 세포생물및유전학실험, 발생생물학, 진화생태학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이거나, 생명공학개론, 생명공학실험, 세포공학, 생명공학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마. 연    구 (총 4학점 이상)

      ◦ 졸업연구(필수): 3학점 이수

      ◦ 개별연구(필수): 1학점 이상

      ◦ 세미나(선택): 2학점 이내

   바. 자유선택 (총 24학점 이상)

      ◦ 유기화학I (화학과 개설 교과목)을 포함

    ※ 생명화학공학과 학생인 경우에 한해서 공업유기화학으로 대체 인정함.

      ◦ 생명과학과 및 타학과의 전공필수와 전공선택, 연구과목, 각 학과개설 기초선택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 경과조치: 2006년 가을학기 이전 수강과목은 모두 자유선택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 요건: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 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

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상기 이수요건과 동일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복수전공 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 이수 면제).

   ※ 부전공 이수요건: 교과목번호 십자리가 0과 1인 교과목 12학점을 포함하거나, 교과목번호 

십자리가 0과 2인 교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전공과목 21학점 이상 이수.

* 주의

교양․기초과목의 이수 요건은 입학년도에 따라 학점 및 과목들이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반드시 

해당년도의 교양․기초과목 이수 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

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 음

      라. 선    택 :  15학점 이상

      마. 연    구 :  18학점이내. 세미나 2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16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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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일반장학생은 세미나 1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17학점 이내)

   2)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이상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

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  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 

      마. 개별연구 : 12학점 이내. 세미나 2학점 이상 및 개별연구 10학점 이내(단, 일반장학생은 

세미나 1학점 이상 및 개별연구 11학점 이내)  

      ※ 박사과정 진학자에 한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다. 전공필수: 없  음 

   라. 선    택: 24학점 이상

   마. 연    구: 45학점 이내. 세미나 4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41학점 이내 

                  (단, 일반장학생은 세미나 1학점 이상 및 논문연구 44학점 이내)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1) 본 이수요건은 생명과학과 학사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단,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입학년도에 따른 졸업 이수요건과 현재 졸업이수요건을  

절충하여 적용하되, 최종 사정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2) 교과목 통합 및 이수연도 변경에 따른 조치 및 대체과목

          - 세포생물학 I과 세포생물학 II의 두 과목 중에 한 과목만 재수강을 인정함. 

          - 세포생물학II → 세포생물학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분자생물학 대신 분자생물학특론을 수강하여야 함. 

          - 200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분자생물학을 재수강할 경우 분자생물학특론을 수강하여야 함. 

          - 세포생물학실험(2), 유전학실험(1) → 세포생물 및 유전학실험 (3) 

            (재수강의 경우) 

             ․ 세포생물학실험 및 유전학실험을 동시에 재수강 하는 것은 가능 함. 

             ․ 세포생물학실험 및 유전학실험 중 한 과목만 재수강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두 과

목을 동시에 재수강하지 않고, 학기를 달리하여 각각 재수강 할 수 없음. 

        3) 교과목 폐기에 따른 대체과목 

           - 생물실험설계 → 분자의약 및 화학유전체학, 미생물유전체학, 생물통계학 

           - 미생물학실험 → 환경미생물학, 고급미생물학, 미생물화학, 응용 및 환경미생물학 

           - 세포생물학 I →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 생태학 및 실습 → 진화생태학 

           ※ 그 외 교과목 대체 및 변경사항은 학과교수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나. 석․박사과정 

       석․박사과정의 본 세미나 이수요건 변경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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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BS200 21.200 생화학실험 0:9:3(2) 강창원,서연수 가을

BS202 21.202 세포생물학 3:0:3(4) 조철오,김진우 가을

BS205 21.205 생화학 I 3:0:3(3) 서연수,이대엽 봄

BS208 21.208 생화학 II 3:0:3(3) 강창원,서연수 가을

BS209 21.209 분자생물학 3:0:3(4) 김태국,강창원,한용만 봄

BS305 21.305 생물리화학 3:0:3(0) 박태관 봄

전공선택

BS223 21.223 생명공학개론 3:0:3(0) 김학성 봄

BS232 21.232 미생물학 3:0:3(1) 김정회,박찬규 가을

BS312 21.312 진화생태학 3:0:3(0) 정재훈 가을

BS315 21.315 유전학 3:0:3(3) 박찬규 봄

BS318 21.318 발생생물학 3:0:3(0) 임대식,김재섭 가을

BS319 21.319
세포생물및
유전학실험 0:9:3(4) 조철오,임대식 봄

BS322 21.322 생명공학 3:0:3(3) 이균민 가을

BS325 21.325 세포공학 3:0:3(2) 김정회 봄

BS326 21.326 생명공학실험 0:9:3(2) 김학성,이균민 가을

BS332 21.332 미생물화학 3:0:3(2) 김선창 가을

BS342 21.342 효소학 3:0:3(1) 과교수 가을

BS351 21.351 생리학 3:0:3(2) 고규영 봄

BS355 21.355 약리학 3:0:3(1) 정종경 봄

BS357 21.357 신경생물학 3:0:3 김은준,김대수 가을

BS358 21.358 식물학 3:0:3 최길주 봄

BS365 21.365 환경미생물학 3:0:3(1) 이성택 가을

BS371 21.371 동물세포공학 3:0:3 이균민 봄

BS431 21.431 바이러스학 3:0:3(3) 최준호 봄 **

BS433 21.433 분자생물학특론 3:0:3(3) 최준호 봄 **

BS452 21.452 면역학 3:0:3(0) 조철오 봄 **

BS462 21.462 환경생물공학 3:0:3(1) 과교수 가을 **

BS463 21.463 유전공학 3:0:3(3) 김선창 봄 **

BS465 21.465 나노바이오학 3:0:3 김학성 가을 **

BS480 21.480 특    강 3:0:3(0) 과교수 **

연    구

BS490 21.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필수

BS495 21.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필수

BS496 21.496 세 미 나 1:0:1 과교수 선택

     ※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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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십 강좌 1:0:0 봄․가을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CC511 11.511 확률및통계학 2:3:3(6)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CC513 11.513 공업경제및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선    택

BS512 21.512 생물통계학 3:0:3(4) 과교수 가을 **

BS516 21.516 고급유전학 3:0:3(0) 정재훈 봄 **

BS518 21.518 분자의약및화학유전체학 3:0:3(1) 김태국 가을 **

BS524 21.524 고급분자생물학 3:0:3(3) 유욱준 가을 **

BS525 21.525 유전자발현 3:0:3(3) 강창원 봄 **

BS526 21.526 분자바이러스학 3:0:3(3) 최준호 가을 **

BS528 21.528 에피제네틱스 3:0:3 이대엽 가을 **

BS531 21.531 고급미생물학 3:0:3(2) 과교수 봄 **

BS532 21.532 응용및환경미생물학 3:0:3(1) 이성택 봄 **

BS536 21.536 환경독성학 3:0:3(2) 과교수 가을 **

BS538 21.538 미생물유전체학 3:0:3(4) 김선창 가을 **

BS541 21.541 고급세포생물학 3:0:3(0) 정원일 봄 **

BS543 21.543 고급신경생물학 3:0:3(1) 김은준,김대수 가을 **

BS545 21.545 줄기세포학 3:0:3 한용만 봄 **

BS547 21.547 신경발생생물학 3:0:3 김진우 봄 **

BS552 21.552 고급발효공학 3:0:3(2) 김정회 가을 **

BS554 21.554 고급생명공학 3:0:3(3) 김정회 가을 **

BS562 21.562 단백질설계학 3:0:3(0) 김학성 가을 **

BS582 21.582 식품공학 I 3:0:3(2) 과교수 가을 **

BS583 21.583 구조생물학 3:0:3(1) 과교수 봄 **

BS584 21.584 약물전달학 3:0:3(3) 박태관 가을 **

BS586 21.586 식물발생학 3:0:3(0) 최길주 가을 **

BS611 21.611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3:0:3(3) 과교수 봄

BS612 21.612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I 3:0:3(3 과교수 가을

BS620 21.620 물리생화학 3:0:3(0) 과교수 봄

BS622 21.622 효소화학 3:0:3(0) 과교수 가을

BS624 21.624 단백질화학및공학 3:0:3(0) 과교수 가을

BS626 21.626 핵산생화학 3:0:3(3) 강창원 가을

BS628 21.628 생체막 3:0:3(0) 과교수 가을

BS631 21.631 미생물유전학 3:0:3(2) 박찬규 봄

     ※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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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BS633 21.633 미생물생리학 3:0:3(2) 박찬규 봄

BS642 21.642 행동유전학 3:0:3 김대수 봄

BS662 21.662 생화학분리공정 3:0:3(0) 김학성 가을

BS664 21.664 생화학공학수치해석 3:0:3(0) 김학성 가을

BS671 21.671 고급동물세포공학 3:0:3(2) 이균민 봄

BS685 21.685 고급발생학 3:0:3(6) 한용만 가을

BS710 21.710 생명과학특강 3:0:3(0) 과교수 가을

BS711 21.711 생물정보분석 3:0:3(3) 박찬규 가을

BS713 21.713 인체유전학 3:0:3(2) 과교수 봄

BS720 21.720 생화학특강 3:0:3(0) 과교수

BS722 21.722 발암생화학 3:0:3(3) 과교수 가을

BS730 21.730 미생물학특강 3:0:3(0) 과교수

BS740 21.740 세포생물학특강 3:0:3(0) 과교수

BS742 21.742 분자세포생물학 3:0:3(2) 조철오 가을

BS750 21.750 생물공학특강 3:0:3(0) 과교수

BS760 21.760 환경생물공학특강 3:0:3(0) 이성택 봄

BS781 21.781 식품과학및공학특강 3:0:3(0) 과교수 봄

BS782 21.782 세포신호전달 3:0:3(6) 정종경 가을

BS791 21.791 영어논문작성법 3:0:3(4) 과교수 봄

연    구

BS960 21.960 논문연구 (석사)

BS965 21.965  개별연구 (석사)  

BS966 21.966 세 미 나 (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BS980 21.980 논문연구 (박사)

BS986 21.986 세 미 나 (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BS990 21.990 대학원생세미나 (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94 / 2007~2008 학사요람

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BS200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Experiment)                                          0:9:3(2)

생화학실험은 생체분자들의 성질을 연구하는 생화학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실험들을 익히

도록 하며, 특히 생체분자들을 분리 정제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특성을 분석하는 첨단 실험기법

들을 익히도록 한다.

BS202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0:3(4)

세포분화 및 발생에 기초가 되는, 세포의 구성물질, 미세구조, 세포주기, 골격계의 변화, 물질 수송

에 관한여 강의한다.

BS205 생화학 I (Biochemistry I)                                                      3:0:3(3)

생명현상을 분자화학 및 분자생물학적인 원리에서 이해시키고자 한다.  이 과목에서는 단백질의 기

능 및 효소의 작용원리 및 기작, 대사 에너지의 창출과 에너지 축적, 지방, 탄수화물, 아미노산의 합

성 및 steroid 홀몬과 heme 합성등을 다루고 대사작용의 상호작용과 규제 등을 다루는 등 대사작용

의 총체(intergration)을 포함한다.

BS208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3:0:3(3)

생화학II는 생화학I의 연속으로서 광합성 과정과 생체고분자의 합성과정으로부터 시작하여 DNA의 

복제와 재조합 및 수선, RNA 합성 및 가공, 단백질의 합성 및 활성과 과정을 다루며, 세포의 환경 

변화 감지와 적응 과정을 다룬다.

BS209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0:3(4)

본 교과목을 통해서 세포의 기능에 근간을 이루는 유전자의 전반적인 조절기작들(DNA 복제, 전사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 한다.  특히 이러한 분자수준에서의 기작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방법론

을 소개하고 논의하려 한다. 이는 최근의 유전체의 조절 기작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 

할 것이다. 

BS223 생명공학개론 (Introductory Biotechnology) 3:0:3(0)

이 과목은 서론에서 생물학의 이용분야를 시대순으로 추적하므로서 생물공학의 정의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고, 이어서 생물공학의 기초지식인 유전, 단백질 생합성,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공학, 발

생공학, 재래식 생물공학 등의 요점을 소개한다. 각론에서는 생물공학이 의약품 생산, 농업, 축산, 

수산, 에너지, 식품, 환경, 전자공업 등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BS232 미생물학 (Microbiology) 3:0:3(1)

미생물과 관련된 구조와 기능, 유전, 생리, 생장 등의 기본적 특성들을 분자적 수준과 개체적 수준

에서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미생물의 분류, 생태, 질병과의 관련, 산업적 응용 등을 다룬다.

 

BS305 생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for Life Science) 3:0:3(0)

생물학에 필요한 물리화학을 가르침으로써 생체내의 생명현상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생체고분자의 구조 에너지의 전달, 방사능의 생체에 대한 영향 등을 물리학적 

방법으로 해석시킨다.

BS312 진화생태학 (Evolution and Ecology) 3:0:3(0)

본 교과목을 통해서 생명의 기원과 진화( 다위니즘, 진화에 대한 증거, 진화의 과정 및 형태, 인간의 기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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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생태계 내의 상호작용과 항상성을 이해한다. 더 나아가  생명체와 

환경과의 상호 작용이 진화의 진행에 미친 영향들을 이해함으로써 생명현상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을 개발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BS315 유전학 (Genetics) 3:0:3(3)

이 과목은 생명체의 형질보전 원리를 다룬다. 특히 유전정보의 전달, 재조합, 돌연변이 발생기작을 다

루며 유전자의 조절현상과 세포분화 및 질병관련 유전자에 대하여 설명하며 수리적 개념의 집단유전

학 내용을 강의한다.

BS318 발생생물학 (Developmental Biology) 3:0:3(0)

이 과목은 수정란의 초기발생에서부터 초기난할 과정 기관형성의 형태적 특징을 이해시키고 세포분

화 과정의 분자생물학과 유도의 생화학적 기작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또한 초파리 및 포유동물의 

발생을 유전적으로 분석하고 세포분화과정을 설명한다.

BS319 세포생물및유전학실험 (Laboratory in Cell Biology & Genetics)                   0:9:3(4)

최신 세포생물학 및 유전학 실험 기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실습 한다.

BS322 생명공학 (Biological Engineering)                                           3:0:3(3)

생물공학 전반에 관한 물질수지, 에너지 수지, 화공계산 등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함을 목표로 한다. 

BS325 세포공학 (Microbial and Cell Biotechnology)                                    3:0:3(2)

미생물세포와 동식물세포를 이용하여 생물질 자체 또는 그 구성물질이나 대사물질을 경제적으로 생

산 또는 활용하는데 필요한 세포배양공학 지식과 이의 응용분야를 소개하고 관련된 문제풀이를 병

행하여 지식을 습득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BS326 생명공학실험 (Biotechnology Experiment)  0:9:3(2)

이 과목은 효소, 미생물배양, 재조합 미생물 배양, 분리, 정제 등의 생물공학에 필수적인 기본실험을 

다룬다.

BS332 미생물화학 (Microbial Chemistry) 3:0:3(2)

이 과목은 미생물의 생리와 대사과정을 이해시키고 이를 기초로 하여 유용한 2차대사물질의 대량생

산과 이용에 관한 기술 및 방법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친다.

BS342 효소학 (Enzymology)                                                           3:0:3(1)

이 강의에서 효소학의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최근의 지식을 포함한 견해를 이해하고 장래의 전망

을 제시하고자 한다.  효소를 공부하는 것은 생물체에서의 대사과정에 있어서 촉매작용의 아주 중

요한 역할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처음 효소를 분리정제하

는 방법을 터득하고 다음으로 단순한 systems 즉 test-tube에서 효소의 특성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세포와 같은 복잡한 systems에서 효소의 역할을 알아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효소학이 학문적인 

영역 뿐 아니라 산업과 의학 등에 다양하게 증가하는 응용분야를 다루고자 한다.

BS351 생리학 (Physiology) 3:0:3(2)

이 과목은 생명체 행태와 기능의 관계, 성장, 호흡, 순환, 분비, 운동 등의 생리현상을 다루며, 생체

조직과 물질대사의 관계를 다룬다. 세포막을 통한 여러 물질들의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리현

상과 여러 조직에서 일어나는 생리현상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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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355 약리학 (Pharmacology)                                                        3:0:3(1)

다양한 생명 현상을 조절하는 약물의 작용 원리를 개체 및 분자 세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한

다.

BS357 신경생물학 (Introduction to Neuroscience)                                             3:0:3

신경생물학의 역사와 기초 원리들을 소개한다.  신경의 구조 및 생리학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두뇌

기능 및 행동을 조절하는 기전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교과서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최근 밝혀진 현대 생물학의 원리나 결과들을 일부를 소개한다.

BS358 식물학 (Plant Biology)                                                             3:0:3

식물은 지구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 즉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

은 의약품 및 기타 인간생활에 중요한 많은 물질들을 생산하는 중요 생물군이다.  하지만, 진화계통

상, 동물과는 독립적인 방법에 의해 다세포 생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계에서 얻어진 

지식만으로는 식물을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본 강좌에서는 식물의 개체 발생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식물 호르몬들이 어떻게 식물을 다세포 생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BS365 환경미생물학 (Environmental Microbiology)                                     3:0:3(1)

광범위한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 공업, 병원 미생물의 기본 생리, 분류, 생태 등의 특성

을 다룬다.

BS371 동물세포공학 (Animal Cell Culture and Engineering)                                   3:0:3

동물세포 배양의 기본 지식을 배우고, 세포배양을 이용하여 단백질 의약품, 백신, 세포치료제 등의 

생산 공정을 이해한다.

BS431 바이러스학 (Virology) 3:0:3(3)

이 과목은 바이러스의 일반적인 성질과 병리학적인 특성을 다루고, 여러 가지 바이러스의 분류, 복

제, 전사 등을 알아 본다. 또한 각 바이러스와 구조적 특징과 기능적 특징도 다룬다.

BS433 분자생물학특론 (Molecular Biology of Gene Regulation)                         3:0:3(3)

본 교과목을 통해서 세포의 기능에 근간을 이루는 유전자의 전반적인 조절(DNA 전사 과정, 크로마틴의 구

조, DNA의 메틸화, RNA 구조/위치변화, 단백질의 합성과 파괴, 단백질 구조/위치변화, DNA 복제)기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높이려 한다.  특히 이러한 분자수준에서의 기작을 밝히기 위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 실험과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심도있게 논의하려 한다. 이는 최근의 유전체의 조절 기작을 이

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제공 할 것이다. 

BS452 면역학 (Immunology)                                                          3:0:3(0)

생체 면역계의 기본적인 개념과 여기에 관련되는 여러 세포들, 여러 영향인자들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세포학적 및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면역체계의 총괄적인 개념을 파악

하도록 한다.

BS462 환경생물공학 (Environmental Biotechnology) 3:0:3(1)

이 과목은 생물권 내에서의 균형 잡힌 생태계의 유지를 위한 미생물의 역할을 설명한 다음, 환경의 

오염으로 깨어진 생태계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미생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한다. 

미생물의 활약 무대가 수중이므로, 오염된 폐수의 처리기술에 촛점을 둔다. 수질오염의 정도를 측정

하는 방법, 각종의 폐수처리 시설의 설계에 필요한 파라메터(향수)들을 계산하고, 이것을 이용하여 

활성오니법, 폐수정화지, 라군, 살수여과, 무기발효 시스템들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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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463 유전공학 (Genetic Engineering)                                                 3:0:3(3)

본 교과목은 학부 상급생에게 고급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해시키고 이를 생물기초 및 응용분야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생물체의 유전체 공학 및 기능 유전체학을 새로운 대사회로 구

축 및 미생물 유전체 재구성에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BS465 나노바이오학 (NanoBioTechnology)                                          3:0:3

나노기술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생명공학분야에 접목되는지와 결과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기술 분야

가 창출되고 있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BS480 특  강 (Selected Topics) 3:0:3(0)

이 과목은 최첨단 생물과학 및 공학에 관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케 하기 위하여 전반에 걸친 최신 

지식을 과제별로 임의 선정하여 강의한다. 

BS490 졸업연구 (B.S. Thesis Research) 0:6:3

이 과목은 각 전공별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인 또는 연구조를 편성하여 흥미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한다. 

BS495 개별연구 (Specified Research) 0:6:1

이 과목은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를 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여 연구를 수

행한다.

BS496 세미나 (Seminar) 1:0:1

이 과목은 최근 주목받는 생물과학 연구 과제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현대생물학의 흐름을 이해하

도록 한다.

❒ 석․박사과정

BS512 생물통계학 (Biostatistics) 3:0:3(4)

생물통계학의 강의는 통계의 기본적인 방법들을 생명현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응용하는 방법들

을 터득하게 한다.

BS516 고급유전학 (Advanced Genetics) 3:0:3(0)

고등 진핵세포의 유전자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유전자의 활성은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 및 기능의 생물학적 유의성을 검토하고 DNA의 메틸화를 통한 차등적 유전

자 활성화 현상을 설명하며 실례를 제시한다. 또한 성염색체의 특징적인 조절현상 및 유전학의 의

학적 응용 예를 강의한다.

BS518 분자의약및화학유전체학 (Chemical Genomics & Medicinal Systems Biology)      3:0:3(1)

본 교과목을 통해서 인간유전체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 하기 위한 여러가지 연구접근방법을 논의한다. 나

아가 규명된 기능과 기작을 중심으로 인간유전체를 직접 조절하려는 시도들을 소개하고 논의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와 조절방법중 약물분자를 중심으로 정립된 화학유전체학 등의 인간기능 유전체학을 심도있

게 논의하려 한다. 이러한 인간유전체의 연구와 조절이 인간의 질병원인규명, 신약개발, 치료유전자확보, 

진단방법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이러한 연구와 직접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개발된 예들을 논의한

다. 이 교과과정을 통해 최근 유전체 연구와 이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바이오테크노롤지의 동향을 논함으

로서 학생들의 앞선 실질적인 유전체과 의과학의 총체적인 연구,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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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524 고급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3:0:3(3)

이 과목은 DNA의 구조와 복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명현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DNA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생화학적 특성과 이러한 효소들이 존재하게 

된 진화적 이유를 DNA 구조와 관련지어서 논의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근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지식

이 어떻게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BS525 유전자발현 (Gene Expression) 3:0:3(3)

이 과목은 유전자 발현과 그 조절의 기작에 관한 모든 단계의 근본적 원리들을 다루며, 특히 원핵

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전사조절 과정의 여러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RNA의 가공과 편집, 

번역과정의 조절, 단백질의 활성화 등을 다룬다.

BS526 분자바이러스학 (Molecular Virology)                                           3:0:3(3)

이 과목은 바이러스의 구조 및 복제와 여러 유전자의 기능을 분자수준에서 파악하여 바이러스의 구

조적,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다룬다. 

BS528 에피제네틱스 (Epigenetics)                                                         3:0:3

여러 가지 진핵 세포의 생물학적인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은 에피제넥틱스에 의한 조절을 받

는다.  이 과목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을 위한 과목이며 또한 학부 고년차 및 대학원생을 

위해서 개설되어 에피제네틱스의 개념을 습득하게 한다.

BS531 고급미생물학 (Advanced Microbiology) 3:0:3(2)

이 과목은 미생물 세포들의 구조 특성, 구성물질들의 구조와 기능 및 상관관계를 다루며 미생물의 특

징적인 합성대사과정과 생리, 유전연구의 방법론을 강의한다. 또한 미생물의 생태학적 위치와 분류학

적 조성을 논의한다.

BS532 응용및환경미생물학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3:0:3(1)

이 과목은 미생물의 환경과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몇몇 주요 미생물의 특성과 이용분야를 

자세히 소개한다.

BS536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0:3(2)

이 과목은 의약품, 세균독소,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및 식품 첨가물 등의 독성작용 기작 및 공중위

생상의 위험성, 독물질의 신진대사상의 관계와 해독 작용 등을 다룬다.

BS538 미생물 유전체학 (Microbial Genomics)                                          3:0:3(4)

대학원 학생들에게 미생물 염기서열분석법, 미생물 유전체 기능분석, 미생물 유전체 비교분석 및 미

생물 진화에 대하여 강의하고 최신 미생물 유전체 연구에 관하여 토의한다.

BS541 고급세포생물학 (Advanced Cell Biology) 3:0:3(0)

이 과목은 세포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강의한다. 세포기관들의 공통적 기능과 

특징적 기능들뿐만 아니라 세포들 상호간의 연락과 상호작용을 다루고, 이들을 세포내 물질들의 변

화에 의해서 다각도의 관점들을 다룬다.

BS543 고급신경생물학 (Advanced Neurobiology)                                       3:0:3(1)

뇌신경세포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 (신경세포의 발생, 신경전달 및 신경가소성 등)과 다양한 뇌기능 

및 뇌질환 (감각, 운동, 수면, 기억 및 정신병 등)과 관련된 분자 세포생물학적 기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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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545 줄기세포학 (Stem Cell Biology)                                                     3:0:3

줄기세포는 미분화상태로 무한히 증식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본 교과목은 줄기세포에 대한 폭넓은 기초지식을 쌓기 위하여 줄기세포 자가재생산 및 분화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전들의 이해에 초점을 둔다.

BS547 신경발생생물학 (Neural Development)                                                3:0:3

본 강의는 동물의 의식, 감각, 기억, 운동, 행동 등의 생명현상을 조절하는 신경계의 발생과정을 분

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 분야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함을 목표로 한

다.

BS552 고급발효공학 (Advanced Fermentation Technology) 3:0:3(2)

이 과목은 의약품,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vitamin, 주류, 발효식품 및 음료 등의 생산에 있어서 중

요한 공학적인 문제에 관한 연구, 미생물대사, 물질 및 열전달, 상균, 제품분리 및 정제, 생물학적 

문제의 정량적 분석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BS554 고급생명공학 (Advanced Biological Engineering) 3:0:3(3)

이 과목은 생물반응기에서 물질 balance와 performanc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립시키고 반응기의 설

계 및 조작에 관한 지식, 그리고 효소반응 및 미생물, 동식물 세포의 배양에 관한 공학적인 지식을 습

득시키는데 중점을 둔다.

BS562 단백질설계학 (Protein Design) 3:0:3

이 과목은 목적하는 기능을 갖는 단백질의 설계 원리, 최근의 연구결과, 그리고 단백질의 기본 특성

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BS582 식품공학 I (Food Engineering I) 3:0:3(2)

이 과목은 식품가공 공정에 관련되는 운동량전달, 열전달 및 물질전달현상의 원리를 중점적으로 취

급하며 식품의 관능검사와 식품의 개발연구에 필요한 유변학의 원리도 취급한다.

BS583 구조생물학 (Structural Biology) 3:0:3(1)

이 과목은 단백질 등의 생체고분자들의 삼차구조 연구를 통한 생명현상의 원자수준을 이해한다.

BS584 약물전달학 (Novel Drug Delivery Systems) 3:0:3(3)

이 과목은 약물의 새로운 송달방법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며, 서방형 DDS 제제화 및 표적지향성 약

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한다. 효과적인 약물전달을 위한 고분자 담체 및 시스템의 설계를 비롯, 유전

자를 포함한 단백질 약물들의 안정화와 제제화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토의한다.

BS586 식물발생학 (Plant Developmental Biology)                                      3:0:3(0)

식물은 지구 생태계의 궁극적인 에너지원, 즉 식량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많

은 의약품 및 기타 인간생활에 중요한 많은 물질들을 생산하는 중요 생물군이다. 하지만, 진화 계통

상, 동물과는 독립적인 방법에 의해 다세포 생물로 발달해 왔기 때문에,  단순히 동물계에서 얻어진 

지식만으로는 식물을 이해하고 응용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는다. 본 강좌에서는 식물의 개체 발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식물 호르몬들이 어떻게 식물을 다세포 생물로서 기능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BS611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Advanced Molecular Cell Biology I)                       3:0:3(3)

이 과목은 대학원생의 학위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대 생명과학의 고급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

정으로 최신의 연구결과를 포함한 분자세포생물학 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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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612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I (Advanced Molecular Cell Biology II)                        3:0:3(3)

이 과목은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의 연장으로 세포수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생명현상을 

분자기작 측면에서 강의함으로 대학원생의 학위연구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대 생명과학의 고급지식

을 습득케 한다.

BS620 물리생화학 (Physical Biochemistry) 3:0:3(0)

이 과목은 생화학과 분자생물학에 필요한 물리화학적인 연구실험 방법들의 원리를 다루며, 단백질, 

핵산등 생체고분자의 분리, 정제와 구조결정 및 그들 상호간의 작용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여러가

지 유체동력학적, 분광학적인 방법들을 주로 논한다.

BS622 효소화학 (Enzyme Chemistry) 3:0:3(0)

이 과목은 효소촉매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효소촉매 반응의 기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강의

내용은 촉매작용, 효소-기질간의 친화력, 효소의 3차원적 구조와 활성도 변화 및 동위원소 효과, 메

카니즘 연구를 위한 방법론 등을 다룬다.

BS624 단백질화학및공학 (Protein Chemistry and Engineering) 3:0:3(0)

이 과목은 단백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3차원적 구조, 활성부위의 구조변경 및 분석방법, 저분자 물

질과의 중합반응, 특수단백질의 특성과 생화학적 역할 등을 다루며, 구조분석에 의한 설계에 따라 

특수 생물학적 역가를 가지는 새로운 단백질의 설계방법과 응용을 공부한다.

BS626 핵산생화학 (Nucleic Acid Bi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핵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기능들을 

다룬다.  DNA curvature, tetraloop RNA, pseudoknot RNA, catalytic RNA (ribozymes), telomerase RNA, 

guide RNA, DNA/RNA의 의약품 개발등을 다룬다.

BS628 생체막 (Biological Membranes) 3:0:3(0)

이 과목은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liposome의 성질, liposome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생체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생체 전기현상, hormone의 작용, energy transduction과 막 융합의 mechanism을 논

한다.

BS631 미생물유전학 (Microbial Genetics) 3:0:3(2)

이 과목은 현대생물학의 주요개념을 발전시킨 유전학적 실험을 숙지하여, 그 의미를 평가한다. 주로 다

룰 내용은 돌연변이 유발, 유전자 재조합, replicon의 특성, 유전자 발현조절, 이동성 유전단위, 다세포 유

전현상 등이다.

BS633 미생물생리학 (Microbial Physiology) 3:0:3(2)

이 과목은 미생물 세포의 전반적인 기능과 구조를 다룬다. 미생물 세포의 기원 및 구조, 조직 및 형

성, 물질의 수송, 에너지의 보존 및 전환, 대사의 전반적 조절, 생장 및 분화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BS642 행동유전학 (Behavioral Genetics)                                                    3:0:3

이 과목은 생쥐유전학을 이용한 행동기법으로 약물시험 및 신경생물학의 중요한 기술이다.  본 과

목에서는 inbred 생쥐를 이용한 행동기법과 유전자 적중을 이용한 생쥐 제조 및 분석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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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662 생화학분리공정 (Bioseparation Technology) 3:0:3(0)

이 과목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분리정제 하기위한 공정

에 대한 원리를 다루며, 또한 실험실 수준에서 산업적 규모로 분리공정을 scale-up 하는데 필요한 기

본지식을 습득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BS664 생화학공학수치해석 (Numerical Methods for Biochemical Engineering) 3:0:3(0)

이 과목은 생물공학 분야에서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선형방정식의 해

법, matrix의 이용 및 계산법, 상미분 방정식 및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 Runge-Kutta 방법 등에 대해 

강의하고,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생물공학 분야에서 컴퓨터 응용의 기

초를 마련한다.

BS671 고급동물세포공학 (Advanced Animal Cell Engineering) 3:0:3(2)

이 과목은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세포로부터 각

종 단일군항체, 백신 및 기타 유용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인간골수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생산등의 Tissue Engineering의 최근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S685 고급발생학 (Advanced Developmental Biology) 3:0:3(6)

1. 고등 동물의 발생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증진한다.

2. 동물발생과정의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 생화학적 기반에 대해 배운다.

3. 비교발생학 및 진화발생학에 익숙하게 한다.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수정, 배의 발생축 결정, 기관 발생 등의 분자적 기작에 대해 강의가 진

행될 것이다.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파리와 닭의 날개 및 다리 발생, 개구리와 닭의 신경

계 발생 및 외배엽의 조직분화, 꼬마선충의 생식기 발생 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세포간의 신호전달, 

세포분화, 세포운명결정, 프로그램사멸 등을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각

기 다른 생물체의 body patterning에서  Hox complex의 적용차이와 각기 다른 곤충에서의 다리 분화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 될 것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과 실험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 학생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BS710 생명과학특강 (Selected Topics in Life Science) 3:0:3

이 과목은 생명과학 분야중 최근의 첨단분야 하나를 선정하여 그 분야의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들

을 심층 분석하면서 관련 연구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한다.

BS711 생물정보분석 (Bioinformatics) 3:0:3(3)

이 과목은 생명현상과 관련된 정보의 특성,조직화 및 처리기작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연역적으

로 재구성하는 시도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전정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접

근법들과 구조적 특징으로부터 기능을 유출하는 여러 가지 접근방법들을 다룬다.

BS713 인체유전학 (Human Genomics) 3:0:3(2)

이 과목은 인체의 유전적인 특성과 분자생물학적인 기초를 중심으로 유전자 지도, 유전병의 진단 

치료를 위한 학문적인 기초를 탐구한다.

BS720 생화학특강 (Selected Topics in Biochemistry) 3:0:3

이 과목은 최근의 생화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 정리하고 이중에서 응용생화학 즉, 의약품, 식품 

및 천연자원 개발 또는 효소 관련된 생화학공정 등 분야의 흥미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계획을 수립, 

평가 검토케 함으로써 기초과학으로서의 생화학의 특이성과 유용성을 재인식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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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722 발암생화학 (Biochemistry of Carcinogenesis) 3:0:3(3)

이 과목은 암의 유발을 분자적 상호작용과 유전적인 변화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과정을 다

루고자 한다. 발암물질, 산소레디칼, 암유전자, 암억제 유전인자, 세포성장인자, 세포주기 조절 등에 

의한 상호의 작용을 토대로 발암과정을 설명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의 예방 및 유전자 치료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BS730 미생물학특강 (Selected Topics in Microbiology) 3:0:3

이 과목은 최근 미생물학 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 정리하여 이중에서 응용미생물학의 흥미과제를 

선정, 연구계획을 수립 검토케 함으로써 미생물의 특이성과 유용성의 지식을 넓히고 분자 수준에서 

미생물의 생리 유전현상 등을 이해시킨다.

BS740 세포생물학특강 (Selected Topics in Cell Biology) 3:0:3

이 과목은 생화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세포기관의 미세구조 및 분화에 대한 현상들을 이

해시킨다.

BS742 분자세포생물학 (Molecular Cell Biology) 3:0:3(2)

이 과목은 분자생물학 및 관련 생물학의 발달에 따라 최근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 세포학 분야

의 여러 연구성과들을 최신 연구논문들을 중심으로 하여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 관

점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BS750 생물공학특강 (Selected Topics in Biotechnology) 3:0:3

이 과목은 생물공학분야에서의 최신 연구동향과 중점연구분야를 소개하고 관련된 지식과 연구방법 

등을 이해시킨다.

BS760 환경생물공학특강 (Selected Topics i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3:0:3

이 과목은 환경생물공학과 환경미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첨단

분야의 연구방법론과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한다.

BS781 식품과학 및 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3:0:3

이 과목은 식품관계 분야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흥미있는 여러 과제중에서 문제별로 선택해서 다

루게 된다. 예로는 식품공정에서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새로운 분리기술, 가공식품의 연구개발 동향, 

식품저장시 일어나는 화학 및 생화학반응, 포장재료 및 포장기계, 식품가공시의 부산물의 이용 등이

다.

BS782 세포신호전달 (Cell Signal Transduction) 3:0:3(6)

이 과목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분자수준의 신호전달 기작을 최근 발표된 논문 중심으로 

토론 강의한다.

BS791 영어논문작성법 (Scientific Writing in English) 3:0:3(4)

이 과목은 국제학회 구두 논문 발표 및 국제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구두발표 및 논술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영어논문 체계의 구성 및 기술특성을 강의하고, 논리적

이고 효과적인 영어 구두 발표 방법을 교육시키고 실습한다.

BS960 논문연구 (M.S. Thesis Research)

석사학위 이수요건의 하나로 연구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심도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BS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in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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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966 세미나 (M.S. Seminar) 1:0:1

생물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이 과정에서의 최근 주목받는 연구과제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현대 생물과학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BS980 논문연구 (Ph.D. Thesis Research)

박사학위 이수요건의 하나로 연구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 심도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BS986 세미나 (Ph.D. Seminar) 1:0:1

생물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이 과정에서의 최근 주목받는 연구과제들을 소개하며, 

이를 통해 현대 생물과학의 흐름을 이해하도록 한다.

BS990 대학원생 세미나 (Graduate Student Seminar) 1:0:1

대학원생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까지 자신의 연구결과를 동료 학생과 교수앞에서 공식적으로 발표

함으로서 학생 상호간의 교류를 꾀하고 발표능력을 향상시켜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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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과학과

학과누리집 : http://mathsci.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702-3, 042-869-5702-3

1. 개요

수학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근간에 속하는 분류, 계산, 추측, 증명 등에 관한 능력을 활용하여 수, 공

간, 집합, 함수 등의 수학적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자연현상을 추상화하고 계량화해서 이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학의 언어’이다. 인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수학의 역할은 점점 

확대되어 자연과학, 공학, 인문학, 사회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현상과 복잡한 관계를 연구하

는 데 수학이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통신, 컴퓨터, 정보보안, 금융 등의 분야에서 더욱 높은 수준의 수학적 이론이 필요하

게 되었다.

수리과학과는 기하학, 대수학, 위상수학, 해석학, 통계, 확률, 계산수학, 금융수학, 생물수학 등을 포

함해서 일반적으로 순수수학, 응용수학이라고 불리는 수학의 제 분야를 연구하고, 미래에 수리과학

계를 이끌어 갈 수학자를 양성함으로써 수리과학분야 연구 및 산업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수학분야의 교육과 연구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자연과학, 공학, 

경영학 및 다른 학문분야와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서 수학의 응용을 확대하고, 타 대학, 연구소, 산

업체들과 상승효과를 유발하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수리과학과는 학생들이 부전공이

나 복수전공을 선택해서 타 분야와 상호 보완적인 협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도록 장려하여 

장차 수리과학을 전공한 인재들이 신기술 창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고, 열성적인 교수

진과 창의적인 학생들이 서로 긴 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능률적으로 수리과학분야 지식을 전수하

게 하여 대한민국의 21세기 수리과학분야를 선도한다.

수리과학을 전공한 KAIST 졸업생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학사 졸업생은 매우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석사 졸업생은 연구소나 금융, 전산,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

고, 박사 졸업생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학사과정에서 학생들은 관심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전공과목들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수강하면

서 수리과학의 기초를 폭넓게 닦을 수 있다. 누구나 지도교수의 도움을 받아 진로에 맞는 수강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연구경험을 쌓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교수의 지도를 받아 개별연

구나 졸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수리과학과 학사과정 졸업생들의 진로는 매우 다양한데, 대학원에 진학하여 본격적인 수학도로서 학

업과 연구를 계속하거나, 수학이 여러 학문에 응용도가 높다는 장점을 활용하여 물리, 생물, 공학, 전

산, 금융, 경영, 경제 등 다른 학문 분야로 진출하거나, 전자통신, 정보보안, 컴퓨터 관련업체와 보험회

사, 증권회사, 은행 등 금융기관에 취업한다.



수리과학과 / 105

❒ 석･박사과정

석사과정에서는 심도 있는 수학적 훈련을 받고 사회에 진출해서 수학 지식을 응용하거나, 또는 박

사과정에 진학하여 본격적으로 전문분야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기본을 철저히 쌓도록 교육하고 있

다. 현재는 석사과정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과학기술원 박사과정으로 진학하고 있고, 취업하는 대부

분의 졸업생들은 전문연구소나 대기업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리과학분야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소양을 익히고, 진로와 관심분야에 따라 자

신에게 맞는 수강 및 연구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세미나와 학술활동에 참여해서 전공분야 외의 연

구를 접하고, 외국의 수리과학 관련 연구소와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리과학과는 수학적 이론과 기법을 적용하는 타 학문 분야와 학제간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

사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전공과 무관하게 수리과학과 석사과정에서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석사과정 학생들이 어울려 효용가치가 높고 창의적인 

수리과학 연구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박사과정에서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연구결과를 얻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차 학계에 진출하여 유능한 수학자가 될 인력과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의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들

을 수학적으로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박사과

정 졸업생의 약 70%가 대학의 수학, 응용수학, 전산학 등의 관련학과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있고, 나

머지는 여러 분야의 연구소, 기업체 등에 취업하였다.

3. 학술 및 연구 활동

   수학 연구 분야의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기하학 (Geometry)

미분다양체론, 리만기하학의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핀칭(pinching), 곡률과 작용 (actions), 닫

힌 측지선, 유한성 정리, 비교정리, 기하구조, 등장매몰(isometric immersions), 조화사상 및 비선형 

문제 등의 연구에 중점을 둔다.

해석학 및 응용수학 (Analysis and Applied Mathematics)

실변수함수론, 상미분방정식, 편미분방정식, 조화해석학, 복소함수론, 적분방정식, 작용소 이론 등

과 응용 과학에서 제기되는 해석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자연과

학, 공학에 응용하여 실제적 문제를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실제적 예

로, Radon Transform을 이용한 CT 촬영기술, Wavelet을 이용한 영상 및 신호처리 기법 등은 이와 

같은 해석학 이론의 중요한 응용이다.

위상수학 (Topology)

다양체의 구조와 성질을 대수적, 기하적, 조합수학적 방법을 통하여 연구한다.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로는 (i) 매듭, 고리, 땋임 및 3차원 다양체, (ii) 쌍곡 및 이산군 이론을 포함하는 저차원

다양체의 기하구조, (iii) 사이버그-위튼 이론, 사교구조 및 접촉구조를 통한 4차원다양체의 연구, 

(iv) 미분다양체, 대수다양체 및 반대수 집합 상의 군의 작용을 통한 다양체의 대칭성 등이 있다. 

아울러 컴퓨터 그래픽, 땋임군을 이용한 비가환 암호론으로의 응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수학 및 정수론 (Algebra and Number Theory)

이론분야에서는 주로 가환 혹은 비가환 유체론과 관련된 문제들을 대수기하학, 정수론, 표현론 

등을 사용해서 연구한다. 응용분야에서는 암호론, 부호론, 게임이론 등 컴퓨터나 사회과학분야에

서 나오는 문제들을 대수기하학, 정수론, 선형대수 등을 사용해서 연구한다.

과학계산수학 (Scientific Computational Mathematics)

자연과학 및 공학내의 이론적 분야인 열역학, 유체역학, 탄성역학, 전자기학, 신경계 등에서 제기

되는 수학적 문제들을 수치적 기법으로 연구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 사회현상을 수치적으로 해

석하기 위하여 수학적 방법, 즉 효과적인 계산 방법 및 오차해석, 근사이론 등을 연구한다.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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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지식을 토대로 한 과학계산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자연과학, 공학 등의 연구에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계산방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조합론 (Combinatorics)

이산구조나 조합적 구조를 가진 수학적 대상을 조합론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분야이다. 수학의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조합론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다양한 조합적 대상들에 대한 이론을 개발

한다. 이 분야의 연구는 대수적 조합론, 그래프론, 개수세기, 순서집합 등에 중점을 둔다.

정보수학 (Information Security)

샤논의 정보이론, 계산 및 복잡도 이론, 호프만 코드, 엔트로피, 데이터 압축, 오류정정 부호, 암

호론, 정보보호 등을 다룬다.

금융수학 (Financial Mathematics)

금융시장을 여러 가지 확률적분방정식, 또는 확률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한 금융모델의 해를 계산

하고 경제적인 주해를 소개한다. 실물시장의 구체적인 자료(data)를 이용하여 확률모델을 검증하

고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법을 다룬다.

확률 및 통계학 (Probability and Statistics)

자연 및 사회 현상을 측도론적 방법(Measure-theoretical method)으로 분석․이해하고 우연적 법칙을 

발견하며, 제반 불확실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계적 방법을 연구하는 분야인데, 타 학문분야와

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연구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확률분야에서는 일반 확률과정이론, 

Martingale, Markov chain, 확률미분방정식, Queueing 이론과 통신, 확률제어이론, 최적화이론, 전산

에의 응용에 연구의 중점을 두고, 통계분야에서는 다변량 분석, 불완전자료 분석, 학습이론, 신경

회로망모델, 추정론, 그래프모형론, 인공지능에의 통계적 기법 적용, 거대모형 개발법, 시계열 분

석, 베이즈 분석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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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  

         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MAS109, MAS201, MAS202 중에서 2과목 이상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

     ◦ 전공필수 : 없음

     ◦ 전공선택(총 40학점 이상)

       - 아래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선형대수학, 해석학 I, 현대대수학 I, 미분기하학개론, 위상수학, 복소변수함수론,

         확률 및 통계

       - 다른 학과 전공과목을 12학점까지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과목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응용분야 중점이수 (선택사항)

       - 아래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성적증명서에 ‘금융수학 중점이수’라고 

         기록한다:

      수리통계학, 수치해석학개론, 금융수학개론, 르베그적분론, 계산적 금융수학

  - 아래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성적증명서에 ‘응용수학 중점이수’라고 

    기록한다:

  응용수학과 모델링, 기초확률론, 수리통계학, 수치해석학개론, 최적화이론, 편미분방정식개론

  - 아래 과목들 중에서 4과목 이상을 수강하면 성적증명서에 ‘정보수학 중점이수’라고 

    기록한다:

      이산수학, 현대대수학 II, 수리통계학, 정보수학, 암호론

  - 2개 이상의 중점이수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학생의 희망에 따라 1개의 중점이수를

    선택하여 성적증명서에 기록한다.

   마. 연구과목(3학점)

 졸업연구(3학점)를 반드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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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자유선택(총 27학점 이상)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본래 전공의 이수과목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개설한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이상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중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

       - 필수선택 : 아래 8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대수학 I, 미분기하학, 대수적위상수학 I,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마. 연    구 : 12학점 이내 (연구 10학점 이내, MAS966 세미나(석사) 1학점, 

                                MAS967 수학교수법 I 1학점 포함)

  2)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이상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중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0학점 이상

       - 필수선택 : 아래 8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대수학 I, 미분기하학, 대수적위상수학 I,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마. 연    구 : 3학점 이내  (연구 1학점 이내, MAS966 세미나(석사) 1학점, 

                                MAS967 수학교수법 I 1학점 포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이상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중에서 한 과목을 반드시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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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9학점 이상

       - 아래 8과목 중에서 4과목 이상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대수학 I, 미분기하학, 대수적위상수학 I, 실변수함수론,

                   복소함수론, 확률론, 고급통계학, 수치해석학

   마. 연    구 : 30학점 이상 (MAS986 세미나(박사) 2학점, MAS967 수학교수법 I 1학점 포함)

   - MAS967 수학교수법 I 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학점(공통필수, 선택)은 박사과정 이수 학점으로 누적 가산됨.

   ※ 대체과목을 중복해서 이수할 수 없음.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본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이후 수리과학과의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단, 2006학년도

         이전에 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당시의 이수요건을 따를 수 있다.

       ◦ 2006년 12월 현재 응용수학전공 재학생이 2008년 2월 이전에 졸업하는 경우에 학생이

 요청하면 성적증명서에 ‘응용수학 중점이수’라고 기록한다.

       ◦ 2006년 이전에 2개 이상의 상호 대체 과목을 수강한 경우에는 한 과목만 전공과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 개별연구)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정)에 따

라 적용한다.

       ◦ 2007학년도 이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AM320 과학계산 알고리즘 → MAS364 행렬계산과 응용

    AM222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개론 → CS202 문제해결기법

 AM451 기초확률과정 → IE332 OR II

AM453 확률과정과 정보통신 → EE321 통신공학

 AM455 통계학과 인공지능개론 → MAS455 선형모형

       ◦ 1999학년도 이전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MA201 응용수학 I → MAS201 응용미분방정식

MA202 응용수학 II → MAS202 응용해석학

MA241 고급해석학 I → MAS241 해석학 I

MA242 고급해석학 II → MAS242 해석학 II

MA441 실변수함수론 I → MAS441 르베그적분론

       ◦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MA240 미분방정식은 MAS201 응용미분방정식으로 대체

 한다.

       

   나. 석․박사과정

       ◦ 본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게 적용된다. 단,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당시의 이수요건을 따를 수 있다.

       ◦ 2006학년도 이전에 수학전공을 선택한 박사과정 학생은 석사과정에서 MA966 세미나(석   

         사) 2학점을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 MA986세미나(박사)를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경과조치는 학과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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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선택

MAS210 정수론개론 3:0:3(6) *MA210

MAS212 선형대수학 3:0:3(6) *MA212, *AM220

MAS241 해석학 I 3:2:4(6) *MA241 *AM241

MAS242 해석학 II 3:2:4(6) *MA242 *AM242

MAS250 확률 및 통계 3:1:3(6) *MA250 *AM250

MAS260 응용수학과 모델링 3:2:3(6) *AM210

MAS261
계산기하학과 컴퓨터 

그래픽
3:0:3(6) *MA271

MAS270 논리 및 집합 3:0:3(6) *MA270 *AM311

MAS275 이산수학 3:0:3(6) *MA260

MAS311 현대대수학 I 3:2:4(6) *MA311

MAS312  현대대수학 II 3:0:3(6) *MA312

MAS321 미분기하학개론 3:2:4(6) *MA321

MAS331 위상수학 3:2:4(6) *MA331

MAS341 복소변수함수론 3:0:3(6) *MA341 *AM343

MAS343 
상미분방정식과 

동역학계
3:0:3(6) *AM331

MAS350  기초확률론 3:0:3(6) *MA450 *AM350

MAS355 수리통계학 3:0:3(6) *MA455 *AM360

MAS364 행렬계산과 응용 3:2:4(6) *MA465 *AM320

MAS365 수치해석학개론 3:2:4(6) *MA365 *AM321

MAS370  정보수학 3:0:3(6) *MA370

MAS371 금융수학개론 3:1:3(6) *AM465

MAS374 최적화이론 3:0:3(6) *AM347

MAS410 암호론 3:0:3(6) *MA411

MAS411 대수기하학개론 3:0:3(6)

MAS420  다양체해석학 3:0:3(6) *MA420 *AM441

     ※ 400,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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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선택

MAS430 조합적 위상수학 3:0:3(6) *MA430

MAS435 행렬군론 3:0:3(6) *MA470

MAS440 편미분방정식개론  3:0:3(6) *MA440 *AM432

MAS441  르베그적분론 3:0:3(6) *MA441 *AM445

MAS442 푸리에 해석과 응용 3:2:3(6) *AM442

MAS455 선형모형 3:0:3(6) *AM461

MAS456 컴퓨터 통계방법론 2:3:3(6) *AM462

MAS457 확률신호처리 3:0:3(6) *AM452

MAS458 변환이론 및 응용 3:0:3(6) *AM448

MAS464 수리역학 3:0:3(6) *AM434

MAS470  수리 모델링 3:2:3(6) *AM470

MAS471 계산적 금융수학 3:0:3(6) *MA471

MAS475 조합론 3:0:3(6) *MA460

MAS476 게임이론 3:0:3(6)

MAS480 수학특강 3:0:3(6) *MA480 *AM480

연    구

MAS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MA490 *AM490

MAS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MA495 *AM495

MAS496 세미나 1:0:1 봄․⋅가을 *MA496 *AM496

   ※ 400,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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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 (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 (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 (6)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 (6) 봄․가을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 (6) 봄․가을

선   택

MAS501 공학자를 위한 해석학개론 3:0:3(6) *AM501

MAS502 공학자를 위한 함수해석학 3:0:3(6) *AM502

MAS503 공학자를 위한 대수학 3:0:3(6) *MA500

MAS504 공학자를 위한 행렬계산 3:0:3(6) *AM504

MAS510 정수론 3:0:3(6) *MA510

MAS511 대수학 I 3:0:3(6) *MA511

MAS512 대수학 II 3:0:3(6) *MA512

MAS520 미분기하학 3:0:3(6) *MA520

MAS530 미분 위상수학 3:0:3(6) *MA530

MAS531 대수적 위상수학 I 3:0:3(6) *MA531

MAS532 대수적 위상수학 II 3:0:3(6) *MA532

MAS540 실변수함수론 3:0:3(6) *MA540 *AM541

MAS541  복소수 함수론 3:0:3(6) *MA541 *AM542

MAS546  웨이브리트 이론과 응용 3:0:3(6) *AM546

MAS547 근사이론 3:0:3(6) *MA567 *AM547

MAS548 기호동역학 3:0:3(6) *MA568

MAS550 확률론 3:0:3(6) *MA650 *AM550

MAS552 큐잉이론과 응용 3:0:3(6) *AM552

MAS555 고급통계학 3:0:3(6) *AM560

MAS556 시계열 분석 3:0:3(6)

MAS557 기계학습이론 및 응용 3:0:3(6) *AM521

MAS560  응용수학의 방법 3:0:3(6) *AM511

MAS565 수치해석학 3:0:3(6) *MA565 *AM520

MAS571 금융수학의 확률적 방법론 3:0:3(6) *MA569

MAS575 조합수학 3:0:3(6) *MA513

MAS580 응용수학의 최근동향 2:0:2(6) *AM580

MAS611 대수기하학 I 3:0:3(6) *MA611

   ※ 400,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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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AS612 대수기하학 II 3:0:3(6) *MA612

MAS613 리대수 3:0:3(6) *MA613

MAS620 리군론 3:0:3(6) *MA620

MAS621 리만기하학 3:0:3(6) *MA621

MAS622  심플렉틱기하학 3:0:3(6)

MAS623 복소기하학 3:0:3(6)

MAS630 기하학적 위상수학 3:0:3(6) *MA630

MAS631 호모토피론 3:0:3(6) *MA631

MAS640 조화해석학 3:0:3(6) *MA640 *AM643

MAS641 함수해석학 3:0:3(6) *MA641 *AM641

MAS642 초함수론 3:0:3(6) *MA643 *AM644

MAS645 편미분방정식론 3:0:3(6) *MA743 *AM530

MAS646 비선형미분방정식론 3:0:3(6) *MA744

MAS647 상미분방정식론 3:0:3(6) *MA745

MAS650 확률미분방정식론 3:0:3(6) *AM650

MAS651 확률과정론 3:0:3(6) *MA750 *AM551

MAS655 그래프 모형론 3:0:3(6) *AM662

MAS656 다변량분석 3:0:3(6) *AM664

MAS657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 3:0:3(6) *AM621

MAS660 계산유체역학 3:0:3(6) *AM670 *MAE613 

MAS661 수리유체역학 3:0:3(6) *AM531 *MAE510

MAS665 수치편미분방정식 3:0:3(6) *MA665 *AM620

MAS667 초고속 계산기법 3:0:3(6) *AM675

MAS671 금융수학의 계산적 방법론 3:0:3(6)

MAS710 표현론 3:0:3(6) *MA710

MAS711 암호 및 부호이론 3:0:3(6) *MA711

MAS712 대수적 정수론 3:0:3(6) *MA712

MAS730 매듭이론 3:0:3(6) *MA730

MAS731 변환군론 3:0:3(6) *MA731

MAS740 에르고드이론 3:0:3(6) *MA740

MAS760 역학의 수학적 방법 3:0:3(6) *AM730

MAS765  유한요소법 3:0:3(6) *MA765

MAS771 금융수학의 통계적 방법론 3:0:3(6)

MAS880 수학특론 3:0:3(6) *MA880 *AM801

    ※ 400,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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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연   구

MAS960 논문연구(석사) *MA960 *AM960 

MAS965 개별연구(석사) *MA965 *AM965 

MAS966 세미나(석사) 1:0:1 *MA966 *AM966 

MAS967 수학교수법 I 1:0:1

MAS968 수학교수법 II 1:0:1

MAS980 논문연구(박사) *MA980 *AM980 

MAS986 세미나(박사) 1:0:1 *MA986 *AM986 

    ※ 400,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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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기초필수 MA101 미적분학 I 3:1:3(6) MAS101

기초필수 MA102 미적분학 II 3:1:3(6) MAS102

기초필수 MA103 고급미적분학 I 3:1:3(6) MAS103

기초필수 MA104 고급미적분학 II 3:1:3(6) MAS104

기초선택 MA111 선형대수학개론 3:1:3(6) MAS109

기초선택 MA201 응용미분방정식 3:1:3(6) MAS201 

기초선택 MA202 응용해석학 3:1:3(6) MAS202

기초선택 MA100 전산수학실습 1:6:3(6) 폐기

전공선택 MA212 선형대수학 3:0:3(6) MAS212

전공선택 MA241 해석학 I 3:2:4(6) MAS241

전공선택 MA311 현대대수학 I 3:2:4(6) MAS311

전공선택 MA321 미분기하학개론 3:2:4(6) MAS321

전공선택 MA331 위상수학 3:2:4(6) MAS331

전공선택 MA341 복소변수함수론 3:0:3(6) MAS341

전공선택 MA210 정수론개론 3:0:3(6) MAS210

전공선택 MA242 해석학 II 3:2:4(6) MAS242

전공선택 MA250 확률 및 통계 3:1:3(6) MAS250

전공선택 MA260 이산수학 3:0:3(6) MAS275

전공선택 MA270 논리 및 집합 3:0:3(6) MAS270

전공선택 MA271 계산기하학과 컴퓨터 그래픽 3:0:3(6) MAS261

전공선택 MA312 현대대수학 II 3:0:3(6) MAS312

전공선택 MA365 수치해석학개론 3:2:4(6) MAS365

전공선택 MA370 정보수학 3:2:4(6) MAS370

전공선택 MA411 암호론 3:0:3(6) MAS410

전공선택 MA420 다양체해석학 3:0:3(6) MAS420

전공선택 MA430 조합적 위상수학 3:0:3(6) MAS430

전공선택 MA440 편미분방정식개론 3:0:3(6) MAS440

수리과학과 교과과정 변경 대비표

(수학전공, 응용수학전공)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116 / 2007~2008 학사요람

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전공선택 MA441 르베그적분론 3:0:3(6) MAS350

전공선택 MA450 확률론과 응용 3:0:3(6) MAS350

전공선택 MA455 수리통계학 3:0:3(6) MAS355

전공선택 MA460 조 합 론 3:0:3(6) MAS475

전공선택 MA465 행렬계산과 응용 3:2:4(6) MAS364

전공선택 MA470 행렬군론 3:0:3(6) MAS435

전공선택 MA471 금융상품의계산수학 3:0:3(6) MAS471

전공선택 MA480 수학특강 3:0:3(6) MAS480

연구 MA490 졸업연구 0:6:3(6) MAS490

연구 MA495 개별연구 0:6:1 MAS495

연구 MA496 세 미 나 1:0:1 MAS496

선택 MA511 대수학 I 3:0:3(6) MAS511

선택 MA520 미분기하학 I 3:0:3(6) MAS520

선택 MA531 대수적위상수학 I 3:0:3(6) MAS531

선택 MA540 실변수함수론 3:0:3(6) MAS540

선택 MA541 복소함수론 3:0:3(6) MAS541

선택 MA641 함수해석학 3:0:3(6) MAS640

선택 MA500 응용대수학 3:0:3(6) MAS503

선택 MA501 응용실복소함수론 3:0:3(6) 폐기

선택 MA510 정 수 론 3:0:3(6) MAS510

선택 MA512 대수학 II 3:0:3(6) MAS512

선택 MA513 조합수학 3:0:3(6) MAS575

선택 MA521 미분기하학 II 3:0:3(6) 폐기

선택 MA530 미분위상수학 3:0:3(6) MAS530

선택 MA532 대수적위상수학 II 3:0:3(6) MAS532

선택 MA551 응용확률론 3:0:3(6) 폐기

선택 MA565 수치해석학 3:0:3(6) MAS565

선택 MA567 근사이론 3:0:3(6) MAS547

선택 MA568 기호동역학 3:0:3(6) MAS548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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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선택 MA569 금융시장 모델의 확률해석 3:0:3(6) MAS571

선택 MA611 대수기하학 I 3:0:3(6) MAS611

선택 MA612 대수기하학 II 3:0:3(6) MAS612

선택 MA613 리 대 수 3:0:3(6) MAS613

선택 MA620 리 군 론 3:0:3(6) MAS620

선택 MA621 리이만기하학 3:0:3(6) MAS621

선택 MA630 기하학적위상수학 3:0:3(6) MAS630

선택 MA631 호모토피론 3:0:3(6) MAS631

선택 MA640 조화해석학 3:0:3(6) MAS640

선택 MA643 초함수론 3:0:3(6) MAS642

선택 MA650 확 률 론 3:0:3(6) MAS550

선택 MA665 편미분방정식의 수치해석 3:0:3(6) MAS665

선택 MA710 표 현 론 3:0:3(6) MAS710

선택 MA711 암호 및 부호이론 3:0:3(6) MAS711

선택 MA712 대수적 정수론 3:0:3(6) MAS712

선택 MA730 매듭이론 3:0:3(6) MAS730

선택 MA731 변환군론 3:0:3(6) MAS731

선택 MA740 에르고드이론 3:0:3(6) MAS740

선택 MA741 고급복소함수론 3:0:3(6) 폐기

선택 MA743 편미분방정식론 3:0:3(6) MAS645

선택 MA744 비선형미분방정식론 3:0:3(6) MAS646

선택 MA745 상미분방정식론 3:0:3(6) MAS647

선택 MA750 확률과정론 3:0:3(6) MAS651

선택 MA765 유한요소법 3:0:3(6) MAS765

선택 MA880 수학특론 3:0:3(6) MAS880

연구 MA960 논문연구 (석사) MAS960

연구 MA965 개별연구(석사) MAS965

연구 MA966 세미나 (석사) 1:0:1 MAS966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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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연구 MA967 논문세미나 (석사) 1:0:1 폐기

연구 MA980 논문연구 (박사) MAS980

연구 MA986 세미나 (박사) 1:0:1 MAS986

연구 MA987 논문세미나 (박사) 1:0:1 폐기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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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전공필수 AM220 행렬계산 및 수치기법 3:2:3(6) MAS212

전공필수 AM241 해석개론 I 3:1:4(6) MAS241

전공필수 AM250 확률‧통계 및 응용 3:2:3(6) MAS250

전공필수 AM320 과학계산 알고리즘 3:2:3(6) 폐기*

전공필수 AM343 응용 복소함수론 3:0:3(6) MAS341

전공선택 AM210 응용수학 개론 3:2:3(6) MAS260

전공선택 AM222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개론 3:2:3(6) 폐기*

전공선택 AM242 해석개론 II 3:1:3(6) MAS242

전공선택 AM311 수리논리학 3:0:3(6) MAS270

전공선택 AM321 수치해석 3:2:3(6) MAS365

전공선택 AM331 상미분방정식 3:0:3(6) MAS343

전공선택 AM347 최적화와 게임이론 3:0:3(6) MAS374

전공선택 AM350 기초확률론 및 시뮬레이션 3:2:3(6) MAS350

전공선택 AM360 응용통계학 3:2:3(6) MAS355

전공선택 AM432 편미분방정식 3:0:3(6) MAS440

전공선택 AM434 수리역학 3:0:3(6) MAS464

전공선택 AM441 다변수 해석학과 기하 3:0:3(6) MAS420

전공선택 AM442 푸리에 해석과 응용 3:2:3(6) MAS442

전공선택 AM445 고급적분론 3:0:3(6) MAS441

전공선택 AM448 변환이론 및 응용 3:0:3(6) MAS458

전공선택 AM451 기초확률과정 3:0:3(6) 폐기*

전공선택 AM452 확률신호처리 3:0:3(6) MAS457

전공선택 AM453 확률과정과 정보통신 3:2:3(6) 폐기*

전공선택 AM455 통계학과 인공지능개론 3:2:3(6) 폐기*

전공선택 AM461 선형모형 3:0:3(6) MAS455

전공선택 AM462 컴퓨터 통계방법론 2:3:3(6) MAS456

전공선택 AM465 금융수학개론 3:0:3(6) MAS371

* 이수요건 경과조치 참조.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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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전공선택 AM470 수리모델링 3:2:3(6) MAS470

전공선택 AM480 응용수학특론 3:0:3(6) MAS480

연구 AM490 졸업연구 0:6:3 MAS490

연구 AM495 개별연구 0:6:1 MAS495

연구 AM496 세미나 1:0:1 MAS496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CC511

전공필수 AM511 응용수학의 방법 3:0:3(6) MAS560

전공필수 AM541 실변수함수론 및 응용 3:0:3(6) MAS540

전공선택 AM501 공학자를 위한 해석학개론 3:0:3(6) MAS501

전공선택 AM502 공학자를 위한 함수해석학 3:0:3(6) MAS502

전공선택 AM503 공학자를 위한 복소함수론  3:0:3(6) 폐기

전공선택 AM504 공학자를 위한 행렬계산  3:0:3(6) MAS504

전공선택 AM520 고급수치해석학  3:0:3(6) MAS565

전공선택 AM521 기계학습이론 및 응용  3:0:3(6) MAS557

전공선택 AM523 지식탐색이론 및 응용  3:0:3(6) 폐기

전공선택 AM530 편미분방정식  3:0:3(6) MAS645

전공선택 AM531 수리유체역학  3:0:3(6) MAS661

전공선택 AM542 복소함수론 및 응용  3:0:3(6) MAS541

전공선택 AM546 웨이브리트이론과 응용  3:0:3(6) MAS546

전공선택 AM547 응용근사이론  3:0:3(6) MAS547

전공선택 AM548 특수함수론  3:0:3(6) 폐기

전공선택 AM550 확률론 및 응용  3:0:3(6) MAS550

전공선택 AM551 응용확률과정론  3:0:3(6) MAS651

전공선택 AM552 큐잉이론과 응용  3:0:3(6) MAS552

전공선택 AM560 고급통계학  3:0:3(6) MAS555

전공선택 AM580 응용수학의 최근동향 2:0:2(6) MAS580

전공선택 AM620 수치편미분방정식  3:0:3(6) MAS665

전공선택 AM621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  3:0:3(6) MAS657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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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전공 교과목

과목

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수리과학과

대응교과목

전공선택 AM641 응용함수해석학  3:0:3(6) MAS641

전공선택 AM643 조화해석학 및 응용  3:0:3(6) MAS640

전공선택 AM644 초함수론 및 응용  3:0:3(6) MAS642

전공선택 AM650 확률미분방정식론  3:0:3(6) MAS650

전공선택 AM662 그래프모형론  3:0:3(6) MAS655

전공선택 AM663 통계적 불완전 자료분석  3:0:3(6) 폐기

전공선택 AM664 다변량분석  3:0:3(6) MAS656

전공선택 AM665 베이즈 통계학  3:0:3(6) 폐기

전공선택 AM670 계산유체역학  3:0:3(6) MAS660

전공선택 AM671 전산 쌍곡 방정식  3:0:3(6) 폐기

전공선택 AM675 초고속 계산 기법  3:0:3(6) MAS667

전공선택 AM730 역학의 수학적 방법  3:0:3(6) MAS760

전공선택 AM801 응용수학특론  3:0:3(6) MAS880

연구 AM960 논문연구(석사)  3:0:3(6) MAS960

연구 AM965 개별연구(석사) MAS965

연구 AM966 세미나(석사) 1:0:1 MAS966

연구 AM980 논문연구(박사) MAS980

연구 AM986 세미나(박사) 1:0:1 MAS986

* 대응교과목 :  내용이 같은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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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MAS210 정수론개론 (Introduction to Number Theory) 3:0:3(6)

합동식, 정수론적 함수, 잉여류, 이차잉여류, 연분수, 이차체의 대수적 성질, 소수정리, 디오판투스 

근사, 디오판틴 방정식, 암호에의 응용 등을 다룬다.

MAS212 선형대수학 (Linear Algebra) 3:0:3(6)

선형대수학개론에서 다룬 개념들을 일반화된 체 위로 확장하고 선형대수학의 이론적인 부분을 강조한다.

MAS241 해석학 I (Analysis I) 3:2:4(6)

실수의 성질, 열림, 닫힘, 연결성 등 실수집합의 기본적인 성질, 컴팩트 집합, 함수의 연속성, 미분, 

다변수함수의 미분, 평균값 정리, 리이만 적분, 평면상에서의 적분, 수열과 급수 등을 다룬다.

MAS242 해석학 II (Analysis II) 3:2:4(6)

함수열의 성질과 일양연속, 일양수렴, 함수열의 미분, 적분, 티츠의 연장정리, 특이적분, 특수함수, 감마함수, 

힐버트 공간, 푸리에 급수, 직교성, 완비성, 함수의 변환, 역함수 정리, 음함수 정리, 그린 정리, 스토크스 정

리 등을 다룬다.

MAS250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1:3(6)

기초확률이론, 확률분포, 중심극한정리, 추적 및 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다룬다.

MAS260 응용수학과 모델링 (Applied Mathematics and Modeling) 3:2:3(6)

교과서 수학을 확장하여 응용할 수 있는 현실 속의 문제들을 예제로 들어 설명하면서 응용문제 

풀이를 지향하는 수학을 소개한다.

MAS261 계산기하학과 컴퓨터 그래픽 (Computational Geometry and Computer Graphics) 3:0:3(6)

곡선과 곡면의 기하학적 특성을 해석하는 수학적 개념과 방식을 소개하고, 이를 응용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교육한다.

MAS270 논리 및 집합 (Logic and Set Theory) 3:0:3(6)

집합론의 역사, 집합과 류, 함수, 관계, 순서집합, 선택공리, 현대 수리논리학, 자연수, 무한집합, 순서수 등

을 다룬다.

MAS275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0:3(6)

이산구조를 가진 대상, 예를 들면, 순열, 조합, 네트워크, 그래프 등을 소개한다. 내용은 세기, 순서

집합, 생성함수, 그래프, 수형도, 알고리듬 등을 포함한다.

MAS311 현대대수학 I (Modern Algebra I) 3:2:4(6)

대수적 구조를 갖는 집합에 관한 과목으로 먼저 군에 대한 이론을 자세히 소개한다.

MAS312 현대대수학 II (Modern Algebra II) 3:0:3(6)

현대대수학 I 에 이어 환, 체 및 Galois 이론을 자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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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321 미분기하학개론 (Introduction to Differential Geometry) 3:2:4(6)

삼차원 공간에 내재된 곡선과 곡면의 미분기하학을 다룬다. 곡선의 국소이론과 가우스 사상을 통한 

곡면의 곡률을 소개하며, 곡면의 내성 및 대역기하학을 다룬다.

MAS331 위상수학 (Topology) 3:2:4(6)

일반 위상수학의 대상인 거리공간과 위상공간들과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성질을 다룬다. 아울

러 기본군과 덮개공간을 공부하고 이들을 응용하여 나오는 결과들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MAS341 복소변수함수론 (Complex Variables) 3:0:3(6)

MAS202 응용해석학에서 다루는 복소변수함수의 기본개념과 응용의 이론적 부분과 그 이상의 심도 

있는 정리를 수학적으로 엄 하게 다룬다. 해석함수의 정의, 코시정리, 유수정리, 등각사상, 리만사

상 정리, 최대값 원리, 조화함수, 해석함수의 표현, 해석접속과 이들을 기하학적 관점으로 볼 때 등

장하는 여러 가지 거리개념을 다룬다.

MAS343 상미분방정식과 동역학계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and Dynamical systems) 3:0:3(6)

Picard 정리와 Poincare-Bendixon 정리를 다루고 미분방정식 모델링을 통하여 동력학계의 기본과 응

용을 다룬다.

MAS350 기초확률론 (Elementary Probability Theory) 3:0:3(6)

확률론의 기본개념, 독립성 및 조건부 확률의 개념, 다양한 확률변수와 분포함수, 약대수의 법칙, 중

심극한정리, 포아송 확률과정과 마르코프 체인, 시뮬레이션을 위한 inverse transform method, rejection 

method 등을 다룬다.

MAS355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3:0:3(6)

통계학적 방법론의 기본적 이론과 공학 및 응용과학에의 적용문제를 소개하며, 주요 논제로는 확률

론 기초이론, 각종 확률분포와 상호관계, 변수변환과 확률분포, 각종 표본분포, 추정과 가설검정, 선

형모형, 비모수적 방법 등이 있다.

MAS364 행렬계산과 응용 (Matrix Computation and Application) 3:2:4(6)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필요한 행렬과 관련된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행렬계산에 필요한 수치적 

기법을 다룬다.

MAS365 수치해석학개론 (Introduction to Numerical Analysis) 3:2:4(6)

근사법, 보간법, 수치적분, 수치미분, 수치적 선형대수, 상미분방정식의 풀이 등 수치해석학의 기본방법

을 학습하여 실생활의 응용 문제 해결과 과학적인 컴퓨터 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MAS370 정보수학 (Information Mathematics) 3:0:3(6)

샤논의 정보이론, 계산 및 복잡도 이론, 호프만 코드, 엔트로피, 데이터 압축, 오류정정부호, 정보보

호이론 등을 다룬다.

MAS371 금융수학 개론 (Introduction to Financial Mathematics) 3:1:3(6)

금융거래분야에서 활용되는 확률 및 통계적 기법 등 응용수학의 예를 다룬다. 금융거래에서 사용되

는 상품들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 상품들의 가격결정에 사용되는 모형을 확률통계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이 과목을 통해서 금융분야에서 확률, 통계, 응용수학이 어떻게 활용되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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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374 최적화이론 (Optimization Theory) 3:0:3(6)

최적화이론의 수학적 소개이다.  Convex 집합, convex 함수, separation정리, Karush-Kuhn- Tucker정리, 

Brouwer 고정점 정리, Ky-Fan 부등식과 Nash 평형점 등을 다룬다.

MAS410 암호론 (Introduction to Cryptography) 3:0:3(6)

고전암호, 대칭암호, DES, AES, 공개열쇠 암호, 디지털 서명, 응용프로토콜, 정보이론 등에 대한 기초이론을 

다룬다.

MAS411 대수기하학개론 (Introduction to Algebraic Geometry) 3:0:3(6)

대수기하학은 21세기에 들어서도 정수론, 암호론, 조합론, 심플렉틱 및 복소기하학, 생물수학 등의 

여러 분야와의 교량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대수기하학의 기본개념들을 소개하고 재미있는 정

리와 문제들을 소개한다. 현대대수학 I, II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MAS420 다양체해석학 (Analysis on Manifolds) 3:0:3(6)

미분다양체의 기본개념과 미분형식의 응용을 다룬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정의된 미분형식의 미분과 

적분을 소개하고 이를 미분다양체 위로 일반화하여, 곡면의 미분기하학에 응용한다.

MAS430 조합적 위상수학 (Combinatorial Topology) 3:0:3(6)

공간의 삼각분할, 곡면의 위상적 분류, 단순체 호몰로지, 오일러-뿌앙까레 공식, 보르숙-울람정리, 기

본군의 응용 등을 다룬다.

MAS435 행렬군론 (Matrix Groups) 3:0:3(6)

복소수, 사원수, 행렬군, 특수행렬군, 최대부분군, 최대정규부분군, 미분다양체, 리군 등을 다룬다.

MAS440 편미분방정식개론 (Introduction to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3:0:3(6)

일계 및 이계 선형편미분방정식의 해법과 정성적 성질, 일계 비선형방정식의 해법 등을 다룬다.

MAS441 르베그적분론 (Lebesgue Integral Theory) 3:0:3(6)

유클리드 공간에서 Lebesgue 측도를 구성하고 그에 대한 기본적인 적분이론을 다룬다. 

MAS442 푸리에 해석과 응용 (Fourier Analysis and Applications)              3:2:3(6)

푸리에 급수 및 푸리에 변환의 기본 성질과 미분 방정식, 또는 신호처리에의 응용을 다룬다.

MAS455 선형모형 (Linear Models) 3:0:3(6)

회귀분석 및 분산분석에 필요한 제반 기법들을 강의한다. 주요 논제로는 일반역행렬, 이차형식, 회귀

모형, 적합성 검정, 회귀모형 개발과 모형선택법, 불완전자료 선형모형 등이 있다. 

MAS456 컴퓨터 통계방법론 (Statistical Methods with Computer) 2:3:3(6)

컴퓨터 통계패키지 (Minitab, SAS, SPSS 등)를 이용한 통계적 자료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하여 효율적 분석방법이 무엇인지를 자료유형별, 분석목적별로 학습하게 하는 것이 본 교

과목의 주 목적이다.

MAS457 확률신호처리 (Random Process and Signal Processing) 3:0:3(6)

확률과정의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룬다. 확률과정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2차 

모멘트 이론, 확률과정의 표현, 선형변환, 신호검출 및 추정, 가우스 과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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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458 변환이론 및 응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Transforms) 3:0:3(6)

공학에서 흔히 다루는 연속 및 불연속 신호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변환이론을 다룬다.

복소변수 및 선적분, 라프라스 변환, 푸리에 변환, Z 변환 등의 수리적 이론 및 응용이 포함된다.

MAS464 수리역학 (Mathematical Mechanics) 3:0:3(6)

유체 및 탄성체에 관한 수학적 모델을 소개 한다. 점성 및 탄성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공부한

다.

MAS470 수리모델링 (Mathematical Modeling) 3:2:3(6)

산업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관한 수학적 모델링을 공부한다. 확산, 응고, 전도, 전달체 

문제 등이 나타나는 고분자 반응, 스토케스틱 진행, 생의학, 결정현상, 전자현상, 유동현상, 열전달현

상 등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해석하는 기법을 배운다.

MAS471 계산적 금융수학 (Computer Simulations in Financial Mathematics) 3:0:3(6)

여러 가지 금융파생 상품의 기본적인 수학적 모델을 소개하고 이들의 계산기법과 수치해법을 다룬

다. 기하적 브라운 운동, 난수 생성, 표본의 정규 분포 여부 검증, 뉴턴 방법을 이용한 변동성 계산, 

몬테칼로 적분법, 이항 나무 계산법, 유한 차분법에 의한 블랙-숄즈 방정식의 수치적 해법 등을 다

룬다.

MAS475 조 합 론 (Combinatorial Theory) 3:0:3(6)

순열, 조합 등을 포함하여 조합론의 기본대상과 이론을 소개하고, 나아가서는 자연수분할, 집합분할, 

순서집합, 생성함수 등을 다루며, 여러 가지 조합론의 응용을 소개한다. 이 과목의 선수과목은 없지

만 이산수학이나 이산구조에서 소개된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도움이 된다.

MAS476 게임이론 (Game Theory) 3:0:3(6)

여러 가지 수학적 게임, 전략형 게임, 확장형 게임, 내쉬 균형, 반복 게임 등 게임이론의 기본을 다

룬다.

MAS480 수학특강 (Topics in Mathematics) 3:0:3(6)

발전하는 현대 수학 중에서 한 과제를 정하여 과목을 개설한다. (부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제가 

다를 경우 중복수강이 가능하다)

MAS490 졸업연구 (Research in Mathematics) 0:6:3(6)

4학년 최종학기에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별연구를 수행하며 졸업논문을 작성하거나 

종합시험을 치른다. 종합시험의 범위와 시행방법은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MAS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를 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학기 중에 연구를 수행

한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기 초에 교수와 합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4 학점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MAS496 세미나 (Mathematics Seminar) 1:0:1

수학전공의 모든 학생이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으며 매 학기 다른 주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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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MAS501 공학자를 위한 해석학 개론 (Analysis for Engineers) 3:0:3(6)

해석학의 기본개념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기본적인 위상, 함수의 미분‧적분, 함수의 열과 급수, 특수

함수, 다변수함수 등을 다룬다.

MASM502 공학자를 위한 함수해석학 (Functional Analysis for Engineers) 3:0:3(6)

선형 벡타공간, 실함수의 기본성질, 위상공간과 거리공간, 선형 연산자, 힐버트 공간, 바나흐 공간 

등을 다룬다.

MAS503 공학자를 위한 대수학 (Algebra for Engineers) 3:0:3(6)

응용성이 높은 대수학의 여러 개념과 이론을 소개한다. 군, 유한체, 암호, 부호 등과 이들의 응용을 

주로 다룬다.

MAS504 공학자를 위한 행렬계산 (Applied Matrix Computation) 3:0:3(6)

대학원 수준에서 공학이나 자연과학에서 필요한 행렬과 관련된 이론 및 행렬계산에 필요한 수치기

법을 다룬다.

MAS510 정수론 (Number Theory) 3:0:3(6)

수체, 데데킨트 영역, Prime ideal의 분해, Galois 이론, 단원, Prime ideal의 분포, 유수공식, 유체론 등을 다

룬다.

MAS511 대수학 I (Algebra I) 3:0:3(6)

자유군, Sylow 정리, 가해군, 정규고리 등의 군이론과 가환환, 자유가군, 벡터공간, 사영가군, 단사가

군, Tensor 적 등의 가군론, 정역, 국소환, Noether 환 등의 환이론을 다룬다.

MAS512 대수학 II (Algebra II) 3:0:3(6)

체의 정규확장, 분리확장, Galois 정리, 원분체, 가해확장 등의 체론을 다룬다.

MAS520 미분기하학  (Differential Geometry) 3:0:3(6)

미분다양체의 정의, 미분가능 사상, 벡터장, 흐름 텐서 및 미분형식 등 미분다양체상에서 정의되는 

여러 개념의 상호관계 및 그들의 성질을 공부한다.

MAS530 미분 위상수학 (Differential Topology) 3:0:3(6)

미분다양체의 위상적 성질을 다루는데 그 주된 내용은 횡단, Morse 함수, 손잡이체 구성, h-코보디

즘, 수술이론 등이다.

MAS531 대수적 위상수학 I (Algebraic Topology I) 3:0:3(6)

여러가지 위상공간, 변이 기본군, Van Kampen 정리, 덮개공간, 덮개공간과 기본군 간의 관계, 덮개

공간의 분류, 단순복합체, 단순 호몰로지, 특이 호몰로지, exact 수열, 호몰로지의 응용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MAS532 대수적 위상수학 II (Algebraic Topology II) 3:0:3(6)

계수 호몰로지, universal 계수정리, Kunneth 공식, 코호몰로지, cup 곱과 cap 곱, 다양체의 방향성, 

Poincare 쌍대정리, 다양체의 signature, 고차원 호모토피군과 호모토피론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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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540 실변수함수론 (Real Analysis) 3:0:3(6)

측도론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Lebesgue 적분을 학습하고 함수 공간의 성질을 파악하여 미분, 적분방

정식의 풀이를 구한다.

MAS541 복소함수론 (Complex Function Theory) 3:0:3(6)

복소변수 해석적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원리, 정리, 응용 등을 다룬다.

MAS546 웨이브리트 이론과 응용 (Wavelets and Applications) 3:0:3(6)

웨이브리트의 기본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푸리에 해석, 웨이브리트 변환, Cardinal spline 해석, 웨이

브리트 와 MRA, 웨이브리트 페킷, 신호처리에의 응용, 영상처리에의 응용 등을 다룬다.

MAS547 근사이론 (Approximation Theory) 3:0:3(6)

복잡한 함수의 여러 가지 노름에 대한 다항식 근사를 중심으로, 근사 알고리즘, 오차해석 등을 다룬

다.

MAS548 기호동역학 (Symbolic Dynamics) 3:0:3(6)

기호열을 원소로 갖는 공간의 연구 및 활용을 기본목표로 하여 위상적 마르코프 연쇄형 공간 등 여

러 가지 천이공간, 확률행렬, Perron-Frobenius 이론, 엔트로피, 천이공간들의 위상적 동형관계, 차원

군 등을 다루며, 정보이론, 코딩이론, 카오스이론 등에의 응용을 다룬다.

MAS550 확률론 (Probability Theory) 3:0:3(6)

이 과목에서는 응용에 필요한 고급확률이론을 다룬다. 내용은 사건의 독립성, 조건확률, martingale, 

정지시간, 큰 수 법칙, 특성함수, 중심극한정리, Gaussian process 등이 포함된다.

MAS552 큐잉이론과 응용 (Queueing Theory with Applications) 3:0:3(6)

통신시스템 및 생산망 분석 등에 필요한 확률과정론 및 큐잉이론과 그 응용을 다룬다. 내용은 포아

송과정, 갱신이론, 이산 및 연속시간 마르코프 연쇄, M/G/1 큐잉시스템, G/M/1 큐잉시스템, Random 

walk 이론, GI/GI/1 큐잉시스템, 브라운 운동 및 응용, 확산과정, 다양한 stochastic order relations을 다

룬다.

MAS555 고급통계학 (Advanced Statistics) 3:0:3(6)

통계적 방법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며,  주요 논제로는 확률론 기본원리, 각종 확률분포의 특성, 대

수법칙과 중심극한정리, 충분성과 완전성, 추정, 가설검정, 축차분석, 분산분석, 비모수적 추론 등이

다.

MAS556 시계열 분석 (Time Series Analysis) 3:0:3(6)

자기 공분산 및 자기상관 함수, Stationary 시계열 모델, Nonstationary 시계열 모델, 최소자승예측, 

ARIMA 예측, Updating 예측 모델 Identification, 모수의 추정, 스펙트랄 이론과 추정, 전이함수 모델 

등을 다룬다.

MAS557 기계학습이론 및 응용 (Theory and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3:0:3(6)

학습에 의하여 성능을 향상 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다룬다. 학습 시스템의 정의로부터 시

작하여 결정트리학습, 신경회로망, 학습평가, 연산학습, 진화연산, 베이즈 학습 등의 수리적 이론 및 

응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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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560 응용수학의 방법 (Methods of Applied Mathematics) 3:0:3(6)

공학 및 자연과학에서 제기되는 미분 방정식 및 적분 방정식들의 해석을 위한 수학적 이론들을 공

부한다. Fourier 급수이론과 고유치 문제를 다룬다.

MAS565 수치해석학 (Numerical Analysis) 3:0:3(6)

행렬계산, 반복법, 근사이론 등 수치해석학의 다양한 기초이론을 학습하고 실습을 통하여 실제 문제

를 해결해보고 컴퓨터를 활용하여 과학계산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다룬다.

MAS571 금융수학의 확률적 방법론 (Stochastic Methods in Financial Mathematics) 3:0:3(6)

확률적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시장의 여러 현상에 관한 모델을 수립하여 확률미분방정식으로 표현한 후 그 

풀이를 구한다. 브라운 운동, 이토 적분, 위험중립적 가격산정, 편미분 방정식과의 관계, 이색 옵션, 뉴머레

어 변경, 기간 구조 모델  등을 다룬다.

MAS575 조합수학 (Combinatorics) 3:0:3(6)

조합수학의 여러 기본개념을 자세히 소개한다. 내용은 세기, 체 방법, 그래프, 순서집합, 생성함수, 

극단문제 등을 포함한다.

MAS580 응용수학의 최근동향 (Recent Progress in Applied Mathematics) 2:0:2(6)

최근 응용수학의 주요 연구 분야에 대한 주제를 단기간 집중 강의를 통하여 소개한다. (부제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부제가 다를 경우 중복수강이 가능하다)

MAS611 대수기하학 I (Algebraic Geometry I) 3:0:3(6)

대수적 다양체의 기본성질과 그들 사이의 함수를 다룬다.

MAS612 대수기하학 II (Algebraic Geometry II) 3:0:3(6)

대수적 다양체의 일반화인 Scheme을 다룬다.

MAS613 리대수 (Lie Algebra) 3:0:3(6)

Lie 대수의 기본성질, 근체계 및 단순근, Weyl 군, 무게론, 분류법, Cartan 부분대수, 단순대수, 무게 

및 최대 vector, 중복공식, Weyl-Kostant-Steinberg 공식, Kostant 정리, admissible 격자 등을 다룬다.

MAS620 리군론 (Lie Groups) 3:0:3(6)

리군의 기본적 개념, 미분다양체, 지수함수, 균질공간, 리대수, 리군과 리대수의 표현 그리고 리군의 

구조 등에 대하여 알아본다.

MAS621 리만기하학 (Riemannian Geometry) 3:0:3(6)

리이만 다양체의 정의, 평행이동과 측지선, 리이만 곡률텐서, Jacobi 장 등 리이만 다양체의 기본개

념을 소개하고 제1, 제2변분공식, 공액점, 비교정리, 부분다양체 등을 다룬다.

MAS622 심플렉틱기하학 (Symplectic Geometry) 3:0:3(6)

선형 심플렉틱 기하의 정의, 심플렉틱 다양체, 복소 구조 등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심플렉틱 군   작용과 

여러가지 심플렉틱 불변량 등을 다룬다.

MAS623 복소기하학 (Complex Geometry) 3:0:3(6)

복소 다양체의 정의, Sheaf 이론,  Hermitian 복소 기하학 등 기본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복소 다양체

의 Hodge 분해정리, Lefschetz 분해정리 및 Kodaira Embedding 정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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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630 기하학적 위상수학 (Geometric Topology) 3:0:3(6)

삼차원 다양체에 관한 기본적 결과를 다루며 그 내용으로 Heegaard 분해, 연결합 분해, Dehn 보조정

리, 구면 정리, 비수축 곡면, Haken 계급, 곡면, Seifert 다발, Jaco-Shalen-Johannson 분해를 포함한다. 

MAS631 호모토피론 (Homotopy Theory) 3:0:3(6)

다발과 쌍대다발, H-공간와 쌍대 H-공간, 현수정리, Hurewicz 정리, 장애이론, 호모토피 연산, 분광열

과 같은 대수적 위상수학의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MAS640 조화해석학 (Harmonic Analysis) 3:0:3(6)

푸리에 급수 및 변환을 연구하여 복소변수함수론 및 실함수론의 문제를 푸는데 이용한다. 급수 및 

변환적분의 수렴성이 주요한 연구과제이다.

MAS641 함수해석학 (Functional Analysis) 3:0:3(6)

함수들의 공간에서 정의된 선형작용소들의 성질을 이용하여 미분, 적분방정식의 풀이를 구한다. 함

수공간의 위상적 성질도 다룬다.

MAS642 초함수론 (Generalized Functions) 3:0:3(6)

초함수(Distributions)의 후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을 포함한 기본성질과 편미분 방정식, 물리학, 공

학 등에의 응용을 다룬다.

MAS645 편미분 방정식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3:0:3(6)

1차 및 2차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풀이와 해의 정성적 성질, 비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석을 통하

여 공학에의 응용 등을 다룬다.

MAS646 비선형미분방정식론 (Nonlinear Differential Equations) 3:0:3(6)

비선형 미분방정식의 다양한 문제 및 이론을 통하여 실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공학에의 

응용성 및 실생활에의 적용성을 꾀한다.

MAS647 상미분 방정식론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3:0:3(6)

상미분방정식(계)의 해의 존재성과 유일성, Autonomous system 의 성질, 해의 안정성과 Lyapunov 함수, 

주기해의 성질 (Poincare'-Bendixon 정리) 등 상미분방정식의 기본이론과 동력학계 등에의 응용을 다룬다.

MAS650 확률미분방정식론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s) 3:0:3(6)

마코프 과정, 포아송 과정, Brown 운동, 이토적분, 선형확률미분방정식의 해와 점근적 분석, 그리고 

boundary value problem, filtering 이론과 최적제어에의 응용을 다룬다.

MAS651 확률과정론 (Stochastic Processes) 3:0:3(6)

확률과정의 일반이론과 그 응용을 다룬다. 마코프연쇄와 과정, 가우스 과정, 확산과정, stationary 과

정과 ergodic 이론, spectral 이론과 예측이론을 다룬다.

MAS655 그래프 모형론 (Graphic Models in Statistics) 3:0:3(6)

통계적모형으로서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는 모형을 그래프모형이라고 하는

데, 이 모형은 해석상의 편리함과 타 학문분야, 특히 전문가씨스템과 인공지능분야에 많이 응용되고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다. 주요 논제로는 확률적 독립성, 독립그래프, 정보이론, 분산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 그래프 가우스모형, 그래프 로그선형모형, 그래프 Chain model, 혼합변수모형, 

decomposition 등이 있다.



130 / 2007~2008 학사요람

MAS656 다변량 분석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3:0:3(6)

여러 확률변수들에 대한 통계적 자료의 분석법을 다루며, 주요 논제로는 다변량 정규분포, 확률벡터

의 분산공분산 행렬의 성질과 표본 분산공분산 행렬의 분포, T-square 통계량, 통계적 분류, 다변량 

분산분석, 확률벡터들의 독립성, 분산공분산 행렬에 관한 가설검정, 주성분분석, 정준상관분석, 요인

분석 등이 있다.

MAS657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 (Computational Models of Neural Networks) 3:0:3(6)

생물학적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인공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 및 응

용에 대하여 다룬다. Hodgkin-Huxley Equation, 다층퍼셉트론, 신경회로망의 동역학, 학습 및 수렴성

의 문제, 최적화 문제, 공학적 응용 등이 포함된다.

MAS660 계산 유체역학 (Numerical Fluid Mechanics) 3:0:3(6)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을 풀기 위한 수치해석적 방법을 공부한다.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수치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그 수렴성과 안정성을 다룬다.

MAS661 수리유체역학 (Mathematical Fluid Mechanics) 3:0:3(6)

유체의 흐름을 기술하는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과 오일러 방정식의 수학적 기초를 배운다. 특히 시

불변 흐름을 기술하기 위한 비압축 유동이론과 스톡스 방정식이론을 다룬다.

MAS665 수치편미분방정식 (Numerical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3:0:3(6)

미분방정식의 수치해법을 소개한다. 상미분 방정식의 수치방법과 몇 가지 모델 편미분방정식들의 

수치 해법을 다루고 다른 방정식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수치해법을 심도있게 배운다.

MAS667 초고속 계산기법 (High Speed Computation) 3:0:3(6)

대용량 계산을 위한 병렬처리, 다중격자, 영역분할법 등을 공부한다. 초고속 계산기를 이용한 병렬

처리기법들을 소개한다.

MAS671 금융 수학의 계산적 방법론 (Computational Methods in Financial Mathematics) 3:0:3(6)

몬테칼로 방법 및 의사 몬테칼로 방법을 위주로 하여, 금융 현상의 전산 시뮬레이션에 관한 이론과 
실제 적용 방법을 다룬다. 난수 및 의사 난수의 생성, 분산 축소, 옵션 가격의 근사적 계산, 금융시
장의 자료의 분석 등을 다룬다.

MAS710 표현론 (Representation Theory) 3:0:3(6)

유한군의 표현과 Lie group, Lie algebra의 표현론을 다룬다. 

MAS711 암호 및 부호이론 (Cryptology and Coding Theory) 3:0:3(6)

고전암호론, 패스워드 해독, DES, 현대암호론, 최소지식 증명, 오류 정정부호 등의 응용을 다룬다.

MAS712 대수적 정수론 (Algebraic Number Theory) 3:0:3(6)

Dedekind 환의 확장, L-함수, 유체론 등을 다룬다.

MAS730 매듭이론 (Knot Theory) 3:0:3(6)

삼차원 공간에서 원이 꼬이고 걸리는 현상을 연구한다. 좀 더 일반적으로 여차원이 2인 단사사상을 

연구하기도 한다. 매듭, 고리, 땋임 이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롭지만 저차원 다양체, DNA 접

힘, 양자 물리 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전형적으로 대수적, 기하적, 조합수학적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개발되었다. 개설 시기에 따라 다루는 내용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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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731 변환군론 (Transformation Group Theory) 3:0:3(6)

위상적 변환군의 여러 가지 성질, 부동점 집합, slice 표현 등, 다발론과 G-벡터다발, KG-이론, 미분

변환군,  G-단순복합체, 스미스 이론을 다룬다.

MAS740 에르고딕 이론 (Ergodic Theory) 3:0:3(6)

측도보존 변환의 반복시행적 성질을 이용하여 수학, 물리학, 통신이론, 정보이론 등에서 파생된 문

제들에 추상적으로 접근한다. 균등분포, 엔트로피, 불변측도, 자료압축알고리듬, 연분수이론, 하드디

스크코딩, 리아푸노프 지수 등을 다룬다.

MAS760 역학의 수학적 방법 (Mathematical Methods for Mechanics) 3:0:3(6)

연속체에 관한 수학적 기초이론을 공부한다.  Fre'chet 미분, 평형점, Cauchy 응력이론,  초탄성체이

론, 3차원 탄성체이론, 존재정리 등을 다룬다.

MAS765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3:0:3(6)

유한요소법의 수학적 이론인 Sobolev 공간, Lax-Milgram 정리, 혼합법, 오차해석 등을 공부하고 이산

화한 식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Conjugate Gradient Method, Domain Decomposition 방법 등을 

다룬다.

MAS771 금융수학의 통계적 방법론 (Statistical Methods in Financial Mathematics) 3:0:3(6)

이 과목에서는 변동성 추정, 회귀분석, 자본자산평가 모델, 수익률 곡선의 추정, 금융 시계열, 위험 

관리, 기간 구조  등에서 통계학적 개념을 활용하는 법을 배운다. 통계처리 소프트웨어 사용법도 같

이 다룬다.

MAS880 수학특론 (Topics in Mathematics) 3:0:3(6)

수학의 최신분야에서 선택된 주제를 다룬다. (부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부제가 다를 경우 중복수강

이 가능하다)

MAS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MAS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in M.S.)

MAS966 세미나(석사) (M.S. Seminar) 1:0:1

MAS967 수학교수법 I (How to Teach Mathematics I) 1:0:1

이 과목은 대학원생들에게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서로 개선점을 지적해 준다.

MAS968 수학교수법 II (How to Teach Mathematics II) 1:0:1

수학교수법 I (MAS967)에 이어 더 구체적으로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방법을 소개한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며, 서로 개선점을 지적해 준다.

MAS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

MAS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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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과

학과홈페이지 : www.chem.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802-6

1. 개  요

  화학과에서는 144명 규모의 학사과정과 183명 규모의 대학원 과정이 있으며 현재 25명의 교수진

이 다양한 전공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이론과 실험의 균형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반화

학을 비롯한 교양과정을 거쳐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및 고분자화학등의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보다 깊게 공부하여 장차 기초과학 분야는 물론 첨단과학 기술분야의 응용에 

이바지할 훌륭한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강의를 통하여 

축적된 이론을 토대로 모든 실험은 학생 각자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실험능력 및 탐구력을 최대한으

로 기를 수 있도록 실험내용이 편성되어 있다. 실험과정은 기초 교양인 일반화학 실험을 거쳐 물리

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및 고분자화학등의 분야별 실험실과 이에 맞는 실험기

자재를 고루 갖추고 각 전공분야별 실험들을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배우게 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고분자화학, 분석화학, 생화학 등 화학분야 전반에 

걸친 전공분야에 석사 및 석.박사 통합,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주요문제의 정의와 문제해결을 자주적이

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화학자를 양성함과 동시에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기술개

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21세기 첨단과학기술 시대를 선도할 과학자 양성에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이

를 위하여, 수준 높은 다양한 전공강의를 통하여 기초교육을 확고히 하며, 적성에 따라 전공분야와 지

도교수를 선정하여 창의력 있는 논문연구를 유도하며, 세미나 및 산업시찰을 통하여 폭넓은 화학지식

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신의 이론과 첨단기기를 이용한 실험을 토대로 하는 기초연구과제의 

수행은 물론 초빙교수제도 등을 이용한 국내.외 대학과의 유대관계 유지 및 학문교류 그리고 산업체 

및 연구소와의 공동연구를 실행하여 기초교육과 더불어 응용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있다.

2. 학술 및 연구활동

  학사과정에는 최신의 교육시설과 실험 기자재들을 충분히 갖춰 보다 폭넓고 깊은 학부 교육을 하

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100여종의 각종 실험기자재가 확보되어 있으며 학문연구와 실험교육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우수한 성능을 갖춘 기기들로 개스크로마토그래피(GC), 적외선(IR)분광기, 자

외선(UV-VIS)분광기 및 핵자기공명분석기(NMR)등을 확보하고 있다.

  연구분야로는 액체의 구조와 성질, memberance transport, 통계역학, 분자구조와 물성의 상호관계, 

양자화학, 반응동력학, 고분자물성연구, 기체상 물질의 반응, transient spectroscopy, 핵산 및 단백질의 

구조연구, 고체표면의 물성 및 화학적 성질연구, 분자흡착 및 촉매작용, 환경화학, cluster 화합물, 무

기 및 유기금속화합물의 합성 및 구조결정, drug activity, 광화학, 생화학, 유기불소화학, 유기인화학, 

천연물의 분리, 구조결정 및 합성, 새로운 유기합성 방법의 개발 및 응용, 새로운 구조의 단량체 및 

다양한 물질의 고분자 합성등 기초와 응용분야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GC, HPLC, GPC, 500, 400 및 300MHz FT-NMR, ESR, ESCA/AUGER, LEED VUV, 

UV/VIS, IR, LC/MS, GC/MS등의 현대적 기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계속 실험실의 장비와 시설을 확장

하여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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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 (총 28 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 학사과정 교양과정 학번별 이수요건 참조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각 항의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일반화학 II, 일반화학실험 II를 포함한 9학점 이상

          ※ 학사과정 기초과목 학번별 이수요건 참조  

   라. 전공과목 (총 49학점 이상)

       ◦ 전공필수 : 36학점

  물리화학 I, II, 물리화학실험, 유기화학 I, II, 유기화학실험 I, II, 분석화학, 분석화학 실

험, 무기화학 I, II, 무기화학실험, 생화학 I, 생화학실험

       ◦ 전공선택 : 13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3학점 이상)

       ◦ 졸업연구 : 3학점(필수)

       ◦ 개별연구 : 4학점까지는 전공선택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 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화학과 전공과목 49학점 이수

   ※ 부전공 이수요건 : 전공필수 중 12학점, 전공선택 중 9학점 이상 선택 이수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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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

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

       - 필수선택 : 9학점(500단위 교과목 중 2개 분야 이상에서 9학점 이상 이수)

       - 일반선택 : 12학점 이상

   마. 연    구 : 12학점 이내(세미나 학점 포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석사과정과 동일)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6학점 이상

       - 필수선택 : 9학점(500단위 교과목 중 2개 분야 이상에서 9학점 이상 이수)

       - 일반선택 : 27학점 이상

   마. 연    구 : 33학점 이내(세미나 학점 포함)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CH316 분자분광학 재수강은 CH416 분자분광학개론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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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CH211 

CH213

CH221

CH222

CH223

CH224

CH261

CH262

CH314

CH341

CH342

CH343 

CH381

CH483

23.211

23.213

23.221

23.222

23.223

23.224

23.261

23.262

23.314

23.341

23.342

23.343

23.381

23.483

 물리화학I

 물리화학II

 유기화학I

 유기화학실험I

 유기화학II

 유기화학실험II

 분석화학

 분석화학실험

 물리화학실험

 무기화학I

 무기화학II

 무기화학실험

 생화학I

 생화학실험

3:0:3(3)

3:0:3(3)

3:0:3(3)

0:6:2(3)

3:0:3(3)

0:6:2(3)

3:0:3(3)

0:6:2(3)

0:6:2(3)

3:0:3(3)

3:0:3(3)

0:6:2(3)

3:0:3(3)

0:6:2(3)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분석화학분야교수

분석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생화학분야교수

생화학분야교수

봄

가을

봄

봄

가을

가을

봄

봄

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

전공선택

CH315 

CH325

CH336

CH416

CH417

CH418

CH419

CH437

CH444

CH463

CH471

CH482

23.315 

23.325

23.336

23.416

23.417

23.418

23.419

23.437

23.444

23.463

23.471

23.482

 물리화학III 

 유기화학III

 물리유기화학

 분자분광학개론

 화학반응동력학

 계산화학

 고체화학개론

 유기분광분석

 무기화학III

 기기분석

 고분자개론

 생화학II

3:0:3(3) 

3:0:3(3)

3:0:3(3)

3:0;3(3)

3:0:3(3)

2:3: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물리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분석화학분야교수

고분자화학분야교수

생화학분야교수

봄 

봄

가을

봄,가을

가을

봄

봄,가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

**

**

**

**

**

**

연    구

CH490

CH495

URP490

URP495

23.490

23.495

 졸업연구

 개별연구

 URP(B)

 URP(A)

0:6:3

0:6:1

0:6:3

0:6:1

     ※ ** 는 학․석사 상호 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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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CC511

CC512

CC513

CC522

CC530

CC531

11.510

11.511

11.512

11.513

11.522

11.530

11.531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및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10)

3:0:3(6)

3:0:3(3)

3:0:3(6)

3:0:3(8)

3:0:3

3:0:3(6)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가을

가을

가을

봄,가을 **
선    택 CH502

CH503
CH521
CH522
CH523
CH541
CH542
CH581

23.502
23.503
23.521
23.522
23.523
23.541
23.542
23.581

 양자화학I
 통계열역학I
 고급유기화학 
 유기합성I
 유기합성II
 고급무기화학
 유기금속화학 
 고급생화학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이윤섭
이억균
이희윤,최인성
강성호,이희윤
이희윤,김성각
도영규,박준택
도영규,박준택
이영훈,이지오,최병석

봄
가을
봄
봄
가을
봄
가을
봄

**
**

**

**
**

CH604

CH605

CH606

CH607

CH609

CH610

CH626

CH627

CH628

CH632

CH644

CH645

CH646

CH671

CH672

CH673

CH711

CH712

CH713

CH733

CH734

CH735

CH746

CH747

CH773

CH774

CH782

CH783

CH791

CH792

23.604

23.605

23.606

23.607

23.609

23.610

23.626

23.627

23.628

23.632

23.644

23.645

23.646

23.671

23.672

23.673

23.711

23.712

23.713

23.733

23.734

23.735

23.746

23.747

23.773

23.774

23.782

23.783

23.791

23.792

 양자화학II

 통계열역학II

 화학동력학

 계면화학 

 전기화학

 구조생화학

 천연물화학

 헤테로고리화학

 유기금속반응

 유기입체화학

 생무기화학

 촉매화학

 재료화학

 유기고분자화학

 특성고분자화학 

 고분자물리화학

 물리화학특강I

 물리화학특강II

 물리화학특강III

 유기화학특강I

 유기화학특강II

 유기화학특강III

 무기화학특강I

 무기화학특강II

 고분자화학특강I

 고분자화학특강II

 생화학특강I

 생화학특강II

 현대화학특론I

 현대화학특론II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이윤섭

이억균

이윤섭

김세훈

곽주현

이지오, 최병석

김용해

김용해

장석복

김용해

무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김상율

김상율,김진백,심홍구

김진백,이억균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물리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유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무기화학분야교수

고분자화학분야교수

고분자화학분야교수

생화학분야교수

생화학분야교수 

과교수

과교수

봄 또는 

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봄

가을

연    구

CH960
CH966
CH980
CH986

23.960
23.966
23.980
23.986

 논문연구(석사)
 세미나(석사)
 논문연구(박사)
 세미나(박사)

1:0:1

1:0:1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 ** 학․석사 상호 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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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CH211  물리화학 I (Physical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분자수준에서 호학을 기술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지고, 아울러 화

학에의 응용을 다각적으로 다룬다. 특히 전자 및 핵의 운동에 의한 분자의 에너지구조를 중점적으

로 다루며, 이는 분자구조와 화학반응을 기술하는데 있어 기본소양이 될 것이다. 

 

CH213  물리화학 II (Physical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기본 열역학의 제법칙과 기체, 액체 및 고체의 열역학적 성질, 거시계의 화학평형, 상평

형 및 용액의 여러 성질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CH221  유기화학 I (Organic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유기화합물의 화학결합, 구조, 성질 및 입체화학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유기화학의 기

초가 되는 라디칼반응, 친핵성 치환반응, 제거반응 및 여러 가지 작용기들의 유기반응들을 다룬다.

CH222  유기화학실험 I (Organic Chemistry Experiment I) 0:6:2(3)

이 과목은 끓는 점, 녹는점 및 얇은 막 chromatography에 의한 물질확인법을 배우고 단순증류, 분별

증류 및 관 chromatography에 의한 물질정제법을 터득한 다음 SN1 반응, SN2 반응, 자유 radical 반

응, 제거반응, 산화반응 그리고 에스테르화 반응 등을 다룬다.

CH223  유기화학 II (Organic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Cycloalkane으로부터 정립된 입체 화학의 개념을 심어주고 Cycloalkane, 방향족 화합물, 

arene 유도체, carbonyl 화합물 및 산 유도체의 물리적 성질, 합성 및 그리고 다양한 화학반응 등을 

다룬다. 아울러 IR과 NMR 분광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spectrum의 해석법을 습득케 한다.

(선수과목 : CH221)

CH224  유기화학실험 II (Organic Chemistry Experiment II) 0:6:2(3)

이 과목은 Kinetic 반응과 thermodynamic 반응의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게 하고 방향족 화합물의 대

표적인 Friedel-Crafts 반응을 수행하며 carbonyl 화합물의 다양한 반응을 배운다. 아울러 Diels-Alder 

반응 및 탄수화물 보호 반응 등을 실험한다.

CH261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실험결과의 처리, 산-염기 수용액의 이온 평형, 침전의 용해도, 착물형성 평형 등의 각종 

화학분석에 필요한 기본 이론을 다루고 분광분석법, 전기화학분석법, 크로마토그라피법의 기초 이론

을 소개한다.

CH262  분석화학실험 (Analytical Chemistry Experiment) 0:6:2(3)

이 과목은 이온 평형을 이용한 부피분석법, 침전반응을 이용한 무게분석법 및 크로마토그래피법 등

의 각종 화학분석방법 및 기기 분석 방법들을 실험을 통하여 다룬다.

CH314  물리화학실험 (Physical Chemistry Experiment) 0:6:2(3)

이 과목은 물리화학 강의에서 다룬 물질의 구조, 성질 및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및 개념들을 

실험을 통하여 구체화하며 다양한 실험장치를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현상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을 

익히고 실험자료에 대한 분석 능력을 배양한다.

실험내용 : 전자회로, 화학평형, 열역학, 수송현상, 화학반응동력학, 양자화학계산, 분자분광학(E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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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R, IR, Laser)의 응용, 회절, 원자현미경(STM), 표면현상, 그리고 전기화학

CH315  물리화학 III (Physical Chemistry III) 3:0:3(3)

이 과목은 비이상계 및 표면효과의 열역학적 성질, 물질의 구조, 화학결합, 수송현상, 반응속도론, 

그리고 전기화학들의 기본개념들을 소개한다.

CH325  유기화학 III (Organic Chemistry III) 3:0:3(3)

이 과목은 Carbanion, 아민, 헤테로고리화합물, 고분자화학, 생리분자 및 orbital symmetry 등을 다룬

다.

CH336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화학결합, 산성과 염기성, nucleophilic substitution, addition, elimination과 자유에너지와 

유기반응 mechanism에 관하여 다룬다

CH341  무기화학 I (Inorganic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무기화합물 이해에 필요한 화학결합, 이론, 분자 대칭론을 다루며, 화합물의 합성, 구조분

석 반응성 및 반응 메카니즘에 대하여 논한다.

CH342  무기화학 II (Inorganic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CH341의 계속, Main group 원소의 일반적 성질과 전이금속의 착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

의 합성, 구조 반응성을 다룬다. 그 외에 촉매, 고체물질의 성질과 생무기화학이 새롭게 논의된다. 

(선수과목 : CH341)

CH343  무기화학실험 (Inorganic Chemistry Experiment) 0:6:2(3)

이 과목은 배위화합물과 유기금속 화합물을 합성하고 성질을 규명한다. 무기화합물의 입체구조를 

실험을 통하여 규명한다.

CH381  생화학 I (Bio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세포와 생명현상에 관련된 각종 분자들의 특성을 소개하고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효소

반응론, 효소작용 메카니즘, 대사에너지의 발생 및 저장, 생화학 연구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도입

에 관하여 강의한다.

CH416 분자분광학개론(Introduction to Molecular Spectroscopy) 3:0:3(3)

이 과목은 빛과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전자 및 핵의 운동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간격을 측

정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양자화학에 근간을 둔 기초적인 해서, 현대적 분광학의 실험원

리 및 실제 예를 통해 분광학의 기본 원리와 그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CH417  화학반응동력학 (Chemical Reaction Dynamics) 3:0:3(3)

이 과목은 실험방법 및 이론등 여러 가지 연구방법을 소개하여 반응속도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한다.  또한 반응속도론의 타분야에 대한 응용, 산업에의 응용등 실제면의 응용에 관한 면도 

소개한다.

CH418  계산화학 (Computational Chemistry) 2:3:3(3)

이 과목은 분자궤도함수 계산방법, molecular mechanics의 기본원리, 분자동력학의 기본원리, Monte 

Carlo 방법의 원리 등을 다룬다.



화학과 / 139

CH419 고체화학개론(Introduction to Solid-State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체의 결정구조, 격자진동, 밴드구조, 전기전도도, 자기적 성질, 광학적 성질, 및 나노구

조체의 물리화학적 성질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소개한다.

CH437  유기분광분석 (Organic Structure Analysis) 3:0:3(3)

이 과목은 화학연구를 수행하는데 화합물을 순수하게 분리하고 구조결정을 하는 것은 필수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분리 방법과 구조 결정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분광기기

들의 원리 및 자료들의 해석 방법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CH444  무기화학 III (Inorganic Chemistry III) 3:0:3(3)

이 과목은 주로 화합물의 구조와 이에 따른 무기화합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논한다. 군론(Group 

theory)의 화학적 응용, 고체의 결함구조와 물리. 화학적 성질 그리고 분자 제올라이트(molecular 

sieves zeolite)의 구조적 특성 등을 주로 다룬다.

CH463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3:0:3(3)

이 과목은 화학자를 위한 기초 전자공학이론을 다루고 흡수 및 방출분광법, 원자분광법, 핵자기공명 

분광법, X-선 형광분석법, 전자분광법, 질량분석법, 전기화학분석법, 크로마토그래피법 각종 화학분

석 기기들의 기초이론 및 그 응용을 소개한다

CH471  고분자개론 (Polymer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을 주로 하며 고분자 물질들의 합성방법과 구조적 특성, 분자량 분

포, 반응메카니즘과 반응속도, 고분자 물성 측정, 분광학적 성질, 고분자 반응 그리고 응용성 고분자

들의 구조와 성질 등에 관한 개론을 다룬다.

CH482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생화학I(CH381)의 계속 과목으로 탄수화물, 지방, 핵산, 단백질등 생체분자의 생합성 반응

과 조절기작을 화학적, 생리학적, 유전학적 측면에서 다룬다. 또한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포함하여 

새로이 도입되는 생화학 기술을 강의하며 이를 이용하여 얻어지는 연구결과를 소개한다.(선수과목 : 

CH381)

CH483  생화학실험 (Biochemistry Experiment) 0:6:2(3)

이 과목은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방 등 생체분자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을 정제하여 확인하며 

이들의 기능을 조사하는 실험을 통하여 생화학의 원리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도

록 한다.

CH490  졸업연구 (B.S. Thesis Research) 0:6:3

CH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 석․박사과정

CH502  양자화학 I (Quantum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양자역학의 가설과 파동방정식을 소개하고 시간과 무관한 파동방정식을 적용하여 자유입

자, 각운동량 및 수소원자의 풀이와 기초 근사법을 도입후 원자와 분자의 전자구조 파악에 이용하

는 이론과 계산법을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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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503  통계열역학 I (Statistical Thermodynamics I) 3:0:3(3)

이 과목은 통계열역학의 원리의 이해와 응용을 위해 고전역학, 양자역학 및 열역학 및 고전 및 양

자 통계역학의 기본 개념 및 Ensembles등을 다루고 고체, 액체, 기체, 표면 등에의 응용을 다룬다.

CH521  고급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화합물의 화학결합, conformational analysis, 입체화학 nucleophilic substitution, 

elimination과 addition 그리고 유기반응 mechanism에 대하여 다룬다.

CH522  유기합성 I (Organic Synthesis I) 3:0:3(3)

이 과목은 유기합성의 기본개념인 conformational analysis를 강의한 후 탄소-탄소 단일 결합에 사용되

는 alkylation, umpolung, aldol, cuprate 반응 및 free radical 반응을 그리고 탄소-탄소 이중 결합의 형

성에 필요한 Wittig 반응, sulfone 화학, Shapiro 반응, Claisen 전이반응등을 다룬다.

CH523  유기합성 II (Organic Synthesis II) 3:0:3(3)

이 과목은 유기합성 I의 계속으로 디일스-알더반응, 시클로부가반응과 라디칼 반응을 이용한 고리화 

반응과 유기붕소, 유기실리콘 및 유기주석화물과 전이금속화물의 유기합성에서 이용 및 산화 환원 

반응들을 다룬다.

CH541  고급무기화학 (Advanced In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무기화합물의 대칭성과 구조, 입체화학, 전기 및 자기적 성질과 전이금속과 리간드의 상

호 작용을 논의한다. 아울러, 무기분광분석, 핵자기공명분석 및 전자자기 분석 방법 등을 다룬다.

CH542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금속화합물의 합성, 확인, 결합 및 구조, 반응성을 리간드의 종류와 유기금속 화학반

응의 형태별로 대별하여 토론하며, 특히 유기금속화합물의 응용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CH581  고급생화학 (Advanced Bi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복제, 유전자발현, 단백질 합성 등 생체 고분자의 생합성을 심도있게 강의하고 단백질 및 

핵산구조의 특징과 기능적 측면을 토의한다.

CH604  양자화학 II (Quantum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양자역학의 화학분야 응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양자화학I의 계속으로 최신 전자구조 계

산법, 분자분광학, 시간의존 파동 방정식의 이용 등을 취급한다.

CH605  통계열역학 II (Statistical Thermodynamics II) 3:0:3(3)

이 과목은 통계열역학 I의 계속으로 통계열역학의 실제적 응용으로 협동현상 전자기적 성질, 

Relaxation 시간 등을 다룬다.

 

CH606  화학동력학 (Chemical Reaction Dynamics) 3:0:3(3)

이 과목은 반응분자들의 기본 물리 및 화학적 변화과정을 소개한다. 반응물의 상태선택 또는 확인, 

여기방법, 여기물의 수명 및 상태, 반응 생성물의 상태-상태(state-to-state) 화학을 분자수준에서 관찰

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CH607  계면화학 (Surface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체표면의 기하학적 구조, 전자구조, 열역학, 확산, 고체표면상에서의 기체의 물리흡착, 

화학흡착, 화학반응 등에 관한 최근 실험과 이론 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표면분석 방법

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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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09  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전극반응에 관한 기본적 이론을 소개하고 전위차법, 각종 전압전류법 회전전극법, 교류저

항법 등 화합물의 전기화학적 성질 연구를 위한 각종 방법의 원리와 합성에의 응용 및 화학분석의 

기본적인 수단으로서의 전기 화학을 다룬다.

CH610  구조생화학(Structural Bi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NMR 및 x-ray 결정학을 이용하여 생물고분자의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방법과 실제적인 

응용 예를 다룬다. 

CH626  천연물화학 (Natural Products) 3:0:3(3)

이 과목은 생리활성물질, 독성물질, 단백질,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 탄수화물들의 입체화학, 생리작

용등을 고려하여 구조결정 및 합성을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CH627  헤테로고리화학 (Heterocycl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헤테로고리 화합물의 성질과 합성, 헤테로원자들의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하여, 

헤테로고리화합물을 이용한 유기합성에의 실제적 응용을 취급한다.

CH628  유기금속반응 (Organometallic Reactions) 3:0:3(3)

이 과목은 전이금속을 포함한 유기금속 화합물을 이용한 탄소-탄소 결합반응, 이성화반응, 산화환원 

반응등 다양한 유기반응을 깊이 있게 체계적으로 다룬다.

CH632  유기입체화학 (Sterochemistry of 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입체화학의 반응배경, 상대적 입체화학의 결정, 광학활성의 순도결정, asymmetric 유

기반응 메카니즘, asymmetric 유기합성에의 응용을 다룬다.

CH644  생무기화학 (Bioin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생체계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에 참여하는 금속이온의 역할을 수소화, 질소화 반응

에 참여하는 효소계, 전자, 산소, 금속을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관여하는 단백질계등 생체계에 관여

하는 금속함유 생물질을 중심으로 논하며 합성모형화합물의 접근법도 강조될 것이다.

CH645  촉매화학 (Catalysis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흡착과 촉매작용, 촉매활성점, 불균일촉매와 균일촉매, 다원기능 촉매 및 분자체 제오라

이트 촉매, 촉매담체의 역할, 기기를 이용한 촉매 특성연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촉매 공정에 대

한 사례연구를 다룬다.

CH646  재료화학 (Materials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무기화학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유기금속 촉매, 분자소재, 나노구조체 및 혼성물질등의 

신소재 연구에 대하여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소재의 합성 및 분석과 응용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룬

다.

 

CH671  유기고분자화학 (Organic Chemistry of High Polymers) 3:0:3(3)

이 과목은 부가 및 축합 중합의 반응속도론 및 반응 메카니즘을 중심으로하여 부가공중합, 유화중

합등을 다루며 고분자의 입체화학 및 성질 등을 토론하고 새로운 중합반응을 소개한다.

CH672  특성고분자화학 (Specialty Polymer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광 및 전자기능성 고분자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과목으로 전도성고분자, 광전도성고분

자, 광응답성고분자, 비선형광학고분자, 고분자전지, 포토레지스트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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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673  고분자물리화학 (Polymer Physical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분자 구조와 물성을 열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이다.  고분자구조, 고분자용액의 열

역학, 고무탄성, 상평형, 마찰특성, 전달공정 등을 열역학적으로 설명한다.

CH711  물리화학특강I (Special Topics in Physical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물리화학 기체 및 액체 분야에서 필요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의 최근 연구결과

를 전문적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CH712  물리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Physical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물리화학 고체 및 표면 분야에서 필요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의 최근 연구결과

를 전문적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CH713  물리화학특강 III (Special Topics in Physical Chemistry III) 3:0:3(3)

이 과목은 물리화학 이론 및 계산 분야에서 필요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연구분야의 최근 연구결과

를 전문적 강의와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CH733  유기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Organic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물리유기 화학분야중 특정분야 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유기반응 mechanism과 

molecular dynamic의 결정방법, 화학구조와 반응성, 새로운 MO 계산방법등을 다룬다.

CH734  유기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Organic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최근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terpene, macrolide, alkaloid, carbohydrate, 헤테로고리화

합물등 유기화합물의 합성에 적용되는 다양한 합성전략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유기합성에 필요한 

창의력과 응용력을 기른다. 강의방법을 강의식과 더불어 학생참여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seminar 방

식을 병행할 수 있다.

CH735  유기화학특강 III (Special Topics in Organic Chemistry III) 3:0:3(3)

이 과목은 여러 화합물 군에 속하는 유기화학물질의 전자배열 상황의 변화 또는 다양한 구조적 변

형에 따른 화학적 성질의 변화를 검토하고 특히 우리주변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생활성물질의 작

용기작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하며, 나아가서 이에 따르는 새로운 화합물의 창출 및 개발 전략을 모

색한다.

CH746  무기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Inorganic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무기화학분야중 최근의 연구결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첨단연구분야의 특별주제를 선

정하여 전문적 강의와 세미나를 통해 심도있게 토론하므로써 수강자의 세부전공 이외 분야에 대한 

폭 넓은 지식을 습득케 한다.

CH747  무기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Inorganic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무기화학의 특정한 분야(예로 결정구조학, 무기구조론등)에 대한 심도있는 강의를 본 과

목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전문적 강의 외에 세미나, 케이스 스터디 형식도 취할 수 있다.

CH773  고분자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Polymer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고분자화학 분야에서 최근의 흥미있는 발전 내용과 새로운 주제들을 제목별로 선택하여 

이에 대한 최근의 연구동향을 강의한다. 합성금속, 액정, 광학특성 고분자, 분해성 고분자 내열성 고

분자들을 주축으로 다양하고 세부적인 첨단소재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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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774  고분자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Polymer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고분자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분자량 및 분자량분포, 결정도, 입체규칙성 및 미

세 구조등의 분석방법과 이러한 요인들 및 화학구조와 고분자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CH782  생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핵산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며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주제에는 핵산의 성질 및 구조, 유전자 구조 및 기능, 유전자 발현,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응용이 포함되어 있다.

CH783  생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단백질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주제에는 단백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단백질 구조, 단백질 정제, 단백질 리간

드 복합체의 형성, 효소반응론, 효소작용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CH791  현대화학특론 I (Special Topics in Contemporary Chemistry I) 3:0:3(3)

이 과목은 각각의 화학분야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들 특히 세부분야 및 생명과학, 재

료과학 분야 등의 타전공 분야들과 공동 및 연계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최신의 연구동향을 체

계적으로 다룬다.

CH792  현대화학특론 II (Special Topics in Contemporary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각각의 화학분야에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결과들 특히 세부분야 및 생명과학, 재

료과학 분야 등의 타전공 분야들과 공동 및 연계 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최신의 연구동향을 체

계적으로 다룬다.

CH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CH966  세미나(석사) (M.S. Semina) 1:0:1

CH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CH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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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과대학

과대학은 2개 학부(기계항공시스템학부, 전자전산학부) 7개 학과 4개 전공(건설 및 환경공

학과, 기계공학전공, 항공우주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

소재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전산학전공, 자동차기술대학원) 

과 반도체공학프로그램 및 정보통신공학학제전공, 반도체학제전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계, 연구

소, 산업체 및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각 학과(전공)는 고유의 영역과 특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과(전공) 상호간에 긴 한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폭넓고 유기적인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며, 산학협동을 통한 산업기술 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특히, 학사-석사-박사 전 과정에서 공통과목과 상호인정과목의 제공은 물론 각종 대형 연구

과제의 참여를 통한 경험적 공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그 동안 총 21,244명(학사 5,853명, 석사 10,898명, 박사 4,49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대학, 연구

소, 산업체 및 정부기관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각 분야의 기술개발과 학문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4,129명(학사 1,497명, 석사 1,065명, 박사 1,567명)의 재학생이 학문탐구 및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공과대학 산하에는 기계기술연구소, 산업경영연구소, 응용과학연구소, 정보전자연구소 및 부설 연

구소(센터)가 산학협동의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명예교수 19명, 석좌교수 5명을 포함한 

254명의 공과대학 소속 전 교수진과 학․석․박사과정 학생들이 급변하는 신기술과 산업발전에 기여하

기 위하여 매우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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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및 환경공학과

학과홈페이지 : civil.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602-4

1. 개  요

  건설 및 환경공학이란, 인간의 일상 생활 및 생산활동에 필요한 주거, 산업, 교통 등과 관련된 제

반 시설물을 공급하고, 인류의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연조건과 생활환경을 보호하

고 개선하는 한편, 이러한 여건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 

학과에서는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날로 복잡해지는 생활 및 산업환경 여건 속에서 관

련 건설 및 환경공학 첨단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그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본 학과는 1982년 8월에 석․박사과정을 신설한 이래 1983년 봄학기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여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으며 1991년 봄학기부터는 대덕캠퍼스로 이전과 더불어 학사과정도 신설하여 기존의 

석․박사과정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최신의 고도기술을 이해하고 독창적인 사고능력과 응용 능력을 

갖춘 우수한 토목 기술인력 배양을 목적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학사과정에서는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건설 및 환경공학 분야의 이론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

업수학, 역학, 컴퓨터의 활용 등의 분야에 충실한 배경을 갖추도록 하여 독창적인 사고능력을 기르

고, 석․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의 함양에 힘쓴다. 이를 위하여 본 학과는 현재 구조공학, 지반공학 및 환경공학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수공학, 교통공학, 건설관리 분야 등도 점진적으로 개설하여 나갈 계획이다.

  본 학과에서는 또한 산․학․연 협동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 석․박사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현재 산업체나 연구소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토목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

식을 습득하여 이를 적극 활용하게 함으로써 토목공학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의 보다 나은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3. 연구 및 학술 활동

  본 학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각 전공분야에 연구실을 두어 학생지도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구조공학 분야

   구조공학 분야에서는 구조물의 해석,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현재 6개의 연구실

로 나누어져 있다.

- 구조동역학 연구실 : 지진, 바람, 파동, 충격 등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적하중의 특성 및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해석하는 기법과 역해석을 통한 구조계의 미지계수 추정법을 연구한다. 연구대상물

로는 건물, 장대교, 해양 구조물, 원자력 발전설비 등이 있다.

- 콘크리트 연구실 : 건설 분야의 대표적인 구조재료인 콘크리트의 재료적 성질 개선과 그 역학적 

특성 규명, 철근콘크리트 구조해석 등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구조재료의 개발과 재료역

학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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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설계 연구실 : 교량을 포함한 구조물의 해석/설계/시공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며, 구조물의 

정확한 거동파악을 통해 구조시스템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구조설

계의 구축방안을 제시한다.

-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 구조해석 및 건설재료 연구실은 공학재료의 정확한 특성파악을 위한 새

로운 특성예측모델 개발 및 첨단 복합재료를 활용한 사회기반 구조물의 거동해석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전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의 보수/보강, 섬유보강 경량기포 콘크리트의 성능 파악, 그리고 보수된 교량구조물의 성

능을 예측하는 해석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스마트 구조 및 시스템 연구실 : 스마트 구조 및 시스템 연구실은 첨단센서 및 신호처리 기술   

 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구조   

 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센서, 계측장비 및 시스템 개발, 신호처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    

 다.

-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 : 구조제어 및 지능시스템 연구실에서는 지진, 강풍, 차량 하중  

  과 같은 다양한 동적하중을 받는 대형 구조물의 혁신적인 진동 저감 대책에 대한 연구와 여러  

  분야의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차세대 지능형 구조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반공학 분야

   지반공학은 지반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지반구조물을 연구하는 분야로 물리탐사기법

등을 이용한 지반재료의 공학적 특성규명과 지반재료의 동역학적 거동 특성 및 지반구조물 설계

/해석 SW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반공학 연구실 : 실제 현장 지반과 관련된 지반공학 문제들을 수치해석적 접근 방법으로 해결

하고자 지반의 역학적 거동을 표현할 수 있는 응력-변형률 관계와 여러 수치해석 방법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이러한 이론적인 해석방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실내 및 현장

시험을 병행한다. 연구대상 지반은 주로 연약지반과 불포화 풍화토지반이다.

 - 지반 동역학 연구실 : 지반 구조물의 해석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지반조사법 및 적용기법 개발

에 중점을 둔다. 실내 및 현장시험을 통한 지반의 동적 물성치 산정, 현장계측 및 역해석, 포장

재료의 회복탄성계수, 지반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 및 평가방법, 도심지 진동문제 등에 관한 연

구를 수행한다.

 - 지반 시스템 연구실 : 터널 및 비축기지 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지하공간 개발을 위하여 여러 

지반에 대한 실내 및 실외시험과 수치해석을 수행한다. 특히 지하구조물설계에 중요한 암반 불

연속면의 전단거동에 대한 연구와 신뢰적인 지반물성치 파악을 위한 물리탐사기법에 대한 원

천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 환경공학 분야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에 관한 대책을 연구하는 분야로서 지표수 및 지하수오염, 대기오염, 토양

오염, 환경관리, 상하수 시스템관리, 하수처리, 산업폐수처리, 고형 및 유해 폐기물 관리 등의 문

제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경제학 방법 등을 응용하여 공학적인 해석, 계획 

및 설계를 하고 있다.

 - 환경공학 연구실 : 환경오염 문제를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폐․하수 및 용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유해폐기물 처리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환경관리 연구실 : 상수처리, 수요 및 수질관리를 중심으로한 종합 물관리, 상하수시스템관리 

및 수환경 정보시스템 분야를 중심으로 효율적 환경관리를 위한 환경기술 및 정책대안의 개발

을 위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환경복원 연구실 : 환경과학과 공학분야에서 아직까지 규명되지 않았거나 해결되지 않은 자연

현상 및 오염물질에 의한 인위적 환경문제내 유기 및 무기독성 오염물질들의 거동 관측 및 제

어 오염물질의 반응 kinetics와 equilibrium, 반응 mechanism과 관련된 환경연구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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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총 45학점 이상)

     ◦ 전공필수 : 12학점(재료역학, 구조역학 Ⅰ, 유체역학, 진동공학)

     ◦ 전공선택 : 33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 22학점 이상

   바. 연구과목 : 3학점 이상

       ◦ 졸업연구 : 3학점 반드시 이수

       ◦ 개별연구 :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전공필수 12학점 이상과 전공선택 9학점 이상(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야 함.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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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중 1과목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6학점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마. 연    구 : 9학점 이내(세미나 2학점 포함 : 단, 일반 장학생은 제외)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6학점

   라. 선    택 : 33학점 이상(구조․지반전공학생은 39학점 이상)

   마. 연    구 : 30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포함 : 단, 일반장학생은 제외)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연구학점은 제외)

❒ 경과조치

   새로 편성된 교과과정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가. 학사과정 

      ①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 개별연구)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

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정)에 따라 적용

      ② '93년 이전('93년 포함) 입학생은 CE303 진동공학을 제외한 전공필수 19학점과 전공선택 

31학점을 이수하여도 됨.

      ③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토질역학 및 실험 Ⅰ(전공필수)과목이 4학점에서 3학점으로 변경

됨에 따라 해당학점(1학점)을 전공선택에서 이수하여야 함.

      ④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 CE210 건축계획 신설 

        ◦ CE211 토목․환경공학 개론 전공선택 변경 → 기초선택 CE101 인류문명과 건설

        ◦ CE412 강구조 설계 학.석사 상호인정 변경

   나. 석 ‧ 박사과정

       ① '93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 구조․지반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선택과목을 33학점 이상 이수

하여야 함.

       ② '94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 구조․지반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선택과목을 39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③ '94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후 환경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선택과목을 33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④ '98학년도를 포함하여 그 이전에 입학한 석․박사과정 학생은 세미나 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⑤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교양과

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세미나 (1학점)로 대체 이수 하여야 함.(일

반 장학생은 제외)

       ⑥ CC500 영어 논문작성법과정은 선택으로 인정.(2001년 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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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CE201 37.201 재료역학 3:0:3(15) 윤정방 봄

CE202 37.202 구조역학Ⅰ 3:0:3(6) 최창근 가을

CE203 37.203 유체역학 3:0:3(8) 과교수 봄

CE303 37.303 진동공학 3:1:3(12) 이인원 봄

전공선택

CE205 37.205 토목제도 및 컴퓨터그래픽스 2:3:3(6) 곽효경 가을

CE207 37.207 구조공학개론 및 실험 2:3:3(14) 윤정방 가을

CE210 37.210 건축계획 3:0:3(5) 과교수 봄

CE230 37.230 토질역학 및 실험 Ⅰ 2:3:3(5) 이승래 봄

CE231 37.231 토질역학 및 실험 II 2:3:3(5) 이승래 가을

CE251 37.251 수리학 3:0:3(8) 과교수 가을

CE272 37.272 환경과학 3:2:3(2) 신항식 봄

CE273 37.273 환경미생물학 3:2:3 신항식 가을

CE291 37.291 측량 및 지리정보학 3:2:3(10) 과교수 가을  

CE312 37.312 구조역학 Ⅱ 3:0:3(5) 곽효경 봄

CE313 37.313 전산구조해석 3:0:3(12) 이인원 가을

CE314 37.314 철근 콘크리트 구조설계 3:0:3(6) 김진근 가을

CE315 37.315  철근콘크리공학 및 실험 2:3:3(5) 김진근 봄

CE331 37.331  암반역학 3:0:3(4) 조계춘 가을

CE332 37.332 기초공학 3:0:3(7) 김동수 봄

CE333 37.333 지반 동역학 3:1:3(7) 김동수 가을

CE354 37.354 해안 및 항만공학 3:0:3 과교수 가을

CE371 37.371 환경화학 3:1:3 과교수 봄

CE372 37.372 상하수도공학 3:0:3(8) 신항식 가을

CE373 37.373 수문학 3:0:3(15) 박희경 가을

CE374 37.374 환경단위공정 3:0:3(8) 박희경 가을

CE376 37.376 폐기물 관리 공학 3:1:3(6) 과교수 봄

CE411 37.411 구조공학특강 2:3:3 과교수 봄 부제부여가능

CE412 37.412 강구조설계 3:0:3 과교수 가을 **

CE413 37.41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3:1:3(4) 곽효경 가을 **

CE414 37.414 구조계획론 3:0:3(6) 최창근 봄 **

CE415 37.415 토목설계 1:6:3 과교수 가을

CE417 37.417 건축구조설계 3:1:3(5) 김진근 봄 **

CE418 37.418 구조물 설계실습 3:2:3(5) 곽효경 가을

CE431 37.431 지반공학특강 2:3:3 과교수 봄 부제부여가능

CE433 37.433 도로 및 교통공학 3:1:3 과교수 가을

CE434 37.434 전산토질역학 2:3:3(5) 이승래 가을

CE435 37.435 지반공학설계 Ⅰ 3:0:3(6) 조계춘 봄 **

CE436 37.436 지반공학설계 Ⅱ 3:0:3(6) 조계춘 가을 **

CE471 37.471 상하수 시스템 설계 3:1:3(5) 박희경 봄 **

CE472 37.472 환경복원 시스템 설계 3:1:3(6) 이우진 봄

CE474 37.474 환경경영공학 3:1:3(8) 과교수 가을 **

CE481 37.481 환경공학특강 3:0:3 과교수 봄 부제부여가능

CE491 37.491 토목 시공학 3:0:3 과교수 봄 **

CE493 37.493 건설관리 3:0:3 과교수 가을

연    구
CE490 37.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CE495 37.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 **는 학 ․ 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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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   통

필   수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전공필수

CE501 37.501 고급재료역학 3:0:3(5) 김진근,곽효경 봄 **

CE502 37.502 고급토질역학 3:1:3(4) 이승래 봄 **

CE503 37.503 고급유체역학 3:1:3(8) 과교수 봄 **

CE504 37.504 고급환경화학Ⅰ 3:1:3(12) 이우진 봄 **

CE505 37.505 고급응용수학 3:0:3 과교수 봄 **

선    택

CE513 37.513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 3:1:3(5) 김진근 가을 **

CE514 37.514 구조동역학 3:1:3(12) 이인원 봄 **

CE515 37.515 복합재료역학 3:1:3(12) 이인원 봄

CE516 37.516 유한요소법 3:1:3(6) 최창근 봄

CE517 37.517 전산구조공학 1:6:3(6) 최창근 가을

CE518 37.518 구조물의 신뢰도해석 3:0:3(8) 윤정방 가을 **

CE519 37.519 교량공학 3:1:3(6) 곽효경 가을 **

CE520 37.520 스마트구조기술개론 2:3:3(5) 윤정방 가을 **

CE521 37.521 구조물의 내풍설계 2:3:3(6) 최창근 봄 **

CE522 37.522 고체연속체역학 3:0:3(8) 이행기 봄

CE531 37.531 지반공학실험 1:6:3(6) 이승래, 김동수 여름 **

CE532 37.532 암반공학 3:1:3(4) 과교수 가을 **

CE533 37.533 지반조사 및 현장계측 3:1:3(6) 김동수 봄

CE534 37.534 이론적토질역학 3:0:3(4) 이승래 가을

CE535 37.535 고급기초공학 3:0:3(4) 김동수 가을

CE536 37.536 지하구조물 3:1:3(4) 과교수 봄

CE537 37.537 지반개량 및 보강공법 3:1:3 과교수 봄

CE539 37.539 지반지지구조물 3:0:3(4) 김동수 가을 **

CE571 37.571 환경공학실험 1:6:3(10) 신항식 여름 **

CE573 37.573 생물학적 폐수처리공정 3:1:3(6) 신항식 봄

CE575 37.575 산업폐수처리 3:0:3(4) 신항식 가을

CE577 37.577 수질 관리 3:1:3(5) 박희경 가을 **

CE578 37.578 지하수 특론 3:0:3(5) 박희경 봄 **

CE579 37.579 유해 및 산업폐기물 처리 3:1:3(8) 과교수 가을

CE611 37.61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해석 3:1:3(6) 김진근 가을

CE612 37.612 소성설계 3:1:3 과교수 봄

CE613 37.613 구조물의 최적설계 3:0:3 과교수 봄

CE614 37.614 구조물의 안정론 3:1:3(6) 곽효경 봄

CE615 37.615 유한요소법의 응용 3:1:3(12) 최창근 가을

CE616 37.616 확률론적 구조동역학 3:1:3(8) 윤정방 가을

CE617 37.617 지진공학 3:1:3(8) 윤정방 봄

CE618 37.618 전산구조동역학 3:1:3(12) 이인원 가을

CE619 37.619 구조물의 진동제어 3:1:3(12) 이인원 가을

CE620 37.620 비선형 전산역학 3:1:3(6) 곽효경 가을

CE621 37.621 고급 강구조 설계 3:0:3 과교수 가을

CE622 37.622 판.쉘구조해석 3:0:3 과교수 가을

   ※ **는 학 ․ 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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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CE631 37.631 고급 전산토질역학 2:3:3(6) 이승래 가을

CE632 37.632 흙의 거동론 3:0:3(4) 이승래 봄

CE633 37.633 고급지반동역학 3:1:3(6) 김동수 봄

CE634 37.634 토목신호처리 3:0:3(4) 조계춘 봄

CE635 37.635 투수 및 사면안정 3:0:3(4) 이승래 봄

CE636 37.636 지반 지진공학 3:0:3(4) 김동수 가을

CE637 37.637 지반물리탐사이론 3:0:3(4) 조계춘 가을

CE638 37.638 포장공학 3:0:3 과교수 가을

CE671 37.671 수질 모델링 3:1:3(5) 박희경 가을

CE672 37.672 물리학적 수처리공정 3:1:3(5) 박희경 가을

CE673 37.673 환경복원공정론 3:1:3(10) 이우진 가을

CE674 37.674 고급환경화학Ⅱ 3:1:3(8) 이우진 가을 

CE715 37.715 구조공학 특수문제 2:3:3 과교수 봄 부제부여
가능

CE731 37.731 지반공학 특수문제 3:1:3(4) 과교수 봄 부제부여
가능

CE771 37.771 환경공학 특수문제 3:1:3(4) 과교수 봄 부제부여
가능

연   구 

CE960 37.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CE966 37.966 세미나(석사) 1:0:1

CE980 37.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CE986 37.986 세미나(박사) 1:0:1

   ※ **는 학 ․ 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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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CE201 재료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0:3(15)

구조재료의 인장, 압축 및 전단에 관한 일반적 성질, 응력-변형률 관계, 힘-변위 관계, 변형에너지, 

축방향 부재, 비틀림, 보의 전단력과 휨모멘트, 보에 발생되는 응력, 응력과 변형률의 일반적 해석, 

주응력, 주변형률, Mohr's Circle, 재료의 항복조건, 보의 처짐

CE202 구조역학Ⅰ(Structural Mechanics Ⅰ)                                               3:0:3(6)

구조물의 종류, 힘과 응력, 보, 트러스, 프레임 및 격자 구조물의 반력, 응력 및 변위해석, 이동하중

과 영향선, 기둥의 해석, 에너지 방법과 적용.

CE203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0:3(8)

유체의 성질(중량, 도, 점성계수), 유체 정역학, 흐름의 종류, 유선방정식, 연속방정식, 운동량방정

식, 비압축성 이상유체의 유동, 역학적-운동량 원리, 유체 운동의 운동학.

CE205 토목제도 및 컴퓨터 그래픽스(Engineering Drawings and Computer Graphics)    2:3:3(6)

기초제도의 실습, 기존도면의 이해, 공사의 상세도면, 건설공사를 위한 제도, 컴퓨터 그래픽스의 사

용법과 이를 이용한 제도, 도면 전산화에 따른 업무

CE207 구조공학개론 및 실험(Elementary Structural Engineering and Laboratory)               2:3:3(14)

구조공학 입문, 재료의 성질에 대한 기본이론 및 실험, 구조물의 종류와 형식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해석 및 설계원리를 구조실험을 통하여 교육

CE210 건축계획           (Architectural Programming&Planning)                          3:0:3

본 과목은 설계와 관련된 계획이론과 설계방법론을 공부하여 건축계획의 바탕이 되는 기본지식의 

습득과 더불어 이러한 개념을 이용하여 실제 건축물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응용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 내용은 설계방법론, 건축계획이론, 건축프로그래밍, 대지분석, 건축 유형별 계

획원리, 사례분석, 건축물 답사 등을 포함한다.

CE230 토질역학 및 실험Ⅰ(Soil Mechanucs and Laboratory Ⅰ)                           2:3:3(5)

흙의 생성과 흙과 관련된 공학적 문제, 흙의 구조 및 기본 성질, 지반 내 물의 흐름, 일차원 압축시

험 및 결과 분석, 유효응력 개념, 지반 내 응력 분포 등을 다룬다.

CE231 토질역학 및 실험 Ⅱ(Soil Mechanics and Laboratory Ⅱ)                         2:3:3(5)

토목재료로 널리 이용되는 흙의 역학적 성질과 이를 이용한 지반문제 해석을 다루는 기본과목으로 

흙의 압 , 흙의 전단강도, 수평토압, 사면안정, 지반환경공학, 지반조사 등을 다룬다.

CE251 수리학 (Hydraulics) 3:0:3(8)

물의 특성 및 개수로, 관수로의 흐름특성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흐름을 토목공학적인 견지에서 특

성을 조사하고 분석해 본다 

CE272 환경과학(Environmental Science)  3:2:3(2)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환경에 있어서의 생태계의 중요성, 환경보전의 이유, 환경오염의 인자 및 기

작과 관련된 환경과학의 전반에 대한 개요를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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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273 환경미생물학(Environmental Microbiology) 3:2:3

이 과정에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에너지의 회수, 오염물

의 처리, 폐기물의 자원으로의 재생과 같은 환경공학에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다룬다.

CE291 측량 및 지리정보학 (Surveying and Gls)                                          3:2:3(10)

본 과목은 일반측량의 개요 및 각도관측법, 거리관측법, 방향각관측법, 트랜시트 측량법, 수준측량

법, 노선측량, 사진측량, 지리정보의 개요, 지리정보체계의 구성, 자료처리체계, 수치지형모델, 지리

정보학의 이용등을 다룬다.

CE303 진동공학 (Vibration Engineering) 3:1:3(12)

동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 응답, 단자유도 및 다자유도 구조물, 응답 스펙트럼의 개념, 비탄성 

구조물, 진동제어

CE312 구조역학 Ⅱ(Structural Mechanics Ⅱ) 3:0:3(5)

최소에너지 및 가상일의 원리 응용, 각종 비대칭 단면부재의 처짐 및 해석, 곡선부재의 해석, 부정

정 구조물의  해석.

CE313 전산 구조해석(Computational Methods in Structural Analysis) 3:0:3(12)

유한요소법의 이론과 응용; 트러스, 보, 격자 및 등 매개변수 요소 ; 뼈대구조물 및 여러 가지 요소

로 구성된 구조물 ; 해에 필요한 알고리즘 ; 컴퓨터 프로그램 작성 ; 정적 및 동적해석.

CE314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3:0:3(6)

각국의 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설계, 보 설계, 기둥 설계, 기초 설계

CE315 철근콘크리트공학 및 실험(Reinforced Concrete and Laboratory) 2:3:3(5)

콘크리트 재료의 성질, 휨거동, 휨과 압축, 전단과 비틀림, 부착과 정착, 처짐과 균열, 재료실험.

CE331 암반역학 (Rock Mechanics) 3:0:3(4)

암의 생성과 분류방법, 암반의 특성과 거동, 암반의 전단강도, 암의 특성을 시험적으로 결정하는 방

법, 암반의 현장응력, 결정법, 암반의 역학적인 거동, 암반역학의 현장적용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CE332 기초공학 (Foundation Eng.) 3:0:3 (7)

본 과목에서는 지반조사, 현장시험, 얕은기초의 지지력 및 침하, 연약지반개량 공법, 토압이론, 옹벽, 

말뚝기초, 피어기초 등에 대해 다룬다.

CE333 지반동역학 (Soil Dynamics) 3:1:3 (7)

본 과목에서는 탄성파 전달개념(봉, 무한체, 반무한체), 탄성파를 이용한 지반조사, 지반의 동적 물성, 

비파괴 시험 및 평가, 탄성파를 이용한 지반조사, 지반의 동적물성,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지반진동 

기준, 계측, 및 저감방안, 진동기초 해석, 내진설계 기준, 지진지반운동, 지반액상화 등을 다룬다.

CE354 해안 및 항만공학 (Coastal and Harbor Engineering) 3:0:3

바다의 물리적인 특성과 진동파의 해석 및 해안 구조물의 설계와 건설의 특수성을 이해한다. 해안 

침전이나 흐름․확산 해석을 통해 항만 거설 시 소요되는 기초 이론들을 소개한다.

CE371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3:1:3(8)

화학적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자연 환경(대기, 물, 토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규명하고 유해화학물질

에 의해 오염된 자연 및 인위환경의 처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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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372 상하수도 공학 (Water and Wastewater Engineering) 3:0:3(8)

집배수 시스템에 기초한 상수도 및 하수도 관망, 펌프의 성질 및 특성, 상하수 처리공정에 관련된 

물리학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단위조작 및 단위공정.

CE373 수문학 (Hydrology) 3:0:3(15)

물순환의 원리를 각 과정 별로 이해하고, 그 중 유출현상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하여 강과 호수의 

양적 관리를 위한 기초를 공부한다.

CE374 환경단위공정 (Unit Operation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0:3(8)

환경공학적 처리공정의 기초를 이루는 단위 공정에 대한 공학적 분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환경

설비의 설계 시 이러한 공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 

CE376 폐기물 관리공학 (Wastes Management Engineering) 3:1:3(6)

폐기물의 발생, 수집, 운반등과 폐기물 처리 및 처분기술, 폐기물의 재활용, 자원화 기술 등, 도시 

및 일반폐기물의 전반적인 내용을 강의하며 유혜폐기물에 관한 내용을 다룸.

CE411 구조공학 특강 (Practice in Structural Engineering) 2:3:3

구조공학분야의 실무에 관련된 내용을 강의하고 실습함 : 시방서 및 설계도면, 범용 구조해석 프로

그램의 사용 교량 가석공법. 계측기법 및 구조실험, 비파괴 검사, 기타 실제문제의 해결방법

CE412 강구조 설계 (Design of Steel Structures) 3:0:3

강재의 재료적 거동 특성, 각국의 철골구조물 설계 시방서의 이해 및 비교, 접합부의 설계, 강구조 

부재-보 및 기둥의 설계, 보 및 기둥의 좌굴에 관한 기본이론.

CE41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3:1:3(4)

P.S 기본 개념, 재료성질, 보설계, 전단과 비틀림, 부착과 정착, 정착부의 설계, 프리스트레스 손실, 

합성보, 연속보 해석, 처짐.

CE414 구조계획론 (Structural Planning) 3:0:3(6)

구조계획론 입문, 구조계획의 의의,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한 구조계획, 다양한 구조물에 적

용하는 심화학습

CE415 토목설계 (Design in Civil Engineering) 1:6:3

하중, 지반조사, 설계규준, 콘크리트 및 강 구조물 설계, 교량설계의 개요, 옹벽 및 기초 설계, 항만

구조물 설계, 내진설계의 기초 등

CE417 건축구조설계 (Structural Design of Building) 3:1:3(5)

건물구조 설계 개요, 고층빌딩 구조 시스템, 관련 구조설계기준, 철근 콘크리트 고층 빌딩 구조 설

계, 강구조 고층빌딩 구조설계

CE418 구조물 설계 실습 (Design Practice of Structure) 3:2:3(5)

구조공학의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구조물인 교량, 터널, 건물 등 실 구조물의 설계과정을 

소개하고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해 구조물과 구조설계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CE431 지반공학특강 (Geotechnical Engineering Practice) 2:3:3

기초 역학 및 토질역학 이론을 바탕으로한 여러 지반공학적인 문제해결 방법 및 실제 지반 구조물

의 설계 등을 다루며 특히 당면한 현장 문제의 해결방법 모색 및 해법에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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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433 도로 및 교통공학 (Pavement and Traffic Engineering) 3:1:3

본 과목은 학부생들에게 도로 및 교통공학의 원리를 이해시키는데 있다. 포장설계, 교통특성, 포장

유지관리를 포함한다.

CE434 전산토질역학 (Computer Methods in Geotechnical Engineering) 2:3:3 (5)

일반적인 수치해석 이론의 소개, 토질역학 분야에서의 Computer 이용, Computer에 의한 기초 및 지

반구조물 해석과 자동설계, 현장시험 결과와 수치 해석결과 비교에 의한 신뢰도 검토.

CE435 지반공학설계 Ⅰ(Geotechnical Engineering Design Ⅰ) 3:0:3 (6)

토질역학 및 기초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지반공학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룸 : 지반조사 및 지

반계수, 압  및 침하설계, 투수 및 차수 설계, 옹벽 설계, 사면 설계, 기초 설계 등

CE436 지반공학설계 Ⅱ(Geotechnical Engineering Design Ⅱ) 3:0:3 (6)

토질역학 및 기초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지반공학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룸 : 터파기 및 지보

재 설계, 지반개량공법 설계, 암반 발파 설계, 지하공간 및 터널설계, 보강공법 설계, 매립지 라이너 

설계 등

CE471 상하수 시스템 설계 (Sanitary Systems Engineering and Design) 3:1:3 (5)

기본적인 관로 수리학을 소개하며, 상하수도의 수요 산정, 시스템 설계, 최적 운전에 관한 사항들을 

강의함.

CE472 환경복원시스템 설계 (Remediation System Design and Engineering )                 3:1:3 (6)

본 과목은 유해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와 토양을 효과적으로 복원할 수 있는 기초적 접근법의 이해를 

고취하고 최적 환경복원기술을 선택하고 설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CE474 환경경영공학 (Environmental Management Engineering) 3:1:3 (8)

본 강의에서는 수질관리 부분을 제외한 환경공학의 여러 가지 관리기법을 다룬다. 현재 부각되고 

있는 전단위 평가화 환경 S/W program에 대하여 알아보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환경문제 조정을 위한 

분쟁조정을 다룬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환경, 경제성, 위험성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 다

목적 의사결정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CE481 환경공학특강 (Environmental Engineering Practices) 3:0:3

환경 분야의 특수 문제를 분야별로 실무 및 현장 적용 중심으로 강의 

CE491 토목시공학 (Civil Construction Technology) 3:0:3

토목공학과 관련된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과목으로 토목공학 모든 분야의 토목 구조물 설계에 대한 

공사 시행을 다루며 토공사, 기초공사, 암석 굴착, 콘크리트 공사, 공사관리, 교량공사, 포장공사, 옹

벽공사, 터널공사, 댐공사, 항만공사, 하천공사 및 이와 관련된 건설기계 및 장비 등을 다룬다.

CE493 건설관리 (Construction Management and Project Scheduling) 3:0:3

건설공사관리의 전반을 소개 : 입지선정, 시공방법의 결정, 견적, 입찰전략, 수주, 계약, 시공조직, 현장관

리 정보체제, 일정계획법, 자원(인력, 장비, 자재, 자금)의 최적활용기법, 안전관리, 품질관리 등을 다룸.

CE490 졸업연구 (B.S. Thesis Research) 0:6:3

CE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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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501 고급재료역학 (Advanced Mechanics of Solids) 3:0:3 (5)

응력-변형율 관계, Tensor 이론에 의한 탄성론의 기초적 이론, 소성역학 및 파괴역학 이론의 소개,  

Box형 단면에 대한 전단 및 비틀림 해석, 에너지 해석법의 소개, 에너지 최소 원리.

CE502 고급토질역학 (Advanced Soil Mechanics) 3:1:3 (4)

흙의 기본 성질, 응력, 변형, Stress-Path Method, 강도, 지지력, 사면의 안정, 압 , 침하, 연약지반 처

리, 2차원유선망, 흙의 투수성

CE503 고급유체역학 (Advanced Fluid Mechanics) 3:1:3 (8)

이상 유체의 흐름과 경계 조건 이론의 기초를 확립하고, 각 흐름의 특성을 기준으로 거동의 수치해

석적 해를 구하며, 유체 지배 방정식의 상황에 따른 해석을 이해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행하여 본다.

CE504 고급환경화학Ⅰ (Advanced Environmental Chemistry Ⅰ) 3:1:3 (12)

자연환경(대기, 물, 토양)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오염물질 처리 시 인위적 환경에서 나타는 현상을 규

명하기 위해 고급 화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이 과목은 유해산업폐기물 

또는 폐수의 처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문제를 인식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CE505 고급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3:0:3

응용역학을 다루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기법을 소개. Vectors, Tensors, Vector장 해석, 행렬 및 

선형방정식, 고유치문제, 선형공간, 선형연산, 범함수(Functionals), 변분법과 근사방법, 복수함수론, 등

각사상, Fourier변환, Laplace변환 등의 적분변환을 다룸.

CE513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 (Properties of Concrete) 3:1:3 (5)

Composite 재료로서의 콘크리트, Fracture, 피로현상, Strain Rate 효과, 온도응력, 수화열문제, 크리프․
건조 수축현상, 파괴 및 비파괴 실험방법, 골재의 종류 및 성질, 콘크리트의 강도, 새로운 재료.

CE514 구조동역학 (Structural Dynamics) 3:1:3 (12)

일반좌표계, 가상일의 원리, D'Alembert의 원리, Hamilton의 원리, Lagrange의 운동방정식, 자유진동 

방정식, 고유진동수, 고유진동 Modes, 다자유도 시스템, 동하중에 의한 변위, Frequency Domain 

Analysis, 지진에 대한 구조해석, 수치해석

CE515 복합재료역학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3:1:3 (12)

복합재료의 분류 및 특성, 단층 및 복합적층판의 이론, 대칭 및 비대칭 적층판의 굽힘강성, 파손이론, 

환경의 영향, 피로거동, 실험방법, 콘크리트의 보강, 진동제어를 위한 응용, 대형 구조물을 위한 응용.

CE516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Analysis) 3:1:3 (6)

유한요소법의 원리와 이의 응용을 다룸. Shape Functions, 강성Matrix의 계산법, Direct Method, 

Variational Method, Weighted Residual Method, 요소 Matrix의 조합과 평형방정식의 해법, 정력학 및 

동력학적 해석, 선형 및 비선형 문제, Programming상의 문제, Computer Program의 소개 등.

CE517 전산구조공학 (Computer Methods in Structural Engineering) 1:6:3 (6)

FORTRAN programming, Computer에 의한 구조해석, 구조물의 자동설계 및 도면화(CAD), 구조물의 

적산등 구조공학 분야의 Computer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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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518 구조물의 신뢰도 해석 (Reliability Analysis of Structures) 3:0:3 (8)

확률 및 통계학의 개요, 최대 및 최소치의 확률분포, 신뢰도, 신뢰도함수, 안전지수, 구조물의 Failure 

Modes, 구조물의 신뢰도, 파괴의 확률분포, 신뢰도분석에 의한 구조물의 설계, 하중-저항계수 설계

법, 랜덤진동론의 개요

CE519 교량공학 (Bridge Engineering) 3:1:3 (6)

설계기준, 영향선, 하중, 라멘교, 합성형교, 슬래브교, 콘크리트 박스거교

CE520 스마트구조기술 개론 (Introduction to Smart Structure Technology) 2:3:3(5)

본 교과목에서는 최근에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스마트 구조기술에 대한 기본 이론을 소개하고, 토

목 구조물에 대한 스마트 구조기술의 적용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본 교과목에서 다루는 범위는 

스마트 구조재료, 첨단 센서, 신호 및 정보처리,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기법 및 수동/반능동/수동 

제어이론 및 적용 등이다. 학생들은 강의와 실험을 통하여 스마트 구조기술에 대한 최근의 기술수

준을 이해하고, 토목 구조물에 대한 스마트 구조기술의 적용에 대해 학습할 기회를 갖게 된다.

CE521 구조물의 내풍설계 (Design of Structures under wind Load) 2:3:3 (6)

풍공학의 기본이론, 풍동실험기법, 각종 공기력 진동현상, 각국의 풍하중 산정법 및 구조물과 교량

에 대한 풍동실험기법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구조물에 대한 내풍설계를 수행한다. 

CE522 고체연속체역학 (Solid Continuum Mechanics)           3:0:3 (8)

공학재료 및 구조물의 탄성·점단성·소성 역학을 다룸. 탄성 이론 소개, 변형의 운동학, 구성방정식, 

2차원 및 3차원 탄성변형 문제, 점단성이론, 소성이론 등을 포함함. 

CE531 지반공학실험 (Geotechnical Experiments) 1:6:3 (6)

본 과목에서는 계측기 특성 및 원리, 계측기 검증,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UU, CU), 투수실험

(Fixed Wall, Flexible Wall), 압 실험, 자유단-자유단 공진주 시험, 미소변형 삼축압축시험, 충격공진 

시험, 진동계측, 코로스홀 시험 등을 다룬다.

CE532 암반공학  (Rock Engineering) 3:1:3 (4)

암의 생성과 분류방법, 암반의 특성과 거동, 암반의 전단강도, 암의 특성을 시험적으로 결정하는 방

법, 암의 현장응력 결정법, 결함이 있는 암의 보강법 등에 관한 연구

CE533 지반조사 및 현장계측 (Site Investigation and Monitoring) 3:1:3 (6)

본 과목에서는 지반조사계획, 시추기법, 표준관입시험, 콘 관입시험, 딜레토미터, 현자베인시험, 공내

재하시험, 탄성파시험, 크로스홀시험, 표면파시험 등 지반조사기법과 현장계측기의 종류 및 계측사

례 등에 대하여 다룬다.

CE534 이론적 토질역학 (Theoretical Soil Mechanics) 3:0:3 (4)

토질역학의 제반문제를 주로 탄성론과 소성론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고찰, 한계상태이론에 근거한 

거동 해석, 한계해석방법, 유동학적 모델 등에 대해 논한다.

CE535 고급기초공학 (Advanced Foundation Engineering) 3:0:3 (4)

본 과목에서는 깊은 기초의 설계에 대하여 다룬다. 특히, 수직 및 수평하중을 받는 항타 말뚝과 현

장 타설말뚝의 하중전이 문제, 지내력 산정, 침하량산정, 하중재하시험, 군말뚝해석 등을 논한다.

 

CE536 지하구조물 (Underground Structures) 3:1:3 (4)

본 과목에서는 지반내에 설치되는 지하구조물 해석 및 설계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며 지반보강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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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재설계 방법, 지반조사, 계측, 지반내 구조물 설계방법 및 시공방법 등에 대해 논한다. 또한 시

공시 문제가 되는 shotcrete 보강, 지하수 통제, grouting과 freezing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CE537 지반개량 및 보강공법 (Soil Improvement & Reinforcement) 3:1:3

연약지반 개량 및 보강공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법, 적용성, 해석방법, 현장적용 등을 다루며, 연

약지반 종류, 개량방법의 선택 및 적용성, 각종 개량 방법에 대한 해석법과 시공, 기타 연약지반의 

보강방법 및 해석 등을 다룬다. 

CE539 지반지지구조물 (Earth Retaining Structures) 3:0:3 (4)

본 과목에서는 토압이론, 옹벽설계, 널말뚝설계, 버팀굴착, 보강토옹벽, Soil Nailing, 굴착시 인접구조

물의 영향, 굴착계측계획 등을 포함한다. 

CE571 환경공학 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Laboratory) 1:6:3 (10)

오염물질 처리에 관련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실험장치의 제작, 운전 및 실험계획, scale-up 문제, 

실험 결과의 해석 및 응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험.

CE573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정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3:1:3 (6)

폐하수중의 유기성 물질 및 영양물질 제거 방법으로서 부유성 처리법과 부착성 처리법에서의 처리

공정의 설계 및 운전인자를 논하고, 생산되는 슬러지 처리법으로서, 호기성 소화, 혐기성 소화, 퇴비

화등을 다룬다.

CE575 산업폐수처리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3:0:3 (4)

산업폐수의 성상조사 방법, 폐수의 양적 및 질적 특성, 산업폐수에 대한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

리법, 산업폐수와 도시하수와의 분리처리 및 병합 처리시의 문제점, 허용 배출부하량 결정, 법규 및 

경제성 평가.

CE577 수질관리 (Water Quality Management) 3:1:3 (5)

환경시스템 분석 특히 수질 관리 및 제어를 위해 고저적인 수학적 최적화 방법과 손익분석, 선형계

획법 등을 포함한 공학적 경제성 분석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강과 호수에서

의 수질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

CE578 지하수 특론 (Advanced Groundwater Engineering) 3:0:3 (5)

지하수의 물리적 특성과 다공질 사이의 유체 흐름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 및 물질 전달을 이해하

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을 통한 오염물질 거동의 수학적인 모델을 수립한다.

CE579 유해 및 산업폐기물 처리 (Hazardous and Industrial Waste Treatment)           3:1:3 (8)

유해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청정기술, 감량화 기술, 중간처리 기술 및 최종처분기

술에 대해 강의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CE61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탄성 해석 (Inelastic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3:1:3 (6)

콘크리트 구조물의 creep 및 shrinkage 효과, 온도변화를 고려한 해석법, 콘크리트 구조물의 limit 

design과 yeild line theory, 콘크리트 구조물에의 fracture mechanics 적용,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CE612 소성설계 (Plastic Design)                                                           3:1:3

소성론의 개요, 변위조건, 보 및 프레임의 탄소성 변형, 정하중 및 동하중에 대한 소성힌지 해석, 항복선 이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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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613 구조물의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Structures) 3:0:3

최적화 이론, 제한조건 유무에 따른 여러 최적화 기술, 선형, 비선형, 2차 및 기하학적 프로그래밍, 

구조물의 최적설계, 중량최적화, 형상최적화.

CE614 구조물의 안정론 (Stability of Structures) 3:1:3 (6)

구조물의 탄성 및 비탄성 안정성 해석을 위하여 기둥, 평판 및 쉘의 좌굴이론, Energy Method, 

Characteristic Function, 수치해석, Post-Buckling 특성, Torsional Buckling을 다룸.

CE615 유한요소법의 응용 (Application of Finite Element Method) 3:1:3 (12)

유한요소법의 토목공학 문제에의 응용을 주로 다룸. Program 작성과 Package Program의 활용을 강조

함. 광범위한 구조공학 문제를 포함하여 구조물의 최적설계, 구조물의 기초지반과의 상관관계, 유체

와 고체와의 상관관계 등을 포함.

 

CE616 확률론적 구조동역학 (Probabilistic Methods in Structural Dynamics) 3:1:3 (8)

확률론의 개요, Random Process, 상관함수, Power Spectral Density, Spectral Analysis, Random 외력에 

대한 구조해석, 확률론적 피로해석, 구조물의 신뢰도 해석의 개요

CE617 지진공학 (Earthquake Engineering) 3:1:3 (8)

지진의 발생원인, 판구조이론, 단층, 지진의 규모, 진도, 에너지, 지진파, 지진계, 재현주기, 지진위험

도 분석, 지반의 운동, 반응스펙트럼, Fourier해석, 해일, 구조물의 동적거동, 구조물의 비선형 거동, 

지반문제, 내진구조설계, 소성해석 및 설계. 

CE618 전산 구조동역학 (Computational Methods in Structural Dynamics) 3:1:3 (12)

운동방정식의 수립방법, 요소에너지 함수, 유한요소법의 소개, 트러스 부재의 진동, 보의 진동, 보의 

휨진동, 평면 프레임의 진동, 3차원 프레임의 진동, 자유진동 해석방법, 대형구조물의 진동해석, 특

수 구조물의 진동해석, 강제응답, 컴퓨터 프로그램

CE619 구조물의 진동제어 (Vibration Control of Structures) 3:1:3 (12)

구조물의 수동 및 능동제어, 고전 제어이론, 실용적인 고려사항, 제어장치, 제어된 구조물의 최적화, 

교량과 고충건물의 제어. 

CE620 비선형 전산역학 (Nonlinear computational Mechanics) 3:1:3 (6)

응력-변형률 관계, 비선형 기본법칙, 재료비선형, 기하학적 비선형, 정식화, 해석과정 등 

CE621 고급 강구조 설계 (Advanced Design of Steel Structures) 3:0:3 

강재의 재료성질, 좌굴이론, 판좌굴 거동, 보-기둥 설계, 보강재 설계, LRFD법 등

 

CE622  판.쉘구조해석 (Structural Analysis of Plates and Shells) 3:0:3 

평판 및 얇은 쉘 기본이론, 대변위이론, 평판 및 쉘의 안정론, 수치해법, 철근콘크리트 쉘지붕설계, 

격납용기 및 압력용기의 해석과 설계 등

 

CE631 고급전산 토질역학 (Advanced Numerical Soil Mechanics) 2:3:3 (6)

본 과목은 지반공학 문제에 대한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 접근방법에 대해 논하며 투수, 압 , 지

반거동, 지하구조물, 지반지지구조물, 굴착, 성토 등의 실제 문제에 대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경

계요소법, 개별요소법 등의 수치해석 접근방법 내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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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632 흙의 거동론 (Soil Behavoir) 3:0:3 (4)

흙 입자의 생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관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흙의 성질을 연구, 모암의 성질에 따

른 흙의 성질 유추, 흙의 화학적 성질, 1차 및 2차압 , 전단강도, 응력 -변형율 관계, 다짐을 통한 

흙의 성질 변형 과정 등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다룸.

CE633 고급지반동역학 (Advanced Soil Dynamics) 3:1:3 (6)

본 과목에서는 건설진동, 차량진동 등 저변위 동적하중 및 지진 등 고변위 동적하중하에서 흙의 거

동과 흙-구조물 상호작용 등을 다루며 흙의 동적물성치를 구하는 현장 및 실내시험법, 응력파를 이

용한 비파괴 검사법, 방진대책, 기계기초, 액상화 현상들에 대해 논한다.

CE634 토목신호처리 (Signal Processing for Civil Engineering) 3:0:3 (4)

건설 및 환경공학에서 신호의 해석이나 시스템의 특성파악을 위한 과정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다

룸 : 신호와 시스템, 시간 및 주파수 영역 분석, 비선형 시스템, 분리역함수의 개념, 역함수를 이용

한 해석, 토그래피 이미지화 등 

CE635 투수 및 사면안정 (Seepage & Slope Stability) 3:0:3 (4)

지반내 물의 흐름 특성 및 투수해석과 사면안정해석 방법을 다루며 국내 산사태 특성을 고려한 강우

와 사면 안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불포화지반내 투수특성 및 투수응력의 복합 해석 등을 다룬다.

CE636 지반 지진공학 (Geotechnical Earthquake Engineering) 3:0:3 (4)

본 과목은 내진설계 성능기준, 지진시 지반운동, 지반액상화, 동적 지반계수 산정, 각종 지반구조물

의 내진설계 기법 및 성능평가 기법에 대하여 다룬다. 

CE637 지반물리탐사이론 (Theory of Geophysics) 3:0:3 (4)

탄성파와 전자기파를 이용한 지반물리탐사의 원천적 이론에 관한 내용을 다룸 : 흙과 물의 상호작

용, 통수와 확산, 흙의 탄성적 특성, 흙의 전자기적 특성, 파속도 및 감쇄, 탄성파 실내실험 방법, 전

자기파 특성, 전자기파 실내실험 방법, 탄성파 및 전자기파 적용 등

CE638 포장공학 (Pavement Engineering) 3:0:3

본 교과목은 토목공학과 석․박사학생의 포장해석 및 설계능력을 배양하고, 포장재료 및 포장유지관

리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함이다.

CE671 수질모델링 (Water Quality Modeling) 3:1:3 (5)

강, 호스, 하구언, 지하대수층 등에서의 오염물질의 이동과 변환을 모사하는 모델을 구성하고 일반

해와 수치해석적 해를 구하고 수질관리에서의 이들 모델의 적용을 소개

CE672 물리학적 수처리 공정 (Physical Principle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1:3 (5)

환경공학적 처리공정의 기초를 이루는 물리적 처리공정의 각 단위 공정에 대한 공학적 분석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환경설비의 설계시 이러한 공정의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

CE673 환경복원공정론 (Theory of Remediation Processes)                3:1:3 (10)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서 오염물질의 이동 및 확산,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현상들을 규명하고 in-situ 및 

ex-situ 오염물질처리에 적합한 복원공정의 기초, 고급이론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CE674 고급환경화학Ⅱ (Advanced Environmental Chemistry Ⅱ)     3:1:3 (8)

이 과목은 인위적 그리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기 및 무기화학물질들에 영향을 주는 환경물리화학의 반

응들에 중점을 둔다.  화학물질들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환경매질에서 발생하는 화학적 변환을 

이해하고 QSAR을 이용하여 이들 유해화학물질의 거동을 예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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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715 구조공학의 특수문제 (Special Topics in Structural Engineering) 2:3:3

타 교과목에 포함 안된 구조공학의 주요 문제를 다룸 : 내진 설계 및 해석, 지반-구조물의 상호작용 

해석, 내풍설계 및 해석, 파랑 하중에 대한 구조해석 및 설계, 유체-구조물의 상호작용 해석, 구조물

의 안전동 진단기술, 구조물의 진동제어 기술, 진동환경 문제

CE731 지반공학 특수문제 (Special Topics in Geotechnical Engineering) 3:1:3 (4)

현 교과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실제 여러 지반공학 문제 해결방법 및 시공법, 해석법 등을 다루며, 

선진외국의 연구동향 및 기술개발 현황과 기타 특수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 등을 다룬다.

CE771 환경공학의 특수문제 (Special Topic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1:3 (4)

교과과정에 포함 안된 환경공학 분야의 최근 문제와 동향 : 산업환경 위생문제, 지구환경문제, 환경

보호정책, 신물질 생성에 따른 환경문제, 환경공학 분야의 에너지와 환경.

CE960 논문연구 (석사) (M.S. Thesis)  

CE966 세미나   (석사) (M.S. Seminar) 1:0:1

CE980 논문연구 (박사) (Ph.D. Thesis)

CE986 세미나   (박사) (Ph.D. Semina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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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공학전공

학과홈페이지 : m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002-6

1. 개요

  1971년 설립된 이래 기계공학과는 400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졸업생들은 국내외 

대학, 연구소, 산업체에서핵심적인 인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과는 교육과 연구에서 세계적 탁월

성을 추구함은 물론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산업과 연구 분야를 선도하면서 진정한 "좋은 기계"를 창

조하는 "꿈을 현실로" 구현하는 기계공학인을 교육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는 보다 유연한 교과과정이 새로운 기계공학의 개척에 필수적이라 생각하여 학부 교과과

정에서 전공필수를 9학점으로 줄이고, 전공선택 중 전공기반과목을 8과목 중 6개 과목을 선택하는 

새로운 학사교과과정을 2004년 가을학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심화 과목을 통하여 전

통적인 기계공학의 기반위에 다양하고 새로운 기계공학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습니다. 대학

원 교과과정도 같은 철학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연구에서는 새로운 6개의 연구분야를 통해 연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 의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보다 충실하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MEMS 공동연구실, SEM, RP장비 등의 공동장비를 운영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기적인 연구결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보다 차원 높고 다양한 교육 연구 환경을 개선하여 기계공학과 가족의 인간에 대한 이

해와 사랑의 깊이와 폭을 넓히기 위해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화가이야기, 체육대회, MT,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summer와 winter camp을 통해 회계학, 기업경영, 논문작성법 

등을 배우고 기계설계, 창의적 기계 구현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과를 졸업하면 인류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좋은 기계"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

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고, 당당하지만 겸손한 덕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연구분야

 

  교육 및 연구의 효율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여섯 분야로 교수진과 교육시설이 나누  

  어져 있다. 석·박사과정 학생들은 본인의 희망 전공분야를 선택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마이크로/ 나노 시스템 (Micro/Nano Systems Technology)

  마이크로/나노 영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의 해석, 측정, 시스템 제어 및 가공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 Nano-scale 물성치 측정 및 거동해석

  - Nano 구동 mechanism 및 시스템 제어

  - MEMS 등에 적용하는 micro fabrication, 나노영역의 3차원 측정

  

  ❐ 정보기반 지능기계시스템 (IT-based Intelligent Mechanical System)

  새로운 정보 기술(IT)을 전통적인 기계 기술에 접목시켜 기계 시스템의 지능화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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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능 로봇 시스템, 인간/로봇/컴퓨터 인터페이스

  - 지능제어 및 스마트 구조물, Entertainment 엔지니어링

  - 지능 기계 및 생산시스템, 가상현실 기반 엔지니어링 및 e-생산

  ❐ 신에너지시스템 (New Energy System)

  열, 유동 현상의 해석과 설계 연구, 동력생산 등 에너지 변환 시스템의 고도화 연구를 수행한다.

  - 열, 유동 현상의 측정 및 전산해석

  - 극저온 및 초전도 생성과 응용, 미세입자 생성 및 제어, 유동제어

  - 나노급의 미소 시스템으로부터 기가급의 대형 시스템의 설계

  - 엔진, 연료전지, 터보시스템, 전자장치 냉각등 

  ❐ 의용생체공학 (Biomedical Engineering)

  생명과학과 의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역학적 원리를 규명하고 이를 공학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 생체 역학(Biomechanics)과 의용유체역학 (Biomedical fluid mechanics)

  - 생체 재료(Biomaterials)와 생체 계기(Bioinstrumentation)

  - 세포역학(Cell mechanics)과 생체 모사(Biomimetics)

  - Medical Virtual Environment, Postural Control

  ❐ 역학 및 설계 혁신(Mechanics & Design Innovation)

  미래 지향적인 기계, 기구 (Mechanism), 소프트웨어, 기계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위하여 새로운 설계이론 및 총합 기술의 개발, 역학 및 해석기술  

  의 혁신, 신소재의 응용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혁신적인 기계 시스템과 생체 운동모사 시스템

  - 새로운 설계이론 및 기술 개발, 모델 수립 및 구성 방정식에 관한 연구

  - 신소재 응용기계 개발 및 database, 혁신적인 시스템 해석 및 설계 프로그램

  ❐ 프로휴먼엔지니어링(Pro Human Engineering)

  기계공학의 원리 및 해석기법, 하드웨어 등을 이용하여 인간 중심의 가구 및 기계시스템 구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 음향, 진동, 시각, 촉감의 속성에 대한 연구

  - 음질, 진동감, 물체의 파악 및 접촉력 등에 대한 모델링과 분석

  - 인간의 감각 특성을 고려한 제품 설계 및 평가를 위한 방법론

  - 인간과 기계의 상호 작용을 고려한 기계의 설계 방법론

  - 인간의 후생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계 및 시스템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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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1997 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 (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각 항의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 (총 49학점 이상)

       ◦ 전공필수 : 9학점(기계기초실습, 기계공학실험, 창의적 시스템 구현Ⅰ)

       ◦ 전공선택 : 40학점 이상

          단, 기반과목인 고체역학, 동역학:해석 및 응용, 열역학, 유체역학, 재료와 가공의 이해, 

          공학설계,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 응용전자공학 등 8과목 중에서 반드시 6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반드시 Ⅳ. 경과조치를 참조하기 바람.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총 3학점 이상) : 졸업연구(3학점) 필수이며 창의적시스템구현 II로 대체할 수 있   

음. 개별연구는 4학점까지 연구학점으로 인정하며, 세미나 과   

목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함.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요건 (타 학과 학생이 기계공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 전공필수 3과목(기계기초실습, 기계공학실험, 창의적시스템구현Ⅰ)과 전공선택 

        기반과목 8과목 중 4과목 이상(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함.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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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통필수 : 3학점

       ※ 리더십 강좌는 무학점이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 장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제외하

고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기계공학과 개설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마. 연    구 : 12학점 이내(세미나 2학점 포함 : 구. 연구원 학생은 면제).

       ※ 석사과정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 학점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9학점 이상

    마. 연    구 : 30학점 이상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연구학점은 제외).

        ◦ 타대학 혹은 타학과 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이수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지도교수와 학사

정책위원회의 추천과 학과장의 인준에 의해 결정함.

    ※ 박사과정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1) 본 기계공학전공 이수요건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003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이수요건(신교과과정)이나 입학년도 학사요람의 이수요건         

    (구교과과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2003년 이전 입학생이 구교과과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 전공필수 과목의 변경 또는 대체로 인해 전공필수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부족한 학점 수만큼 전공필수 이수 학점수를 줄이고 전공선택 이수 학점수를 늘린다.

          - 전공필수에서 전공선택으로 변경된 열역학, 유체역학, 동역학, 응용전자공학, 

기계공학실험 II, 공학설계, 재료와 가공의 이해 과목을 수강한 경우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한다.

          - 구교과과정의 기계공학실험 I, II 중 한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기계공학실험을   

수강하여야 한다. 또, 기계공학실험 I, II를 모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은 기계공학실험과 

새로운 기계와 체험을 수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계와 체험은 기초선택 과목 

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2003년 이전 입학생이 신교과과정을 선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둔다.

          - 기계제도 수강자는 기계기초실습 과목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공필수 졸업     

           요건은 8학점 이상, 전공선택 졸업요건은 41학점 이상으로 한다.

          - 구교과과정의 기계공학실험 I, II 두 과목을 수강한 경우 전공필수 기계공학실험과 

    전공선택 기계공학실험 II 를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실험 I, II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수강한 학생은 기계공학실험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석･박사 과정

        본 기계공학전공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2004년 이전 입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 이수요건이나 입학년도 학사요람의 이수요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 폐기된 과목의 대체과목은 학과에서 정하고 학과 홈페이지(me.kaist.ac.kr)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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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기초선택

MAE 106 40.106 인간과 기계 3:0:3(3) 장평훈 가을

MAE 208 40.208
새로운 기계의 설계와 

체험
2:3:3(3) 이승섭 봄

전공필수

MAE 200 40.200 기계기초실습 2:3:3(3) 양민양, 이정주, 한순흥 봄

MAE 205 40.205 기계공학실험 2:3:3(6) 나석주 가을

MAE 400 40.400 창의적 시스템 구현 I 1:6:3(6) 양동열 봄

전공선택

기반과목

MAE 211 40.211 열역학 3:0:3(6)
 김상수,신현동,최상민,

 김성진
봄

MAE 221 40.221 유체역학 3:0:3(6)  김문언,성형진,최도형 가을

MAE 231 40.231 고체역학 3:1:3(6)
 곽병만,윤성기,이순복,

 임세영,임용택
봄

MAE 251 40.251 동역학 3:0:3(6)
 곽윤근,김경웅,김광준,

 박윤식
가을

MAE 307 40.307 응용전자공학 2:3:3(6)
 권대갑,오준호,이두용,

 이종원

봄

MAE 340 40.340 공학설계 2:3:3(6)
 양동열,이대길,이병채,

 허훈
가을

MAE 360 40.360 시스템 모델링 및 제어 3:3:4(6)
 권동수,박영진,이두용,

 이종원,장평훈
가을

MAE 370 40.370 재료와 가공의 이해 3:0:3(6)
나석주,배중면,유중돈,

 임용택
봄

전공선택

심화과목

MAE 206 40.205 기계시스템자동화 2:3:3(6)

MAE 301 40.301 수치해석 3:0:3(6)  김경웅,성형진,최도형 봄

MAE 302 40.302 창의적문제해결방법 2:3:3(6) 양동열 봄

MAE 305 40.305 기계공학실험Ⅱ 2:3:3(6)
 김승우,성형진,정상권,   

나석주
봄,가을

MAE 311 40.311 열 전 달 3:0:3(6)
 이상용,송태호,정상권,

 김성진,현재민
봄

MAE 312 40.312 환경과 에너지 3:0:3(6)  김상수 가을

MAE 320 40.320 응용유체역학 3:0:3(6)  정명균,최도형 봄

MAE 330 40.330 응력해석기초 3:0:3(6)  곽병만,이순복,허 훈 봄

MAE 341 40.341 기계요소설계 3:0:3(6)  윤성기,이대길 가을

MAE 342 40.342 기구설계학 3:0:3(6)  김경웅,김수현,윤용산 가을

MAE 351 40.351 진동공학 3:0:3(6)
 곽윤근,박윤식,이종원,   

김양한,김광준
봄

MAE 371 40.371 첨단기계 재료와응용 3:0:3(6)
배중면,유중돈,이승섭

가을

MAE 401 40.401 창의적 시스템 구현II 1:6:3(6)
배중면,박영진,양동열,

윤용산,이정권,정명균
가을

MAE 403 40,403 응용컴퓨터그래픽스 2:3:3(6) 윤용산,한순흥 가을 CS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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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선택

심화과목

MAE 404

MAE 411

40.404

40.411

의료시술시뮬레이션

개론

에너지 시스템 설계

3:1:3(6)

3:0:3(6)

이두용

 정명균

봄

가을

MAE 413 40.413 엔진공학 3:0:3(6)  배충식 봄

MAE 414 40.414 초전도와 열공학 3:0:3(6) 정상권 가을

MAE 430 40.430
기계공학에서의 

신뢰성공학
3:0:3(6)  송지호,이대길,이순복 가을

MAE 431 40.431 연속체역학개론 3:0:3(6)  엄윤용,이순복,임용택 가을

MAE 432 40.432
재료의 변형 및 파괴 

와 강도
3:0:3(6) 송지호,이정주,이순복 봄

MAE 440 40.440 FEM 응용설계 3:1:3(6)
 윤성기,이병채,임세영,

 허훈
봄

MAE 441 40.441 CAE 시스템 및 응용 3:1:3(6)  곽병만,박윤식,최도형 가을

MAE 452 40.452 소음공학 3:0:3(6)  김양한 가을

MAE 453 40.453 로봇공학개론 3:0:3(6)  장평훈,권동수 가을

MAE 460 40.460 자동제어 3:3:4(6)
 권동수,오준호,이두용

 이종원,조형석,박영진
가을

MAE 461 40.461 연료전지의 이해 3:0:3(6)  배중면 봄

MAE 471 40.471 정 공학 개론 3:1:3(6)  양민양 가을

MAE 474 40.474 CAD/CAM 3:1:3(6)  양민양,양동열,한순흥 가을

MAE 481 40.481 전자기 및 광학 개론 3:1:3(6)  김승우,오준호 봄

MAE 483 40.483 통계열역학 개론 3:0:3(6)  김상수, 엄윤용 가을

MAE 484

MAE 487

MAE 488

40.484

40.487

40.488

인체의 구조와 거동

세포운동의이해와모방

바이오기계개론

3:0:3(6)

3:0:3(6)

3:0:3(6)

 윤용산,박수경

신현정

김  정

가을

봄

가을

MAE 491 40.491 기계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연  구

MAE 490 40.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MAE 495 40.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MAE 496 40.496 세미나 1:0:1  과교수 봄․가을

    * 4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비고의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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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 010 11.010 리더쉽 강좌 1:0:0 가을

CC 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 봄․가을

CC 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 봄․가을

CC 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 봄․가을

CC 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 봄․가을

CC 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3:0:3 가을

CC 522 11.522 계측개론 2:3:3 가을

CC 530 11.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 가을

선 택

MAE 500 40.500
기계공학에서의 

응용수학
3:0:3(6) 김문언,엄윤용 봄

MAE 502 40.502 유한요소법개론 3:0:3(6) 윤성기,허  훈 봄

MAE 505 40.505 계측공학 3:1:3(6) 김승우 가을

MAE 510 40.510 고등유체역학 3:0:3(6) 현재민 봄

MAE 511 40.511 고등열역학 3:0:3(6) 김상수 봄

MAE 512 40.512 고등열전달 3:0:3(6) 송태호 가을

MAE 513 40.513 고등연소공학 3:0:3(6) 신현동 가을

MAE 514 40.514 다상유동Ⅰ 3:0:3(6) 이상용 가을

MAE 515 40.515 저온공학 3:0:3(6) 정상권 봄

MAE 521 40.521 점성유동 3:0:3(6) 최도형 가을

MAE 525 40.525 터보기계 3:0:3(6) 정명균 가을

MAE 530 40.530 고등고체역학 3:0:3(6) 임세영,엄윤용 봄

MAE 531 40.531 전산응력해석 3:1:3(6) 이병채,임세영 가을

MAE 533 40.533 파괴역학 3:0:3(6) 엄윤용,이순복 가을

MAE 534 40.534 피로강도론 3:0:3(6) 이순복,이정주 봄

MAE 535 40.535 실험역학및통계적처리 2:3:3(6) 송지호,이정주 봄

MAE 536 40.536 소성역학 3:0:3(6) 양동열,임용택,허훈 가을

MAE 537 40.537 복합재료 최적설계 3:0:3(6) 이대길 봄

MAE 543 40.543 최적설계 3:1:3(6) 곽병만,이병채 가을

MAE 545 40.545 유체윤활이론 3:0:3(6) 김경웅 봄

MAE 546 40.546 차량동역학 3:0:3(6) 윤용산 봄

MAE 547 40.547 지식기반설계 시스템 3:1:3(6) 한순흥
가을

(짝수년도)

MAE 548 40.548 특징형상모델링 3:1:3(6) 한순흥
가을

(홀수년도)

MAE 549 40.549
마이크로 시스템 

패키징의 신뢰성
3:1:3(6) 이순복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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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 택

MAE 550 40.550 고등동역학 3:0:3(6)
곽윤근,김광준, 

박윤식
가을

MAE 551 40.551 선형진동공학 3:0:3(6) 곽윤근,김광준 봄

MAE 552 40.552 음향학 3:0:3(6) 김양한,이정권 봄

MAE 553 40.553 로보트동역학 3:0:3(6) 곽윤근 봄․가을

MAE 554 40.554 신에너지 응용공학 3:0:3(6) 정상권 봄․가을

MAE 561 40.561 선형시스템제어 3:0:3(6) 박영진,장평훈 봄

MAE 562 40.562 디지털시스템제어 3:0:3(6) 김수현 봄

MAE 563 40.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2:3:3(6) 오준호 가을

MAE 564 40.564 신경망이론 및 응용 3:0:3(6) 권대갑,조형석 봄

MAE 570 40.570 생산기술 3:0:3(6)
나석주,양민양, 

유중돈
봄

MAE 574 40.574 접합공학 3:1:3(6) 나석주,유중돈 가을

MAE 582 40.582 미세기전공정개론 3:0:3(6) 이승섭 봄

MAE 583 40.583 MEMS설계와 미세공정실습 2:3:3(6) 이승섭 가을

MAE 585 40.585 인체운동의 역학및제어 3:0:3(6) 박수경 봄

MAE 586 40.586 생체의 기계적 성질과 모사 3:0:3(6) 김  정 가을

MAE 587 40.587 광기전공학 3:0:3(6) 조형석,김승우 가을

MAE 588 40.588
연료전지시스템 전산해석 

및 설계
3:0:3(6) 배중면 가을

MAE 591 40.591
랜덤데이타 : 

해석 및  처리
3:1:3(6) 김양한,이종원 가을

MAE 592 40.592 레이저의 원리 및 응용 3:0:3(6) 나석주 가을

MAE 604 40.604 측정학 2:3:3(6) 김승우 봄

MAE 605 40.605 경계요소법 3:1:3(6) 곽병만 가을

MAE 606 40.606
창의적 지식창출과정과 

응용
3:0:3(6) 양동열 가을

MAE 607 40.607 전산선형대수 3:1:3(6) 이병채 봄

MAE 611 40.611 대류열전달 3:0:3(6) 이상용,김성진 봄

MAE 612 40.612 이동현상론 3:0:3(6) 신현동 봄

MAE 613 40.613 전산열유체공학 3:0:3(6) 최도형,김성진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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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AE 616 40.616 자동차공학 및 환경 3:0:3(6) 배충식 가을

MAE 621 40.621 난류유동 3:0:3(6) 성형진,정명균 가을

MAE 623 40.623 회전유동 3:0:3(6) 현재민 가을

MAE 631 40.631 해석고체역학 3:0:3(6) 엄윤용,임세영 가을

MAE 632 40.632 점탄성론 3:0:3(6) 윤성기 가을

MAE 633 40.633
고분자 및 복합  

재료의 기계적 성질
3:0:3(6) 이정주 가을

MAE 634 40.634
지능형 구조물 및 

요소설계
3:0:3(6) 이정주 가을

MAE 635 40.635 소성구조해석 및 설계 3:0:3(6) 허  훈 가을

MAE 638 40.638 복합재료 공리설계 3:0:3(6) 이대길
봄  

(격년도)

MAE 642 40.642 생체역학 3:0:3(6) 윤용산 가을

MAE 643 40.643 고등기구학 3:0:3(6) 윤용산 가을

MAE 644 40.644 윤활공학 3:0:3(6) 김경웅 봄

MAE 647 40.647 STEP 과 전자거래 3:1:3(6) 한순흥
봄

(홀수년도)

MAE 651 40.651 회전체역학 3:0:3(6) 이종원 봄

MAE 652 40.652 전산진동해석 3:0:3(6) 박윤식 가을

MAE 653 40.653 기계신호 및 시스템해석 3:1:3(6) 김광준,이정권 가을

MAE 654 40.654 소음제어 3:0:3(6) 이정권 가을

MAE 655 40.655 로보트공학 3:1:3(6) 장평훈 가을

MAE 661 40.661 최적제어 3:0:3(6) 권동수,조형석 봄

MAE 662 40.662 정 구동 시스템 설계 3:0:3(6) 권대갑 봄

MAE 683

MAE 686

40.683

40. 686

인간로봇상호작용

힘과 세포활성

3:0:3(6)

3:0:3(6)

권동수

신현정

가을

가을

MAE 692 40.692 파동학 3:0:3(6) 김양한 봄

MAE 711 40.711 복사열전달 3:0:3(6) 송태호 봄

MAE 712 40.712
고온열공학의 

실험적방법
2:3:3(6) 최상민 가을

MAE 714 40.714 다상유동Ⅱ 3:0:3(6) 이상용 봄

MAE 722 40.722 난류계산모형론 3:0:3(6) 성형진,정명균 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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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  택
MAE 724 40.724 성층유동 3:0:3(6) 현재민 가을

MAE 731 40.731 비선형전산고체역학 3:0:3(6) 임세영 봄

MAE 732 40.732 강도신뢰성설계 3:0:3(6) 송지호 가을

MAE 734 40.734 해석파괴역학 3:0:3(6) 엄윤용 봄

MAE 738 40.738 경량샌드위치 구조설계 3:0:3(6) 이대길 봄

MAE 741 40.741 고등최적설계 3:0:3(6) 곽병만 가을

MAE 752 40.752 구조음향학 3:0:3(6) 이정권 가을

MAE 761 40.761 비선형 시스템제어 3:0:3(6) 오준호,장평훈 봄

MAE 771 40.771
소성가공공정: 해석 및 

설계
3:1:3(6) 임용택 가을

MAE 800 40.800 기계공학특론 3:0:3(6) 과교수 봄․가을

MAE 810 40.810 열유체공학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30 40.830 설계공학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50 40.850 동역학 및 제어특론 3:0:3(6) 과교수 봄․가을

MAE 870 40.870 생산공학특론 3:0:3(6) 과교수 봄․가을

연  구
MAE 960 40.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MAE 980 40.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봄․가을

MAE 966 40.966 세미나(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MAE 986 40.986 세미나(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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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과정

MAE106  인간과 기계 (Human and Machine)       3:0:3(3)

초심 이공계학생이 책임있고 유능한 과학기술자로 성숙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의식과 방향성, 그

리고 능동적 자세와 방법론을 논하고 전문가로서의 앞날을 설계하고 실현하는 실제적인 전략과 방

법론, 효과적인 학문수행법을 논한다. 특히 현대문명의 근본속성인 기계문명의 본질과 특성을 이해

하고 그 속에서 과학기술자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문화적, 기술적 자세와 방법론을 논한다. 

MAE200  기계기초실습 (Basic Mechanical Practice: Modelling & Realization)                  2:3:3(3)

본 과목에서는 기계 또는 기계부품에 대한 형상의 표현과 구현의 기초에 대하여 배우며, 실제 기계

에 대한 제도, 3차원 CAD 및 정 도, 기계가공 등에 대한 실습을 행하여 기계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본 지식으로서의 내용을 다룬다.

MAE205  기계공학실험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2:3:3(6)

기계공학에 필요한 측정을 위한 실험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방법을 소개

하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 및 처리의 방법을 교육한다. 실험으로 측정하여야 할 대상물을 

선정하고 실험방법을 설계하며, 실험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보고서 작성 및 구두 발표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MAE206  기계시스템자동화 (Machine System Automation)        2:3:3(6)

본 과목은 자동기계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게 함으로써, 기계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이 목표이다. 강의 내용은 전반부에서는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이론 강의를 하고, 

후반부에서는 term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자동화 시스템을 제작하고 구동 실험을 한다. 이론 강의에

서는 처음에는 공압시스템에 대해서 다루고 나중에는 PLC에 대해서 다룬다.

MAE208  새로운 기계의 설계와 체험(New Design and Experience in Mechanical Systems)        2:3:3(3)

Robotics, Rapid prototyping, MEMS, Fuel Cell, 광기계 시스템 등의 다양한 분야의 기계 시스템을 크게 New 

Energy, Micro/Nano/Bio, New Mechatronics의 세 분야로 분류하고, 매년 각 분야에서 선정된 세부 분야를 실

제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개념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교과목은 학부 저학년 생들에게 

폭넓은 학문 경험과 실제적인 체험을 하도록 하게하여, 다양한 응용연구의 기초를 갖게 한다.

MAE211  열역학 (Thermodynamics)          3:0:3(6)

열역학에서 사용되는 기본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고 에너지의 변환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지식을 부여한다. 일과 열의 개념 및 계산, 폐 및 개방 시스템에 대한 열

역학의 제1법칙, 제2법칙의 공식화를 다루고, 이 과정 중에서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정의한다. 물질

의 상태량을 수식, 도표,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고 각종 시스템에 적용한다.

MAE221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0:3(6)

유체역학의 기본개념, 유체정역학, 적분형의 유동의 지배방정식, 미분형의 지배방정식, Bernoulli정리, 

차원해석 그리고 점성닥트 및 경계층유동 등을 다룬다.

MAE231  고체역학 (Mechanics of Materials)       3:1:3(6)

다양한 재료의 거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 구조 역학적 모델링 기법을 배우고 이의 응

용을 통해 다양한 구조물의 형성과정을 터득시킨다. 

MAE251  동역학 (Dynamics)        3:0:3(6)

흔히 접하게 되는 동역학계를 소개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기초지식인 Newton법, 일과 에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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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운동량 법을 공부한다. 동적특성 측정법과 동적해석을 위한 컴퓨터 S/W를 소개하여 동역학

계를 해석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MAE301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3:0:3(6)

수치해석의 기본인 오차해석, 방정식의 근, 선형대수, 함수맞춤, 수치적분, 상미분 그리고 편미분방

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등을 소개한다.

MAE302  창의적문제해결방법 (Creative Problem Solving)       2:3:3(6)

공학적인 문제의 창의적 해결과정은 창의적인 문제의 인지, 문제의 정의 및 분석 그리고 창의적인 

종합과정으로 나뉘며 이를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다룬다. 이들 창의적 과정을 돕는 제반 창의적 이

론 및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전체학생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실제 예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

가는 과정을 스스로 체험하도록 유도한다.

MAE305  기계공학실험 II (Mechanical Engineering Laboratory II)       2:3:3(6)

기계공학에 필요한 측정을 위한 실험방법을 습득시키기 위해서 각종 측정 장비의 사용방법을 소개

하며, 컴퓨터 등을 이용한 자료수집 및 처리의 방법을 교육한다. 실험으로 측정하여야 할 대상물을 

선정하고 실험방법을 설계하며, 실험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처리하여 보고서 작성 및 구두 발표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법을 연습한다.

MAE307  응용전자공학 (Applied Electronics)       2:3:3(6)

전기, 전자공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험, 실습을 통하여 간단한 응용전자시스템을 설계, 구성, 

구동함으로써 기초이론의 공학적 응용 능력을 기른다. 수동 전기소자와 능동 반도체 소자의 기본원

리 및 특성, 이를 이용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의 설계와 구성, 전자계측기 및 전원공급기를 이

용한 성능 측정 및 검증 등을 다룬다.

MAE311  열전달 (Heat Transfer)       3:0:3(6)

이 과목은 열전달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 정상/비정상 상태의 열전도, 강제대류 및 자연 대류, 그리

고 복사열전달 현상에 관한 제반 현상들을 다룬다. 기본적으로 열전달의 기본 기구, 제반 열전달 현

상의 모델 및 수식화, 해석의 방법, 그리고 경험적인 관계식 등을 응용의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MAE312  환경과 에너지 (Energy and Environment)       3:0:3(6)

에너지 생산, 분배 및 소비에 따른 제반 환경문제를 다룬다. 기초로 응용열역학 즉 열역학함수, 혼

합물, 화학반응, 상변화 및 화학평형 등을 다루고 에너지 변환기술, 대체에너지, 대기오염 확산 및 

제어, 연소시스템에서의 오염생성 및 제어, 광화학스모그, 지구온난화, 산성비, 대기오염 측정, 환경

정책 등을 다룬다.

MAE320  응용유체역학 (Applied Fluid Mechanics)       3:0:3(6)

유체역학의 개괄적인 복습과 그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며, 각종 유체관련 실제문제의 해결능력을 

배양한다. 점성유동의 입문, 층류/난류 경계층 유동을 바탕으로 한 관류해석, 그리고 항력 및 양력 

등을 현상론적 관점에서 고찰하며 압축성 유체의 기초를 다룬다. 

MAE330  응력해석기초 (Foundation of Stress Analysis)       3:0:3(6)

외력을 받는 기계시스템의 변형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과 다양한 현장문제에 해석적, 물리

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삼차원응력, 변형률의 개념을 익히고, 또한 지배 방정식을 

정립하여 비대칭보, 곡선보, 복잡한 단면을 가진 보의 비틀림, 판 등 실제문제의 응력해석을 가능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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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340  공학설계 (Engineering Design)       2:3:3(6)

체계적 설계방법을 배우고 개념설계에서부터 제품설계까지의 주요과정을 다룬다. 문제의 해결과정 

즉 문제의 정의 및 분석, 창의적 종합 등을 다루며 설계아이디어의 창출, 결합, 평가 기법 등을 공

부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품설계 기법을 소개한다.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동작하는 기

계를 설계, 제작, 작동시켜 봄으로써 기계공학 제반 지식, 설계방법, 제품설계 과정을 경험하게 한

다.

MAE341  기계요소설계 (Mechanical Component Design)       3:0:3(6)

고전적인 안전계수적인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신뢰도 또는 통계학적인 접근방법을 통하여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어, 나사, 축, 스프링, 베어링, 클러치 등의 기계요소에 대한 해석과 설계 방

법을 다룬다.

MAE342  기구설계학 (Mechanism Design)       3:0:3(6)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관점에서 기계시스템에 힘 또는 운동을 입력시 그 거동을 해석하고 또한 요

구조건에 부합하는 기계시스템을 설계하는 방법론을 다룬다.

MAE351  진동공학 (Mechanical Vibrations)       3:0:3(6)

동역학(MAE250)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계의 진동현상에 대해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게 하

며, 이로부터 선형화된 1자유도, 2자유도 및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 및 강제진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방법론으로서는 각종 모우드해석법, 행렬해석법, 주파수응답해석법 등을 다루며, 

이들에 대한 연습이 주어진다.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각종 기계진동의 측정, 해석, 대

처방법 및 설계법에 대해 공부한다. 

MAE360  시스템모델링 및 제어 (Modeling and Control of Engineering Systems)       3:3:4(6)

기계, 전기/전자 등의 공학시스템의 모델링 및 제어에 관한 원리 및 방법을 이론 및 실험적인 면에

서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접근을 지양하고, 먼저 적절한 실제 적용 시스템을 체험케 

한 다음 기본원리를 가르치는 접근을 택한다.  

MAE361  시스템동역학 (Introduction to System Dynamics)       3:0:3(6)

기계요소, 전기 및 전자요소, 유체 및 열역학 요소와 그 시스템의 일괄적인 처리 및 공통개념을 공

부하고 실례를 통하여 선형 및 비선형 시스템을 모형화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상태와 상태변수에 

관한 개념을 배우고 상태방정식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선형계의 동력학적 현상과 안정성에 

관하여 연구한다.

MAE370  재료와 가공의 이해 (Understanding of Materials and Processing)       3:0:3(6)

본 과목은 재료의 특성과 가공 공정에 대한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반도체와 MEMS 가

공을 포함한 micro-fabrication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MAE371  첨단기계재료와 응용 (Advanced Materials Engineering and its Application)       3:0:3(6)

기계공학에서 응용되는 기초소재와 신소재에 대한 이해 및 이의 공정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신소재 공학의 개론부분과 기계재료, 전자재료, 고분자재료, 복합재료의 기초에 대해 강

의한다. 또한 에너지 소재, MEMS 및 NEMS 재료특성의 이해를 추구한다. 이러한 기초부분의 이해

를 바탕으로 기계소재공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MAE400  창의적 시스템 구현 I (Capstone Design I)       1:6:3(6)

공학설계에서 배운 설계방법론을 바탕으로 이를 실제 산업적 응용문제에 적용으로써 창의적인 응용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설계팀이 문제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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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창의적인 설계안의 고안과 구체설계를 한 다음 이로부터 시작품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전 과정을 

관련된 전공분야의 지도교수단과 학생팀이 함께 다루도록 한다.

MAE401  창의적 시스템 구현 II (Capstone Design II)       3:0:3(6)

이 과목에서는 창의적 시스템구현 I 에서 행해진 실제 산업문제에 대해서 설계와 구현작업을 계속

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본안의 재평가와 더불어 산업체의 의견

을 피드백해 보다 완전한 작품구현이 되도록 한다. 최종 작품발표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MAE403  응용컴퓨터 그래픽스 (Application of Computer Graphics)       2:3:3(6)

인터넷에서 3D그래픽스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습한다. 다뤄질 내용은 VRML(virtual reality 

modeling language)이며, 그밖에 X3D(Extensible 3D, XML for 3D), Java3D, MPEG-4, 그리고 상업용으

로 개발된 Cortona, EON Studio, Cult3D가 소개된다.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다른 학과목을 위한 가상 

실험 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에서 동작하도록 Web 3D를 실습한다.

MAE404 의료시술시뮬레이션개론 (Introduction to Simulation of Medical Procedures)          3:1:3(6)

의료 시술의 충실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공통 핵심기술을 소개한다. 의료 시뮬레이션의 공통적 구성 

요소인 시각 인터페이스 (visual interface) 및 햅틱 인터페이스 (haptic interface) 방법, 시스템 통합과 

안정된 제어, 그리고 임상시험 등과 관련된 중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구체적인 의료 시뮬

레이션의 사례와 실습을 통해서 이론과 실무를 익힌다.

MAE411  에너지 시스템 설계 (Design of Energy Systems)               3:0:3(6)

이 과목은 펌프, 압축기, 열교환기, 연소기, 팽창밸브, 반응로, 증류탑 등으로 구성되는 열유체 시스

템의 최적설계기법을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각 구성품의 운전조건에 따라 성능이 변

화되는 것을 수학적으로 모형화하는 방법을 익히고 구성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의 성능을 

전산모사하는 기법을 배운다. 여러 가지 최적설계 방법을 소개하고 주어진 시스템의 최적설계에 적

합한 방법을 택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설계기법을 실제 문제들을 다루며 학습한다. 

MAE413  엔진공학 (Engine Technology)       3:0:3(6)

엔진공학의 기본이론과 동력기관 계통을 공부한다. 가솔린 및 디젤 왕복기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

고 성능해석 능력을 쌓으며 엔진의 미래기술과 환경문제에 대해 논한다.

MAE414  초전도와 열공학 (Applied superconductivity and Thermal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21 세기에 그 사용이 확대될 미래형 에너지 사용 방법으로서, 초전도 기기의 기본적인 

내용과 이와 관련된 공학적인 냉각 문제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기본적인 냉동 사이

클을 공부하고, 첨단 냉동 방식을 이해하며, 또한 초전도 현상 및 기기에 대한 물리학적, 재료학적, 

공학적인 기초 내용을 교과목의 범위로 다루고 있다. 본 과목은 주로 학부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기말에는 학생들로 하여금 몇 개의 실존하는 초전도 냉각 시스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스

스로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그 동안 학습한 내용에 대한 총 복습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한다.

MAE430  기계공학에서의 신뢰성 공학 (Introduction to Reliability in Mechanical Engineering Design)       3:0:3(6)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기초적인 확률분포와 신뢰도 평가방법에 관하여 다룬다. 이를 위해서는 확률

통계학의 기본적인 일반 지식이 필수적이나 관련 과목을 수강하여 하여 오는 수강생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필요 최소한의 확률통계 기본지식도 알기 쉽게 효율적으로 강의하며, 학생들은 최

종적으로 신뢰도 평가 과제를 수행하고 발표하게 된다.  

MAE431  연속체 역학개론 (Introduction to Continuum Mechanics)       3:0:3(6)

본 교과목에서는 고체역학과 유체역학의 기본 원리들을 연속체라는 일관적 관점에서 학부수준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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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체계적으로 다룬다. 먼저 Cartesian 좌표계를 도입하여 Vector장 및 Tensor장 이론을 소개하고 변

형과 변형률 및 Rate of Deformation, 그리고 힘과 응력의 기본적인 관계식을 다루고 모우멘텀과 에

너지 평형을 소개한다. 또한 기초구성방정식 이론을 다루고 탄성체와 유체 및 기체에의 응용을 소

개한다.

MAE432  재료의 변형 및 파괴와 강도 (Deformation, Fracture and Strength of Materials)       3:0:3(6)

기계설계를 위한 필수지식으로서의 재료의 변형 및 파괴거동과 재료의 강도에 관하여 공부한다. 간

단한 전위론 및 파괴역학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MAE440  FEM응용설계 (Engineering Design via FEM)       3:1:3(6)

본 과목에서는 유한요소법 입문과정을 학부 수준에 맞게 제시한다. 특히 유한요소법의 기본 원리를 

다양한 역학적 예제를 통해 설명하되 최소한의 수학적 원리만을 이용하도록 한다.  즉 스프링, 트러

스 및 보와 같은 구조요소의 평형을 가상 일의 원리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이를 연속체 요소에 까

지 확장한다. 나아가 상용 패키지 응용의 예를 다양하게 집중적으로 다루어 실제 패키지 코드를 이

용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쌓을 수 있도록 한다.

MAE441  CAE 시스템 및 응용 (CAE Systems and Applications)       3:1:3(6)

산업체나 연구 현장에서 쓰이는 주요  기계공학 해석, 설계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사용하게 하여 CAE 분야

의 State-of-the-art를 이해하게 함. 고체/열유체/동역학 분야의 관련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본원리와 이용, 

한계 등을 소개함. 대상 해석 및 설계 방법으로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경계요소법, 무요소법, 대수-미분

방정식의 동역학해석법과 최적화기법등을 포함함. 문헌을 통해 CAE 응용사례 연구 수행, 조교들의 예시, 

학생들의  CAE 프로젝트가 포함됨.

MAE452  소음공학 (Noise Control Engineering)       3:0:3(6)

소리를 발생하는 물체를 설계하거나 발생되는 소리를 제어하는 공학적 접근방법을 공부한다. 발생

원리, 제어원리를 개념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하여 실질적 응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각 주별로 테마를 

정하고 주별로 간단한 실험, 강의실 대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응용가능성을 확인한다.

MAE453  로봇공학개론 (Introduction to Robotics Engineering)               3:0:3(6)

로봇 운동에서의 동적, 공간적 제한요소를 분석하고 로봇 설계 및 응용에 대한 기본개념을 다룬다.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제한조건하에서 로봇의 동적궤적을 해석하고 강체 동력학적인 관점에서 로

봇 작동의 힘과 운동을 제어하는 방법과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의 기초 및 논리적 조합 방법에 대하

여 공부한다.

MAE460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3:4(6)

시스템 기술방법인 입력신호와 출력신호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전달함수와 시스템의 상태변

수를 기계적 시스템에 적용하여 제어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성능개선에 대한 방법을 공부하는데 목

적이 있다. 내용은 기계적 시스템과 전기적 시스템의 상이성, 기계적 시스템의 표현방법, 궤한제어 

시스템의 특성, 안정성 및 과도적 응답특성의 분석 보상기법, 선형, 궤한제어 시스템의 설계 등이다. 

신호검출부, 변환부, 전송부, 기록지시부 및 조작부 등에 대하여 단계적인 실험과 전산제어의 원리

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실험을 병행한다. 

MAE461  연료전지의 이해 (Introduction to Fuel Cell System)       3:0:3(6)

연료전지의 구조와 전기화학적인 에너지변환효율, 그리고 열역학을 이해한다.  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료전지시스템의 주요 주변장치와 연료전지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이

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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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471  정 공학개론 (Precision Engineering)       3:1:3(6)

본 과목에서는 정 기계 또는 정 요소의 설계 및 제작 원리를 배우게 된다. 본 과목은 정  공작

기계, 측정기계, 그리고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정  기계 설계와 실제 제품의 구현을 위한 강의와 

실습을 포함한다. 

MAE474  CAD/CAM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3:1:3(6)

본 교과목에서는 기계의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 또는 기계부품에 대한 설계인 

CAD와 CNC공작기계를 이용한 가공인 CAM의 정의, 역사, 발전방향, 원리 및 적용 등에 대해 배우

고, 실습 또는 학기과제 등을 통하여 응용력을 기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MAE481  전자기 및 광학개론 (Introduction to Electromagnetism & Optics)       3:1:3(6)

기계공학에서 요구되는 전자기 및 광학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습득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기계 

요소 및 시스템 구현에 요구되는 제반 응용 지식을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와 자기의 물리적 특

성, 전자기파의 원리, 그리고 파동 광학의 기본 원리의 습득에 중점이 두어지며, 더 나아가 전자기

와 광학을 기계 기술에 응응한 광기전 복합 기계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MAE483  통계열역학개론 (Introduction to Statistical Thermodynamics)       3:0:3(6)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을 위한 통계열역학의 원리 및 응용을 소개한다. 역학문제에서의 통계적 방법, 

거시적 열역학과 통계 열역학과의 관계, Kinetic Theory 및 Transport Phenomena, 양자 통계역학 등을 

다루며 다양한 시스템에 있어서의 응용을 소개한다.

MAE484  인체의 구조와 거동 (Structure & Function of Human Body)       3:0:3(6)

본 과목은 인체의 해부학 및 생리학의 개요를 소개하여 기계공학의 적용대상으로써의 인체기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세포로부터 계에 이르는 인체의 메카니즘을 공학적으로 접근하

는 방법 등을 다룬다.

MAE487 세포운동의 이해와 모방 (Mechanics of cellular movements and mimetics)              3:0:3(6)

생물체의 움직임과 생존은 분자 및 세포단계에서의 활발한 움직임에 의존한다. 세포와 분자 단계에

서의 생체의 기계적 성질과 거동을 기본역학과 생물분야 에서의 지식을 토대로 물리적 생화학적 관

점에서 설명하고 모델링 한다. 아울러 세포   와 분자단계 미세운동 측정 및 분석을 위한 몇 가지 

기초적인 실험방법 등을 실례를 통해서 학습하고 세포내부에서의 연   료 생산에 대해 배우며 그것을 

이용한 창의적 생체모방을 디자인 한다.

MAE488 바이오기계개론 (Introduction to biomedical machine technology)           3:0:3(6)

기계공학 전공학생들을 위한 의생명(Biomedical) 기계의 기본 원리 및 응용을 소개한다. 가장 기본적

인 의생명학의 개념과 정성적인 모델링 기법을 소개하며 생체시스템의 모델링, 생체 신호 측정, 제

어기법을 응용한 생리학 모델링, 학부수준의 생체 역학 등을 강의하며 또한 미소침습 수술 등의 새

로운 개념의 수술을 위한 각종 의용 기계시스템에 대한 최신 이론을 소개한다.

MAE490  졸업연구 (Thesis Study)         0:6:3

전공분야의 독자적 문제 제시능력과 해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헌조사, 실험, 해석과정

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결정조건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게 된다. 학생은 각자 수행한 모색과정과 결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MAE491  기계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Engineering)       3:0:3(6)

다른 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기계공학 내의 특정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따라서 상

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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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과 교수간에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심분야는 학생과 교수간의 접촉으로 

정해진다. 

MAE496  세미나 (Seminar)        1:0:1

기계공학 및 관련분야에 관한 최근의 연구 및 응용동향이나 그 결과들을 초청된 연사달의 강의로 

소개한다. 

❒ 석∙박사과정

MAE500  기계공학에서의 응용수학 (Mathematical Methods in Mechanical Engineering)      3:0:3(6)

기계공학의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기법, 행렬 및 선형방정식, 선형공간, 고유치문제, 2차형

식, 변분학, Tensor 복소함수물의 기초, 등각사상, 적분변환, 점근이론을 다룬다.

MAE502  유한요소법개론 (Introduction to Finite Element Method) 

             3:0:3(6)

공학문제를 해석하기 위한 경계치 문제 (미분방정식) 의 수치해법으로서 유한요소법을 소개하고 응용방법

을 공부한다. 유한요소법의 기초이론과 개념을 이해하고, 열전달, 탄성문제 등 전형적인 응용역학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또한, 유한요소법에 첨가되어야 하는 수치적분 및 미분, 보간법, 내삽법, 

유한차분, 근사법, 오차해석 등의 수치해석 방법 및 전산 Programming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다룬다.

MAE505  계측공학 (Measurement Instrumentation)      3:1:3(6)

기계공학에서 요구되는 각종 물리량의 측정에 대한 기본 원리들을 습득하며, 이를 기반으로 실제 

측정의 구현에 요구되는 계측시스템의 구성을 위한 요소와 시스템 성능에 대한 제반 지식을 공부한

다. 구체적으로 길이, 힘, 온도를 포함한 중요 물리량의 측정에 중점이 두어지며, 이를 위한 기계식,

전자기, 그리고 광학 측정 이론이 다루어진다.

MAE510  고등유체역학 (Advanced Fluid Mechanics)      3:0:3(6)

유체유동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다룬다. 지배방정식의 유도와 이에 따른 유체유동 모형을 정리한다. 

점성 및 비점성유동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MAE511  고등열역학 (Advanced Thermodynamics)      3:0:3(6)

이 과목은 대학원에서 고전열역학의 근본을 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그 응용에 중점을 둔다. 내용은 

기본개념과 Postulates, 평형조건, 맥스웰함수, 가역과정과 최대일이론, Gibbs, Helmboltz, Enthalpy 함

수, 열역학시스템의 안정성, 상변화, 화학열역학, 임계현상 등을 다룬다.

MAE512  고등열전달 (Advanced Heat Transfer)      3:0:3(6)

이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열전달의 기본개념을 보다 확실히 하고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기구

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최근의 새로운 기술을 말미에 간략히 소개한다.  약 3개의 

숙제를 내어준다.

MAE513  고등연소공학 (Advanced Combustion)      3:0:3(6)

본 과목에서는 반응성 유체운동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기초적 방법론을 다룬다. 반응성 유체운동의 

이해는 열기관의 설계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다성분계의 지배방정식, 연소반응 속도론 

등의 기초가 본 강의에서 세 히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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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514  다상유동 I (Multiphase Flow I)              3:0:3(6)

이 과목에서는 물질의 여러 상태, 그 중에서 특히 기체와 액체가 섞여서 흐르는 유동 및 열전달 현

상에 대하여 주로 다룬다. 유동 양식 및 물리적 배경, 기본 방정식, 여러 가지의 해석 모델 및 실험 

결과를 소개하고, 비등 및 응축 열전달 현상을 논의한다. 이 과목의 수강을 위하여 유체역학, 열역

학 및 열전달의 기본 지식이 요구된다.  

MAE515  저온공학 (Cryogenic Engineering)      3:0:3(6)

다 학제간 특성을 갖고 있는 저온공학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처음 저온공학 분야에서 일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저온 냉동기에 대한 원리를 공부한다. 또한 체계적인 

저온공학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그 동한 갖고 있던 저온 시스템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의 폭을 넓

힐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MAE521  점성유동 (Viscous Fluid Flow)      3:0:3(6)

Navier-Stokes 방정식의 특성과 해법; 해석적 엄 해 및 수치해; 유동영역 및 근사; 층류경계층 - 방

정식, 해석기법 및 응용; 유동의 안정이론 소개; 난류경계층 - 시간평균 및 Reynolds 응력 방정식, 난

류모형, 경계층 해법 및 응용을 다룬다.

MAE525  터보기계 (Turbomachinery)      3:0:3(6)

이 과목의 목적은 먼저 원심형과 축류 그리고 재생형 터보기계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유체역학과 

열역학을 심도있게 다룬 후 이들 기계의 성능 해석과 최적설계 기법을 배운다. 이를 위해서 각 형

식의 작동 원리를 분석하고 효율을 저감시키는 동력손실 메카니즘을 규명한다. 세 가지 터보기계를 

실제로 설계하고 그 성능을 예측하는 실습을 실시한다.

MAE530  고등고체역학 (Advanced Mechanics of Solids)      3:0:3(6)

학부수준의 고체역학 개념을 확장하고 연속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고체역학의 기

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MAE531  전산응력해석 (Numerical Stress Analysis)      3:1:3(6)

선형 탄성 응력해석을 위한 유한요소법을 다룬다. 각종 응력해석용 유한요소의 수식화 방법, 특성, 

성능 개선 기법과 방정식의 효율적인 해법, 구조모델링 기법과 오차 등을 공부한다. 동적해석, 비선

형해석의 기초를 제공한다.

MAE533  파괴역학 (Fracture Mechanics)      3:0:3(6)

균열선단의 특이성 해석을 중심으로 선형파괴 역학의 기초에 관하여 해석하고, 탄소성 파괴역학을 

다룬다. 또한 재료의 파괴인성, 피로파괴, 고온파괴, 환경의 영향을 받는 파괴 등에 대한 파괴 역학

의 실제 응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MAE534  피로강도론 (Fatigue, Fracture and Strength)      3:0:3(6)

본 과목은 대학원 학생들에게 피로현상과 수명 예측방법, 구조물의 수명향상 방법들을 다룰 수 있

는 능력을 부여하도록 짜여있다. 금속피로의 미시적, 거시적 현상, 등진폭 피로 노치 및 노치 변형

률해석, 다축피로, 실제하중을 받는 경우의 피로, 환경요인 등을 다룬다.

MAE535  실험역학 및 통계적처리 (Experimental Mechanics and Statistical Analysis)    2:3:3(6)

본 과목에서는 실험 역학적 해석방법에 대한 소개와 여러 가지 실험 역학적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실험을 겸하여 강의한다. 그리고 역학적 방법에 의하여 얻어진 실험결과 및 그 자료들에 대한 

통계적 처리 및 해석 방법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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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536  소성역학 (Mechanics of Plastic Deformation)      3:0:3(6)

소성역학의 기초이론, 소성항복의 기반이론과 응력과 변형율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운다. 소

성변형과 관련된 비선형성의 제반 문제를 다루고 소성유동을 해석하는 해석적 방법 등을 배우며 수

치적 해석적 방법도 일부 소개한다.

MAE537  복합재료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Composite Structures)      3:0:3(6)

복합재료 종류와 특성에 대한 입문 과목이다. 복합재료를 이용하여 기계요소 및 구조물을 설계하기 

위한 기본 역학과, 제조 방법을 배우며 간단한 시편 제조와 기계적 특성 시험을 통하여 복합재료의 

이해를 넓힌다.

MAE543  최적설계 (Optimal Design)      3:1:3(6)

기계시스템의 최적수식화 기법과 이의 해법을 다룬다. 다양한 최적화 문제의 해법을 공부하며 실제 

연습을 통해 그 특성을 익힌다. 실제 문제에의 적용을 위해 불연속 변수 최적화, 다목적 최적화, 진

화 프로그래밍, 확률론적 최적화 기법을 배우며 상용 해석 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민감도 해석 기법

을 익힌다.

MAE545  유체윤활이론 (Theory of Hydrodynamic Lubrication)      3:0:3(6)

미끄럼베어링의 유체윤활이론, 구름베어링의 유체윤활이론, 탄성유체윤활이론, 정압베어링의 유체윤

활이론, 난류윤활이론, 저어널베어링으로 지지된 회전축의 불안정진동특성, 유막파단 및 선단압력과 

관련된 경계조건, 미끄럼베어링 이론의 최근 동향 등을 취급한다.

MAE546  차량동역학 (Vehicle Dynamics)      3:0:3(6)

승용차의 기계적 요소들(현가장치, 조향기구, 브레이크, 타이어 등)이 차량의 동력학적 거동에 미치

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승용차의 성능개선 및 새로운 차량의 설계에 도움을 주고자 

함

MAE547  지식기반설계시스템 (Knowledge-Based Design System)      3:1:3(6)

인간의 단순한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면, 사람들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고

급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본 학과목에서는 제품의 개발과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지식기반 시스템들(전문가 시스템, TRIZ, KMS, 온톨로지, 구성설계)의 현황과, 그 바탕 이론을 배우

고, 텀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 시스템을 실습한다. 

MAE548  특징형상 모델링 (Feature-Based Modeling)      3:1:3(6)

CAD/CAM시스템의 엔진에 해당되는 형상모델러의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파라메트릭 (parametric) 설

계와 특징형상 (feature) 모델링을 소개한다. 모델링 커널을 활용한 그룹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로 형

상모델러를 개발하는 방법을 익히며, 이력기반 파라메트릭 (History-based parametrics)에 대한 개념도 

소개된다.

MAE549  마이크로시스템패키징의 신뢰성 (Reliability in Microsystems Packaging)      3:1:3(6)

반도체 칩을 외부와 연결시키고 또한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마이크로시스템 패키지는 컴퓨

터, 의료기기, 정보통신 분야의 핵심 기술이 되며 제품의 소형 경량화 추세에 따른 신뢰성의 중요성

을 기계적 관점에서 다룬다. 신뢰성 평가기법의 기본 원리와 최근의 발전되고 있는 각종 기법을 소

개하고 적용사례들을 통하여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한다.

MAE550  고등동역학 (Advanced Dynamics)      3:0:3(6)

질점뿐만 아니라, 기계시스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강체의 2차원 및 3차원 움직임을 운동학적

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이들의 동역학적 운동방정식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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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Kane방법을 위주로 배우며, 가장 근본인 Newton방법 및 기

타 해석적 방법(Hamilton식, Lagrange식)과의 차이도 배운다. 

MAE551  선형진동공학 (Linear Vibration)      3:0:3(6)

선형계 해석 이론으로부터 출발하여, 동역학 기본원리들을 소개한 후, 1 자유도 및 다자유도의 진동

해석방법을 소개한다.  고유치문제와 관련성 및 고유치 계산법을 또한 다룬다.  이어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분산 혹은 연속계를 대상으로 운동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과 해를 구하는 방법을 배운다.  

마지막으로 분산계의 근사적 해석 기법을 다룬다.

MAE552  음향학 (Introduction to Acoustics)      3:0:3(6)

음향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 즉 전파현상, 반사, 굴절, 회절, 방사, 산란 등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과 

물리적 이해를 하도록 한다. 소리를 대표하는 물리량으로서 음압 인텐시티, 파우어, 에너지 개념을 

정의하고 물리적 의미를 심도있게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인간의 청각기관과 관련하여 사람이 소리

에 대한 인지를 고려한 각종 스케일에 대하여 소개한다.

MAE553  로보트동역학 (Robot Dynamics)      3:0:3(6)

로봇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다자유도 동역학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MAE554  신에너지응용공학 (Future energy-utilization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21 세기에 그 사용이 더욱 확대될 미래형 에너지 사용과 그와 관련된 공학적인 문제를 

대학원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각각의 신에너지 원에 대한 공정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다. 각 주제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한 심층 논의를 수업시간에 하도록 학생

들을 유도하고 있으며, 학기말에는 학생들 각자 한 주제에 대하여 학기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자

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로, 그리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MAE561  선형시스템제어 (Linear System Control)      3:0:3(6)

동적시스템의 상태변수 모델링,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해석과 설계, 다변수제어이론 및 가제어성과 

가관측성 이론, 관측기설계(Kalman filter 포함), 모사함수를 사용한 비선형시스템 해석 등을 다룬다.

MAE562  디지털시스템제어 (Digital System Control)      3:0:3(6)

디지털 시스템 제어의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샘플링이론, 연속계의 이산화방법, 신호처리, z-변

환, 안정이론 및 deadbeat 제어기를 포함한 디지털제어기의 여러 가지 설계방법을 심도있게 다룬다.  

MAE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2:3:3(6)

마이크로컴퓨터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계언어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탈 신호처리등의 과제를 공부한 후, 실험을 통하여 

80196계열, PIC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MAE564  신경망이론 및 응용 (Artificial Neural network : Theory and Applications)      3:0:3(6)

인공 신경망 전반에 대해서 이론 및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하며, 인공 신경망이 생체의 신경망을 어

떻게 모방하고 있는지와 이의 적용 효과를 강조한다

MAE570  생산기술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s)      3:0:3(6)

본 과목은 생산 시스템의 설계와 자동화, Rapid Product의 설계와 생산 방법, 마이크로 가공 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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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571  NC절삭가공과 CAM (NC/CAM)      3:1:3(6)

본 과목에서는 NC절삭가공에 대한 기본 원리와 메카니즘을 배우고 NC기계를 사용하여 기계부품 

또는 금형 등의 형상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며, 실제 기계부품에 대한 3차원 CAD데이타

를 사용하여 NC기계로 가공하는 실습을 행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응용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MAE574  접합공학 (Joining Engineering)      3:1:3(6)

본 과목은 다양한 접합/용접 공정의 원리와 응용, 반도체 분야에 사용되는 전자 패키징과 MEMS 패

키징에 사용되는 접합공정에 대한 원리와 응용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MAE582  미세기전공정개론 (Introduction to Microfabrication Technology)      3:0:3(6)

기초적인 반도체 집적회로 공정기술 (Micro fabrication Technology)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공정 기술과 이론에 접근한다.  실제적인 MEMS 기술로 만들어진 

각종 마이크로 센서 및 액튜에이터, 그리고 그  응용에 대해 강의하며, 기계, 전자, 재료, 물리, 생명

공학에로의 응용가능성을 모색하도록 한다.

MAE583  MEMS설계와 미세공정실습 (MEMS Design and Experimental Microfabrication)  2:3:3(6)

기본적인 MEMS (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공정기술과 이론을 바탕으로, 청정실에서의 다양

한 미세 기전 공정을 접하도록 한다. 기판 및 표면미세가공을 중심으로 포토마스크 설계, 노광공정, 

박막 증착/식각공정, 기판미세가공, 및 X-ray 마스크 공정등을 수행한다. 간단한 미세 구조물의 설계, 

제작 및 실험을 수행하여, 독립적으로 MEMS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바

이오, 나노등과 같은 최신 MEMS 분야에서의 연구 방향에 대한 소개와 그에 따른 기계공학적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MAE585  인체운동의 역학 및 제어 (Mechanics and Control of Human Movement)      3:0:3(6)

본 과목은 인체운동의 동특성 연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해석방법을 소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를 위해 기계공학의 근간이 되는 동역학 및 제어이론을 적용하여 인체운동을 고찰하고, 운동분석 

실험을 위한 기초지식으로써 측정법 및 해석기술을 강의한다. 

 

MAE586  생체의 기계적 성질과 모사 (Biomechanical modeling and simulation of tissue behavior)

     3:0:3(6)

생체의 기계적 성질과 거동을 해부학, 생체역학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생체의 기계적 특성의 측정 

및 모델링 등을 다룬다. 아울러 생체의 거동에 대한 모사방법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을 학습하며 인

체 장기의 디지털 모델링 및 실시간 모사의 기법들을 공부한다.

MAE587  광기전공학 (Optomechatronics)      3:0:3(6)

본 강의에서는 광(optics) 기술과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기술이 통합된 기술을 광기전 공학

(optomechatronics) 라고 정의하고, 기본 개념을 정의하며 이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요소 기술인 광학, 

메카트로닉스, 머신비젼 분야를 소개한다. 이를 바탕으로 광기전 복합이론, 관련 요소기술과 주요기능 등

을 강의하고 이들이 광기전 분야를 해석하고 설계하는데 어떻게 활용 되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MAE588  연료전지 시스템 전산해석 및 설계 (Fuel Cell System Design and Numerical Analysis)

     3:0:3(6)

연료전지의 총괄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필수적인 열 및 유체부분의 전산해석과 최적화를 다룬다. 아울러 

연료전지 총괄시스템의 고 효율화를 위한 주변장치를 포함한 시스템 분석 및 설계기술을 습득한다.

MAE591  랜덤데이타 : 해석 및 처리 (Random Data: Analysis and Processing)      3:1:3(6)

랜덤 데이터 해석을 위해서 앙상블, 시간 및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필요한 확률, 상관함수 및 스펙



기계공학 공 / 185

트럼에 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선형 시스템에서의 랜덤 입력 및 출력 관계를 상관 함수및 스

펙트럼 도 함수를 이용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다. 특히, 다양한 응용 예를 통해서 기여도 및 

스펙트럼 도 함수를 이용한 랜덤 데이터 해석 기법을 설명한다. 또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를 위해

서 필요한 데이터 습득, 처리 및 검증에 관한 지식을 다룬다. 

MAE592  레이저의 원리 및 응용 (Laser: Principles and Applications)      3:0:3(6)

레이저의 원리 및 응용에 대해서 다룬다.  레이저의 발생 및 제어의 원리를 공부하고, 상용화된 레

이저 및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다룬다.  레이저 제어를 위한 구성요소를 설명하며, 측정, 재

료가공, 재료분석 및 통신 등의 분야에 있어서의 레이저의 응용을 다룬다.

MAE604  측정학 (Metrology)      2:3:3(6)

기계공학에서 요구되는 가공제품의 치수 및 형상정 도와 공작기계제작과 관련된 정 도 성능 평가

에 요구되는 제반 측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해석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최근에 발달된 측정방법 중 삼차원 측정기 및 전자기학과 광학을 이용한 측정

기법의 기본원리 및 응용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MAE605  경계요소법 (Boundary Element Method)      3:1:3(6)

경계적분방정식의 수학적 배경 소개, 2-D 포텐셜 문제를 예로한 경계요소방정식의 유도과정과, 경계

조건, 체적력, 초기 변형 등을 다루기 위한 다양한 기법을 설명하고, 음향학, 비정상 문제, 형상설계

민감도 해석 등의 응용분야를 소개함. 프로젝트를 수행 후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중 한 과제에 대해

서는 발표를 해야 함.

MAE606 창의적 지식창출과정과 응용 (Creative Knowledge Creation Process and Application)

  3:0:3(6)

창의적 학습 방법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 발상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지식창출의 창의적 방법론

을 배우는 것을 주교과내용으로 한다.  여기서는 창의적 학습 이론,  창의적 발상법과 컴퓨터 원용 집단 발

상법, 기술 혁신을 위한 지식 창출 모형,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창출과정과 실제 적용을 해보고 실제 과제에 

적용하여 그룹별로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한다.

MAE607  전산선형대수 (Computational Linear Algebra)      3:1:3(6)

선형대수 지식을 실제로 구현하는 다양한 알고리즘과 응용 기법, 이에 필요한 이론을 공부한다. 다

양한 공학 해석과 관련하여 해당 기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며 수학적 분석의 기틀을 제공한다. 선

형 연립 방정식, 고유치 해석, 축차해법, 성긴 행렬 해법 등을 다루며 실제 프로그래밍을 통해 응용

력을 높힌다.

MAE611  대류열전달 (Convective Heat Transfer)      3:0:3(6)

이 과목은 대류열전달의 기본적인 기구와 여러 가지의 해석적인 기법을 심도 있게 다룬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내부 및 외부 측의 강제 및 자연대류 현상을 층류 및 난류 흐름의 경우에 대하여 상세히 

소개한다. 이 과목의 수강을 위하여 유체역학과 열전달에 관한 학사과정 수준의 기초 지식이 요구된다.

MAE612  이동현상론 (Transport Phenomena)      3:0:3(6)

본 과목에서는 점성, 확산, 열전도 등 물리량의 이동특성에 관한 해석방법론을 소개한다. 이는 열.유

체 응용기기에 다양한 작동유체 운동의 해석에 있어서 이동물성치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비가역열

역학, 본자운동론 등의 이론적 체계를 이용하여 이동물성치를 설명한다.

MAE613  전산열유체공학 (Computational Fluid Mechanics and Heat Transfer)      3:0:3(6)

열유체 분야의 대표적인 수학적 모델들을 수치적으로 접근하여, 열 및 유체 유동과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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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현상을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주제의 과제와 프로

젝트를 통해 학생 스스로 물리적 모델을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침이 되고자 한다.

MAE616  자동차공학 및 환경 (Automobile Technology and Environment)      3:0:3(6)

엔진의 고등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성능해석 능력을 쌓으며 고성능, 저배기, 저연비를 위한 엔진의 

설계 기술과 자동차 엔진 배기 특성과 이의 처리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 논한다. 출력, 효율, 배

기성능 등 엔진 운전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자동차 설계 및 운전변수에 따른 환경문제를 학습한

다. 저배기 엔진 연소기술, 신엔진 기술 및 엔진 연구법을 소개한다.

MAE621  난류유동 (Turbulence)      3:0:3(6)

난류유동의 기본개념, 지배방정식유도, 난류의 통계적 처리, 균일난류의 동력학적 거동, 난류의 

spectral 분석, 경계층 및 자유전단유동, 벽면전단유동, 그리고, 최신 난류유동의 경향 등을 소개한다.

MAE623  회전유동 (Rotating flow)      3:0:3(6)

회전하고 있는 용기에 의한 유동을 다룬다. 회전에 의한 영향에 따른 비점성, 점성유동 모형을 연구

한다.

MAE631  해석고체역학 (Analytical Solid Mechanics)      3:0:3(6)

고체대변형의 수학적인 수식화와 구성방정식등 고체역학의 고급 이론을 다룬다.

MAE632  점탄성론 (Theory of Viscoelasticity)      3:0:3(6)

선형 점탄성 이론을 다룬다. 대표적 점탄성 재료에 대해 소개하고 선형 거동에 대한 모델에 대한 

고찰에 뒤 이어 점탄성 경계치 문제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다루고 열점탄성 문제와 수치해석

의 기본이 되는 점탄성 변분법을 소개한다.

MAE633  고분자 및 복합재료의 기계적 성질 

(Mechanical Behavior of Polymeric and Composite Materials)      3:0:3(6)

고분자 및 복합재료에 대한 각종 기계적 성질, 즉 변형 및 파손특성 등, 에 대한 소개와 평가 방법, 

그리고 파괴역학적 해석 등을 소개하며, 공학적 설계에 응용하도록 한다.

MAE634  지능형 구조물 및 요소설계 (Intelligent Structures and Components)      3:0:3(6)

본 과목은 센서 및 작동기 그리고 제어기등의 지능형 요소들과 이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가해지는 

외부 환경에 대하여 스스로 감지 및 판단하여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 등의 

기본 이론과 응용을 강의한다.

MAE635  소성구조해석 및 설계 (Plastic Analysis and Design of Structures)      3:0:3(6)

기계·구조물의 강도설계에 관하여 탄성해석과 소성해석의 차이점을 공부한다. 항복이론에 근거한 소

성변형거동을 설명하고 변분법에 의한 극한해석법을 유도한다. 보, 평판, 박막, 골조 등 기본구조물

에 관하여 소성해석및 설계방법을 심도있게 다룬다. 변형률속도에 의존하는 소성해석및 설계방법에 

관하여 연구한다.

MAE638  복합재료공리설계 (Axiomatic Design of Composite Structures)      3:0:3(6)

공리 설계의 개념을 도입하여 복합재료 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 및 방법에 대한 이해

MAE641  전산기계역학 (Computational Machine Dynamics)      3:1:3(6)

복잡한 삼차원 기계시스템의 운동학 및 운동역학적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치적 방법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응용을 다룬다. 또한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응용능력을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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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642  생체역학 (Biomechanics)                      3:0:3(6)

인체의 골-근육계의 구조와 기능 및 거동을 이해하고 공학의 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골-근육계의 

물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계공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다룬다.

MAE643  고등기구학 (Theory of Mechanisms)      3:0:3(6)

기계시스템의 거동을 운동학적 관점에서 심도있게 또한 삼차원까지 확장하여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 이론 및 컴퓨터를 이용한 형태 및 칫수에 대한 조직적인 설계방법을 다룬다.

MAE644  윤활공학 (Tribology)      3:0:3(6)

고체표면과 접촉, 응착현상과 마찰, 액체의 유동과 윤활유, 유체윤활, 경계윤활, 녹아붙음, 구름피로 

등 마찰, 마모 및 윤활의 기구와 이론에 대하여 공부하고 윤활의 여러 가지 방법과 관련된 이론적

인 배경 및 정 공학으로의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MAE647  STEP과 전자거래 (STEP for Electronic Commerce)      3:1:3(6)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가 제조업과 연결되면서 B2B, SCM, CRM, CPC, PLM 등의 새로운 개

념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기술들을 전자거래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중에 제조업 정보

화의 기반이 되는 STEP 제품모델 정보표준 기술을 소개한다. 텀 프로젝트는 STEP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산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MAE651  회전체역학 (Rotor Dynamics)      3:0:3(6)

단순 회전체 계의 동역학을 시작으로 자이로 및 속도 종속 매개 변수 계 등의 전형적인 회전체 계

를 소개하고 다자유도 및 분포 매개 변수 회전체 계의 해석 해를 통하여 회전체 계의 진동 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회전체 계의 일반화된 고유치 문제 해석을 위한 람다 행렬 개념 과 그 

응용을 배운다. 또한, 밸런싱 및 방향성 스펙트럼 해석법을 포함한 실용적인 주제도 다룬다. 

MAE652  전산진동해석 (Computational Vibration Analysis)      3:0:3(6)

구조물의 진동특성을 전산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다룬다. 대상물을 모델링하는 법, 고유치 해석

법, 모델의 특성에 따른 고유치 특성 해석, 효율적인 고유치 도출방법, 강제진동해석, 유한요소에 의

한 진동해석법, 부분구조합성법, 자유도 축약법, 고유치 민감도, 구조물 동특성 변경법 등 수립된 모

델을 활용한 진동 해석 및 구조물 설계 변경법 등을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MAE653  기계신호 및 시스템해석 (Mechanical Signatures and System Analysis)      3:1:3(6)

이 강의의 목적은 음향과 진동 분야에서 관측되는 기계신호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는 방

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측정 신호로부터  가진, 전달, 수진, 진동 및 음향 방사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얻어 내는 법과,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실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기계 

신호와 관련 역학에 대한 기초적 개념을 확립하는 것에 역점을 둔다.  이 과목의 최종 목표는 수강

생들이 기계 신호 해석에 의해 파악되는 기계 작동 조건과 저소음/진동 기계를 설계하는 것이 개념

적으로 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MAE654  소음제어 (Noise Control)      3:0:3(6)

산업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달과 더불어, 그에 수반된 각종 환경오염이 매우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 중, 그 동안 간과되어 왔던 기계류의 '소음'에 대해서는 특히 일상생활과 가장 직접적으로 

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인들 뿐 만 아니라 제작자에게 있어서도 크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의 법적 규제 및 '녹색운동' 등 환경보존 캠페인의 

적극화에 의하여, 기계성능의 극대화 뿐 만 아니라 정숙성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가 심화되어서, 상

품가치 및 작업성의 평가 기준 중 매우 중요한 항목의 하나로서 간주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본 강좌에 있어서는 상품가치의 제고를 위해, 또한 생활 및 작업 환경의 정숙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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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소음/진동 전문 엔지니어가 알아야 할 음원의 특성, 인간 청감의 특성, 전파 경로의 파악 및 

소음 저감 대책 요소들의 특성과 그 효율적 적용법 등에 관한 기초적이며 포괄적인 사항들에 대하

여 공부하고 논의한다.

MAE655  로보트공학 (Robotics Engineering)      3:1:3(6)

이 과목은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본계측원리, 로봇의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인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장치, 제어방법과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도 다룬다. 주로 로봇이 생산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MAE661  최적제어 (Optimal Control)      3:0:3(6)

선형 및 비선형제어 시스템의 최적제어의 필요성을 강의하고 제어기 설계방법 및 응용예제를 다룬

다.

MAE662  정 구동시스템설계 (Design of Precision Actuation System)      3:0:3(6)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미터 정 도의 구동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구조물 설

계기법, 오차분석, 오차보상등이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원칙, 기구학적 설계, 정  모션가이

드설계, 진동/열적 영향분석, 오차보상 등이 다루어 진다

MAE683  인간 로봇 상호작용 (Human - Robot Interaction)                     3:0:3(6)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시작을 로봇의 원격 조작 기술에서부터 이해하고, 좀 더 인간과 같은 상

호작용 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소인 시각, 음성, 멀티모달, 감정 상호작용 기술에 대해 그 기술의 구

현 방법과 특징에 대해 이해한다. 이를 통해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의 현 수준과 그 한계를 이해

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발전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도록 한다.

MAE686 힘과 세포 활성 (Mechanobiology)                                               3:0:3(6)

세포는 분열과 발달을 과정 중 서로 당기고 고 늘어나면서 끊임없이 장력과 압박을 경험한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기계적  힘이 세포내의 물리적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그 물리적 변화는 세포내의 생화학

적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주제들을 학습을 한다.  배아형성과 조직발생 등의 과정에서 외

부의 힘이 세포의 반응, 조직의 성장과 기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례를 들어 분석하며 그 이

해를 위해 기반이 되는 고체역학, 유체역학, 분자 및 세포생물학의 기초 및 Microfluidics 와 기본적인 생화

학적 분자생물학적 실험방법을 아울러 학습한다.

MAE692  파동학 (Wave Propagation)      3:0:3(6)

연속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갖가지 파동에 대하여 공부한다. 현, 보, 평판, 쉘, 고체 내의 파동현상, 

유체 표면과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동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접근을 하고 물리적 이해를 할 수 있도

록 공부한다.

MAE694  이산이벤트시스템 및 응용 (Discrete Event Systems and Applications)      3:0:3(6)

시스템의 모델화, 설계, 분석, 평가 및 제어에 유용한 이산이벤트시스템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페

트리넷(Petri Nets)을 이용하며 견고한 수학적 기반을 갖는 관리제어(Supervisory Control) 이론을 익힌

다.

MAE711  복사열전달 (Radiation Heat Transfer)      3:0:3(6)

복사열전달의 기본 개념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장 난해한 수준의 주제까지 깊이 있게 다룬다.  보일

러, 공업용로, 우주열전달, 초절연체 등 관련실물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해석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

생을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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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712  고온열공학의 실험적 방법 (Experimental Methods in High Temperature Thermal Engineering)

     2:3:3(6)

고온열공학에서 채용되는 실험적 방법을 소개하고 실험실에서 실습한다. 기초 전자공학과 컴퓨터의 

인터페이싱, 기초사진작업, 렌즈와 거울을 통한 기초광학, 새도우, 쉴리렌, 간섭계, 영상처리, 고속영

상, 광검출기, 단색분광기, 화염의 분광학, 화염의 공간 측정, 화염의 소멸 측정, 화염의 프로브 측정

등을 다룬다.

MAE714  다상유동 II (Multiphase Flow II)      3:0:3(6)

이 과목에서는 2상 유동 및 상변화 열전달 현상을 중심으로 기-액 경계면의 거동, 2상 유동 불안정, 

임계유동, 분지관에서의 상 분리, 미세 유로 내의 유동 등을 포함하여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 과목의 수강을 위하여는 다상 유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MAE722  난류계산모형론 (Computational Turbulence Modeling)      3:0:3(6)

이 강의의 목적은 난류 지배방정식을 여러 가지 수준에서 closed form으로 만드는 기법을 소개한다. 

혼합거리 모형과 2방정식 모형을 개발하는 데 기본이 되는 원칙을 설명하고 개발된 모형의 거동을 

이상적인 표준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하며 각종 모형상수가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대구조에디 모사방법(LES)와 직접모사방법(DNS)의 기

초가 되는 내용을 학습한다.

MAE724  성층유동 (Stratified Flow)      3:0:3(6)

성층화된 유체의 유동에 관한 물리적 기술을 다룬다. 성층화 유체의 비점성, 점성 유동 모형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연구한다.

MAE731  비선형 전산 고체역학 (Nonlinear Computational Mechanics of Solid)      3:0:3(6)

대변형과 재료비선형성을 갖는 비선형 고체 역학문제의 수치 해석법을 체계적으로 다룬다. 주로 유

한요소법과 유한요소법 관련 기법에 중점을 둔다.

MAE732  강도신뢰성설계 (Reliability in Strength Design)      3:0:3(6)

기계나 구조물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된 강도설계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신뢰성이다. 본 과목

에서는 신뢰성과 관련하여 각종 재료강도의 통계적 특성 및 부하 되는 하중의 통계적 성질을 다루

며, 실제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에서 신뢰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해

서도 살펴본다. 

MAE734  해석파괴역학 (Analytical Fracture Mechanics)      3:0:3(6)

선형 파괴역학 파라메타인 응력 확대 계수 K 및 탄소성 파괴역학 파라메타인 J적분을 비롯한 각종 

파괴역학의 해석법에 대하여 상세히 공부한다. 보존 적분의 문제와 계면파괴 역학의 문제를 등방성 

재료 및 비등방성 재료에 대하여 연구한다.

MAE738  경량샌드위치 구조설계 (Design of Light Sandwich Structures)      3:0:3(6)

기계 및 항공 우주 구조물, 그리고 사회기반 구조물의 경량화는 재료의 절감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

용량을 감소시켜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샌드위치 구조의 표면 (face)에 주로 사용되는 복합재료의 성질 및 설계방법을 공부

한 후, 내부 (core)에 사용되는 Foam, Honeycomb 및 Truss 구조의 성질 및 설계방법을 공부한다. 

Face와 Core의 접합 방법을 공부한 후, 전체 샌드위치 구조의 설계, 특성 및 제조 방법을 공부한다.

MAE741  고등최적설계 (Advanced Optimal Design)      3:0:3(6)

분포변수계 최적화 이론, 기계/구조물 시스템의 형상설계민감도 이론의 소개. 신뢰도 최적화, 강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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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다목적최적화, 위상최적화 등의 최근관심분야의 다양한 수식화와 함께 대표적 알고리즘과 예제

를 소개함. 최근 발전에 대한 문헌조사 등의 기말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MAE752  구조음향학 (Structure-borne Sound)      3:0:3(6)

많은 기계에 있어 기계를 형성하는 구조물의 진동이나 구조물을 통해 소리가 발생 된다. 본 과목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구조물에서 방사되는 소리가 발생되는 조건과 그 특성에 대해 공부한다. 고체 

내에 존재할 수 있는 각종 파동의 전파 특성과 그 감쇠 특성을 살펴보고, 기계적인 가진에 의해 소

리가 발생될 때, 구조물은 어떻게 가진을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인 기계적 입력 파워를 표면 진동에 

의해 어떻게 소리로 방사하는지, 또 표면 내부의 기계적 부품이나 타 소음원의 존재에 의해 이를 

둘러 싼 외각이나 차단판을 통해 소리가 어떻게 전파 되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공부한다.

MAE761  비선형시스템제어 (Nonlinear System Control)      3:0:3(6)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해석 및 안정성 분석,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설계, 비선형제어기 설계 및 

해석 등 비선형시스템 및 비선형제어기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MAE762  적응제어시스템 (Adaptive Control System)      3:0:3(6)

본 과목은 모델기준 적응제어(MRAC), 자가동조제어(STR), 선형모델 추적적응제어(LMFAC) 등의 적

응제어 방법, 최소자승법을 근간으로 한 각종계수 측정기법 등을 다루며, 이론해석으로는 Lyapunov

의 인정이론, Popov의 초인정이론, 강건성 해석, Stochastic 적응제어, Kalmana 필터에 의한 변수측정 

등도 포함된다.

MAE771 소성가공공정 : 해석 및 설계 (Analysis and Design of Metal Forming Processes)  3:1:3(6)

압출, 압연, 단조, 인발 등의 성형공정들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해석과정을 소개하고 이들

을 이용한 공정설계 과정을 Case Study를 통해 터득한다

MAE800  기계공학 특론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기계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고 

공고한다.

MAE810  열유체공학 특론 (Special topics in Thermal & Fluid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열유체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

고 공고한다.

MAE830  설계공학 특론 (Special topics in Design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설계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고 

공고한다. 

 

MAE850  동역학 및 제어 특론 (Special topics in Dynamics and Control)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동역학 및 제어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

하고 공고한다. 

MAE870  생산공학특론 (Special Topics in Production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생산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고 

공고한다. 

MAE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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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966  세미나(석사) (Seminar (M.S. Program) )      1:0:1

기계공학 및 관련 분야에서의 최근연구 또는 고찰에 대한 세미나와 학생들에 준 특정한 Project 나 

논문연구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와 토의, 학생을 그룹으로 나누어 지정된 지도위원이나 관련 지도

교수 지도하에서 실시한다. 

MAE980  논문연구(박사) (Ph. D. Thesis)

MAE986  세미나(박사) (Seminar (Ph. D. Program))      1:0:1

기계공학 및 관련 분야에서의 최근연구 또는 고찰에 대한 세미나와 학생들에 준 특정한 Project 나 

논문연구와 관련된 공식적인 발표와 토의, 학생을 그룹으로 나누어 지정된 지도위원이나 관련 지도

교수 지도하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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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전공

학과홈페이지 : a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702-4

1. 개  요

  항공우주공학전공은 2007년 1월 현재 학사과정 55명(3,4학년), 석사과정 49명, 그리고 박사과정 

108명이 학업수행과 아울러 논문연구, 산업체 수탁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항공우주공학전공은 설립 

후 현재까지 학사 233명, 석사 498명 그리고 박사 200명이 배출되었다. 현재 14명의 전임직 교수, 3

명의 외국인 초빙교수, 4명의 Post-Doc.이 있다. 2006년도 수탁연구실적은 52건에 총액이 약 23억원

을 상회하고 있다. 당학과는 교육연구실적으로 평가할 때, 질, 양적 측면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에 

비해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항공우주공학은 대기권이나 우주공간을 운행하는 운동체인 항공기, 미사일, 우주왕복선 등에 관련

된 제반 공학적 문제를 연구와 교육의 주요대상으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분야 기술은 부가가

치가 크고 여러분야가 종합된 선도적 기술로서 관련분야가 넓어 기술파급효과 또한 지대하다.

  본 항공우주공학전공은 비행체의 설계와 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비행체 구조 및 구조 동역학, 공

기역학 및 유체역학, 추진기관, 그리고 비행역학 분야에서 핵심적 기초이론을 연마하고 이를 실제적

인 공학문제의 해결에도 응용할 수 있는 고급 공학자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 학사과정

  학사과정에서는 먼저 교양과정에서 일반공학 및 기초분야의 필요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되며, 그 

후 항공우주공학의 4개 분야에 관련된 필수 및 선택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항공우주공학은 비행

체 전반에 대한 시스템과 각각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설계 및 해석을 다루는 학문이며, 이를 위해서

는 우선 전공의 기초가 되는 유체역학, 고체역학, 열역학, 그리고 동역학 등의 4대 역학 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그 후 항공우주공학 전반에 대한 개론과 각 분야의 심오한 이론적 배경과 설계, 해

석을 위한 공기역학, 비행체구조 및 재료역학, 항공기 추진기관, 비행역학, 항공공학 실험 등으로 구

성되는 항공우주분야의 필수교과목들을 공부하게 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전공 

선택 분야의 교과목들을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항공기 설계 및 해석 등과 

같은 첨단의 기법들을 이해,습득하여 심오한 이론과 현장에서 직접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응용 

능력을 동시에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별연구와 졸업연구를 통하여 교수들의 직접적

인 지도아래 각자가 원하는 분야에 대한 연구 능력을 배양하게 되며, 현장 실습을 통하여 산업체와 

연구소 등지에서 현장의 실무에 대한 경험을 습득할 기회를 갖게 된다.

❐ 석 ･박사과정 

  석․박사과정에서는 학사과정을 통하여 얻은 기초 지식의 바탕 위에 항공우주공학의 4대 분야에 대

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과목 강의와 논문연구가 수행되며, 좀 더 깊이 있고 세분화된 전문 교육

을 받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공기역학분야는 공기역학, 기체역학, 전산유체역학, 경계층이론, 극음속유동, 공력음향학, 실험 공

기역학 등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며, 항공기유동, 충격파유동, 점성유동, 엔진흡입구 유동, 제

트 및 노즐유동, 날개 및 동체유동, 와유동 등에 대한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적 기법 및 아음속

풍동시설, 음향풍동, 충격파관을 이용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구조 및 구조동역학 분야는 구

조역학, 복합재료역학, 구조동력학, 공력탄성학, 유한요소법, 평판 및 쉘 이론과 실험응력해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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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부 분야들에 대한 실험적 연구와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적 연구

를 진행하고 있다. 추진기관분야는 추진기관, 연소공학, 열전달에 등에 관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으

며, 추진기관의 성능예측, 연소장치, 로케트 추진제의 연소, 복사 열전달, 그리고 여러 연소현상에 

관한 수치해석에 의한 이론적 모델링 및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비행역학 및 제어분야는 비

행역학, 비행제어, 유도 및 항법 등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비행체의 안정성 해석, 제어 설계, 

비행궤적 최적화, 유도방식 및 표적추적, 항법방식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본 항공우주공학전공 석·박사 과정은 항공우주공학이나 기계공학 계열 및 물리학 등을 전공한 학

사 이상의 학위소지자들이 입학할 수 있다.

2. 연구 분야

 

  항공우주공학전공의 학술 및 연구활동은 크게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구조역학 및 구조동역학, 추

진기관 및 연소, 비행역학 및 제어 등의 네분야에 걸쳐 수행되고 있으며 주요 연구 주제를 소개하

면 아래와 같다.

  1) 공기역학 및 유체역학 분야

  공기 및 일반유체의 운동에 관련된 광범위한 기초유동 및 응용 유동현상을 연구한다. 각종 비행

체의 형상과 관련된 외부유동, 공기흡입 엔진의 압축기 및 터어빈 등의 내부유동, 로켓 엔진의 터보

펌프 및 재생냉각, 헬리콥터 회전익 공기역학, 희박기체 유동현상 등의 전반적인 유동 및 소음 현상

을 이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연구한다. 또한, 아음속 및 초음속 풍동을 이용하

여 광학적 방법 및 센서감응을 통한 실험적 유동 현상을 연구한다.

  2) 복합재 구조 및 구조동역학 분야

  항공기와 헬리콥터 등의 각종 비행체 구조물의 구조 강도 해석, 구조 진동 및 공력탄성 등을 연

구한다. 항공기 구조물에 대한 해석, 평판 및 쉘에 대한 좌굴 및 진동해석, 복합재료 구조의 특성 

및 거동해석, 공력탄성 해석 등을 이론과 실험 및 수치적 계산을 통하여 수행하고 이를 각종 비행

체 설계에 응용한다. 또한 광섬유 및 압전재료를 이용한 지능구조물에 대한 연구, 신소재 진동 및 

동적 특성에 대한 연구, 인공위성 발사체의 구조 동역학 해석 연구 등을 수행한다.

  3) 추진 및 연소분야

  각종 항공기 및 운반체의 엔진과 추진계통의 성능 해석과 추진제의 연소특성 등을 연구한다. 공

기흡입 엔진의 추력 발생에 관한 해석, 고체 및 액체 로켓 추진제의 연소현상 해석, 화염의 발생 및 

전파, 분무연소, 복사 열전달 영향에 의한 연소현상 해석, 폭발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또한 비

정상 화염전파, 이상유동, 유동장을 이용한 연소제어, 레이저 및 광학계를 이용한 측정, 에너지 시스

템 해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비행역학 및 제어분야

  항공기, 미사일, 우주선 등의 성능과 안정성을 비롯한 동역학적 특성과 항법, 유도 및 제어기법 

등을 연구한다.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성능해석, 발사체, 미사일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설계, 비행

궤적 최적화, 시스템 변수 추정 및 적응 제어, 컴퓨터를 이용한 제어장치 설계, 강인제어 및 비선형 

제어이론, 항법장치 설계, 공력 계수 등의 변수 식별기법, 신경 회로망 신호처리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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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Ⅰ.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 (총 28 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

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 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각 항의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단, 응용미분방정식(구. 응용수학Ⅰ), 응용해석학(구. 응용수학 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라. 전공과목 : 총 52학점 이상

       ◦ 전공필수 : 22학점

       ◦ 전공선택 : 30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 

바. 연구과목(총 3학점 이상) : 졸업연구(3학점) 필수이며 항공우주시스템설계Ⅱ로 대체할 수 있

음. (개별연구는 4학점까지만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2003학년도 이전 (2006학년도 포함) 입학생은 반드시 Ⅳ. 경과조치를 참조하기 바람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해당 전공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이수

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요건 (타학과 학생이 항공우주공학전공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경우)

          - 항공우주공학전공 개설과목 중, 전공필수과목 4과목을 포함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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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리더십 강좌 포함)

※ CC010 리더십 강좌는 무학점이나,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이 중 항공우주공학전공 개설과목 6학점 포함하여 기계공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12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포함 : 구. 연구원 학생은 면제)

     ※ 2004학년도 이전 (2004년 포함) 입학생은 Ⅳ.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함

Ⅲ.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나. 공통필수 : 3학점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9학점 이상(이 중 항공우주공학전공 개설과목 6학점 포함하여 기계공학과

                 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연구학점은 제외)

       ◦ 타대학 혹은 타학과 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이수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지도교수와

          학사정책위원회의 추천과 학과장의 인준에 의해 결정함.

     ※ 2004학년도 이전 (2004년 포함) 입학생은 Ⅳ. 경과조치에 따라 적용함

Ⅳ.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① 항공우주공학전공과목 이수요건은 2004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2003학년도까

지 입학한 학생은 각자 본인 입학년도의 이수요건이나 새로운 이수요건을 만족하여도 된

다. (본 항공우주공학 전공과목 이수요건은 항공우주전공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 개별연구)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

정)에 따라 적용

          ◦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한 전공과목 이수요건

      

입학년도 학 과
전 공

전공필수과목 (졸업연구 외)
필 수 선 택

2000까지 항 공 33 21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항공우주공학개론, 항공공학실험Ⅰ, 항공기 
구조역학Ⅰ, 공기역학Ⅰ, 항공우주 추진기관, 
비행역학

'01-’03
항공
우주

35 17

기계제도, 기계공학실험(Ⅰ), 응용전자공학, 
고체역학, 유체역학, 열역학, 동역학, 항공 공
학실험, 항공우주구조역학, 공기역학, 항공우
주추진기관, 비행역학

- 항공우주공학전공의 전공필수에서 전공 선택으로 변경된 항공우주 추진 기관, 공기역학, 

항공우주구조역학, 비행역학 과목을 2003학년도까지 입학한 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이 수

강한 경우 전공필수 과목으로 인정함

- 항공우주공학실험 교과목 학점 변경 (3학점→2학점)으로 인하여 2000학년도까지 입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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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은 전공필수 학점을 32학점을, 2001~2003학년도에 입학한  항공우

주 공학전공 학생은 전공필수 학점을 34학점을 이수하여도 됨 (단. 전공필수에 부족한 

학점은 전공 선택에서 이수하여야 함).

      ②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 항공우주공학개론  → 기초항공우주프로젝트

            - 항공공학실험  → 항공우주공학실험 Ⅰ 또는 항공우주공학실험 II

            - 항공공학실험 Ⅰ→ 항공우주공학실험 Ⅰ또는 항공우주공학실험 II

            - 항공기구조역학 Ⅰ→ 항공우주구조역학

            - 항공전산해석 → 항공전산구조해석

           - 항공우주시스템설계 → 항공우주시스템설계 Ⅰ

           - 기계공학실험 Ⅰ→ 기계공학실험 또는 항공우주공학실험 Ⅱ

           - 기체역학 → 압축성 공기역학

           - 공기역학 Ⅰ → 공기역학

           - 공기역학 Ⅱ → 점성공기역학

         ◦ 교과목 폐지에 따른 재수강 대체과목

           - 항공우주공학개론 → 기초항공우주프로젝트

           - 기계제도 → 기계기초실습

   나. 석사과정

      ① 항공우주공학전공과목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까

지 입학한 학생은 각자 본인 입학년도의 이수요건이나 새로운 이수요건을 만족하여도 된

다. (본 항공우주공학 전공과목 이수요건은 항공우주전공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1999학년도, 2000학년도에 입학한 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은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3학

점, 선택 18학점 이상의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③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항공우주공학전공 학생은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9학점(기계공

학에서의 응용수학, 비행체 구조역학, 고등공기역학) 및 선택 12학점(기계공학분야 9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24학점 이상의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④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 중 교

양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소속학과 또는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세미나(1학점)로 대체 

이수하여야 함(일반 장학생은 제외).

      ⑤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 비행체구조역학Ⅰ → 비행체구조역학

          - 고급공기역학Ⅰ → 고등공기역학

   다. 박사과정

      ① 항공우주공학전공과목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하며, 2004학년도까

지 입학한 학생은 각자 본인 입학년도의 이수요건이나 새로운 이수요건을 만족하여도 된

다. (본 항공우주공학 전공과목 이수요건은 항공우주전공 모든 학생에게 적용한다.)

      ② 1999학년도, 2000학년도에 입학한 항공우주공학전공의 박사과정 학생은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3학점, 선택 36학점 이상의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③ 19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항공우주공학전공의 박사과정 학생은 공통필수 3학점, 전공필수 

9학점(기계공학에서의 응용수학, 비행체 구조역학, 고등공기역학) 및 선택 30학점(기계공학

분야 27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42학점 이상의 교과목 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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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

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
필수

MAE 200 40.200 기계기초실습 2:3:3(3)  양민양,이정주,한순흥 봄

MAE 209 40.209 항공우주공학실험 I 1:3:2(3) 과교수 가을

MAE 210 40.210 열역학 3:0:3(6)  권세진 봄

MAE 220 40.220 유체역학 3:0:3(6)  권장혁, 권오준 가을

MAE 230 40.230 고체역학 3:0:3(6)  이 인, 김천곤, 한재흥 봄

MAE 250 40.250 동역학 3:0:3(6) 탁민제, 방효충 가을

MAE 309 40.309 항공우주공학실험 II 1:3:2(3) 과교수 가을

MAE 405 40.405 항공우주시스템설계 I 2:3:3(8) 과교수 봄

전공

선택

MAE 285 40.285 항공우주 응용 S/W(Ⅰ) 1:6:3(8) 과교수 가을

MAE 292 40.292 기초 항공우주 프로젝트 2:4:3(8) 과교수 봄

MAE 301 40.301 수치해석 3:0:3(6)   권장혁, 권오준 봄

MAE 307 40.307 응용전자공학 2:3:3(6)
 권대갑,오준호,이두용,

 이종원
봄

MAE 311 40.311 열 전 달 3:0:3(6)  백승욱, 권세진 봄

MAE 315 40.315 항공우주추진기관 3:0:3(6) 백승욱,권세진 가을

MAE 325 40.325 공기역학 3:0:3(6) 박승오,권장혁,이덕주 봄

MAE 326 40.326 압축성 공기역학 3:0:3(6)  권오준 가을

MAE 335 40.335 항공우주 구조역학 3:0:3(6)  이 인, 김천곤, 한재흥 봄

MAE 351 40.351 진동공학 3:0:3(6)
 곽윤근,박윤식,이종원,   
김양한,김광준,이  인

봄

MAE 365 40.365 비행역학 3:0:3(6)  박승오,권오준,이덕주 가을

MAE 367 40.367 인공위성시스템 3:0:3(6)  방효충 봄

MAE 406 40.406 항공우주시스템설계 II 1:6:3(6) Staff 가을

MAE 415 40.415 연소공학 3:0:3(6)  백승욱,권세진 봄

MAE 425 40.425 점성공기역학 3:0:3(6)  권장혁,박승오 봄

MAE 435 40.435 항공전산구조해석 3:0:3(8)  이  인,김천곤 가을

MAE 465 40.465 비행동역학 및 제어 3:0:3(6)  탁민제 가을

MAE 467 40.467 항공우주센서및구동기 3:2:3(6) 방효충 봄

MAE 485 40.485 항공우주응용 S/W(Ⅱ) 1:6:3(8)  권장혁,김천곤,탁민제 가을

MAE 492 40.492 항공우주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연구

MAE 490 40.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MAE 495 40.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MAE 496 40.496 세미나 1:0:1  과교수 봄․가을

  

      * 4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 MAE211, 221, 231, 251 을 제외하고, 기계공학전공의 전공선택과목은 당 전공에서 전공선

택과목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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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택1)

CC 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 봄․가을

CC 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 봄․가을

CC 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 봄․가을

CC 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 가을

CC 522 11.522 계측개론 2:3:3 가을

CC 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 봄․가을

MAE 500 40.500 기계공학에서의응용수학 3:0:3(6) 과교수 봄

선택 MAE 518 40.518 로켓시스템 공학 3:0:3(6) 권세진 가을

MAE 522 40.522 고등공기역학 3:0:3(6) 권장혁,이덕주,박승오 봄

MAE 523 40.523 헬리콥터 항공역학 3:0:3(6) 이덕주,권오준 봄

MAE 524 40.524 전산유체역학 3:0:3(8) 장근식,권장혁,권오준 가을

MAE 527 40.527 공기역학 실험 1:6:3(6) 박승오 봄

MAE 528 40.528 공력음향학 3:0:3(6) 이덕주 가을

MAE 538 40.538 비행체구조역학 3:0:3(6) 이 인,김천곤,한재흥 봄

MAE 540 40.540 구조동역학 3:0:3(6) 이  인 가을

MAE 542 40.542 복합재료역학 3:0:3(6) 홍창선,김천곤 가을

MAE 566 40.566 인공위성 유도 및 제어 3:0:3(6) 방효충 봄

MAE 584 40.584 스마트 복합재 실험 2:3:3(6) 김천곤,한재흥 가을

MAE 593 40.593 공기열역학 및 연소 3:0:3(6) 백승욱,권세진 가을

MAE 594 40.594 복사 및 연소현상론 3:0:3(6) 백승욱 가을

MAE 595 40.595 비행체 최적제어 개론 3:0:3(6) 탁민제 봄

MAE 596 40.596 고등비행안정 및 제어 3:0:3(6) 탁민제 가을

MAE 597 40.597 우주비행체 동역학 3:0:3(6) 탁민제,방효충 봄

MAE 618 40.618 기체운동이론 3:0:3(6) 백승욱,권세진 가을

MAE 622 40.622 압축성 전단유동 3:0:3(6) 박승오 가을

MAE 624 40.624 고등전산 유체역학 3:0:3(8) 장근식,권장혁 봄

MAE 625 40.625 고등기체역학 3:0:3(6) 권오준 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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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택

MAE 626 40.626 극음속 유동 3:0:3(6) 장근식 봄

MAE 627 40.627 비선형 파동론 3:0:3(6) 장근식 봄

MAE 628 40.628 비정상유동 3:0:3(6) 이덕주 가을

MAE 629 40.629 의용유체역학 3:0:3(6) 장근식 가을

MAE 636 40.636 평판 및 쉘 이론 3:0:3(6) 홍창선,김천곤 가을

MAE 637 40.637 공력탄성학 3:0:3(6) 이  인 가을

MAE 663 40.663 비행제어실험 2:3:3(6) 탁민제,방효충 봄

MAE 664 40.664 항법 및 유도 3:0:3(6) 탁민제 봄

MAE 726 40.726 평형극음속공기열역학 3:0:3(6) 과교수 봄

MAE 727 40.727 비평형극음속공기열역학 3:0:3(6) 과교수 가을

MAE 728 40.728 재진입공기열역학 3:0:3(6) 과교수 가을

MAE 820 40.820 공기역학 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40 40.840 비행구조역학 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60 40.860 추진 및 연소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80 40.880 비행역학 및 제어 특론 3:0:3(6) 과교수 가을

MAE 890 40.890 항공우주공학 특론 3:0:3(6) 과교수 봄․가을

연구
MAE 960 40.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MAE 980 40.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봄․가을

MAE 966 40.966 세미나(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MAE 986 40.986 세미나(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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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MAE 200 기계기초실습 2:3:3(3)

본 과목에서는 기계 또는 기계부품에 대한 형상의 표현과 구현의 기초에 대하여 배우며, 실제 기계

에 대한 제도, 3차원 CAD 및 정 도, 기계가공 등에 대한 실습을 행하여 기계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MAE 209 항공우주공학실험 I (Aerospace Engineering Laboratory(Ⅰ) ) 1:3:2(3)

이 과목은 계측원리와 그의 공학적 시험 실습을 다루는 일련의 두 학기 교과목 편성의 첫 번째 과

목으로 실험의 기본개념, 보고서 작성법, 신호처리, 그리고 계측시스템의 거동을 배우고 이를 바탕

으로 항공우주 4대 역학분야의 기본적 원리를 실험한다.

MAE 210  열역학 (Thermodynamics) 3:0:3(6)

열역학에서 사용되는 기본개념, 정의로부터 시작하여 각종 물질의 성질을 파악하고 에너지의 변환 

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지식을 부여한다. 일과 열의 개념 및 계산, 폐 및 개방시스템에 대한 열역

학의 제1법칙, 제2법칙의 공식화를 다루고, 이 과정 중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정의한다. 물질의 상태

량을 수식, 도표, 그림 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찾고 각종 시스템에 적용한다.

MAE 220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0:3(6)

유체역학의 기본개념, 유체정역학, 적분형의 유동의 지배방정식, 미분형의 유동의 지배방정식, 

Bernoulli 정리, 간단한 비점성유동, 차원해석 등을 학습한다.

MAE 230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3:0:3(6)

인장과 압축, 전단, 비틀림 및 굽힘 등 힘을 받는 변형체의 역학으로서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 정역

학적 정정 및 부정정 구조물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 및 변형의 해석을 공부한다.

MAE 250  동역학 (Dynamics) 3:0:3(6)

질점 및 강체의 운동학과 운동역학을 다룬다. 질점의 운동방정식 및 각 운동량 보존법칙을 소개하고, 

일-에너지, 충격량-운동량 관계를 다룬다. 질점계(System of Particles)의 운동을 이용하여 강체의 운동

을 묘사하는 방법을 배운다. 강체에서는 주로 2차원 운동을 다루게 되며 3차원 운동도 소개한다.

MAE 285  항공우주 응용 S/W Ⅰ (Software Application in Aerospace Engineering Ⅰ) 1:6:3(8)

이 과목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MATLAB, C++, Visual C++, JAVA 언어 등을 배워 항공우

주 분야의 응용 소프트웨어 작성 능력을 배양한다.

MAE 292  기초 항공우주 프로젝트 (Introductory Aerospace Projects) 2:4:3(8)

학사과정 1 또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항공우주공학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각 분야

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각 분야별 학습동기를 유발하게 한다. 학생들은 팀별로 설계 임무를 설

정하고 이에 맞는 무선 조종모형 비행기나 비행선을 설계 제작하여 비행시험을 실시한다.  이론 강의는 

1학년 물리학 수준에서 실시함.

MAE 301  수치해석 (Numerical Methods) 3:0:3(6)

오차발생 및 파급, 대수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법, 보간법, 근사법, 수치적분 및 미분 그리고 연립방

정식의 해법과 초기치 상미분 방정식의 해법 등 수치계산의 광범위한 기초지식을 심도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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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307 응용전자공학 3:0:3(6)

전기･전자공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실험, 실습을 통하여 간단한 응용전자시스템을 설계, 구성, 

구동함으로써 기초이론의 공학적 응용 능력을 기른다.  수동 전기소자와 능동 반도체 소자의 기본

원리 및 특성, 이를 이용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회로의 설계와 구성, 전자계측기 및 전원공급기를 

이용한 성능 측정 및 검증 등을 다룬다.

MAE 309 항공우주공학실험 II (Aerospace Engineering Laboratory II) 1:3:2(3)

이 과목은 계측원리와 그의 공학적 시험 실습을 다루는 일련의 두 학기 교과목편성의 두 번째 과목

으로  실험 계획, 측정 자료의 확률 통계 및 불확실성 해석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항공우주공학

실험I의 내용을 보다 진보된 실험으로 구조좌굴, 구조진동, 양항력 측정, 충격파 측정, 화염측정, 소

음분석, 자세제어를 배운다.

MAE 311  열전달 (Heat Transfer) 3:0:3(6)

열전달의 일반적인 소개, 응용의 예, 전도현상의 물리적 이해, 전도의 수식화, 1차원 정상상태 전도, 

2차원 정상상태 전도, 비정상 전도현상, 대류의 물리적 이해와 수식화, 외부/내부강제대류, 자연대류, 

복사현상의 물리적 과정과 복사물성치, 면사이의 복사열전달 등을 다룬다.

MAE 315  항공우주 추진기관 (Aerospace Propulsion System) 3:0:3(6)

항공우주 추진기관은 제트엔진, 로켓엔진 및 프로펠러 장치 등, 항공우주 시스템의 비행에 필요한 

추력을 만들어내는 장치를 일컫는다.  대부분 추진기관은 열기관의 원리로 작동하며 연료 또는 추

진제의 화학적 에너지를 열로 방출한 후 기계적 동력으로 전환하게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열역학, 

유체역학 등 기초공학 지식이 추진기관의 성능평가와 해석에 적용되는 예를 강의한다.

MAE 325  공기역학 (Aerodynamics) 3:0:3(6)

공기역학은 유체역학의 한 분야로서 공기와 물체의 상호작용에 의한 힘과 모멘트를 다룬다.  이 과

목에서는 공기를 특별히 비점성 비압축성의 이상기체로 가정하며, 공기의 흐름에 따른 질량, 모멘

텀, 에너지 보존에 대한 수학적인 지배방정식을 유도한다.  이로부터 베르누이 방정식을 유도하고, 

Kutta-Joukowsky 이론과 양력의 발생원리에 대해 공부한다.  그리고 이차원 박형 날개이론 및 삼차

원 양력선이론 등을 다룬다.

MAE 326  압축성 공기역학 (Compressible Aerodynamics) 3:0:3(6)

압축성 유동의 유동 변수는 유한 속도의 파동 전달과 함께 바뀐다. 따라서 여러 가지 파동의 학습

은 압축성 유동의 이해에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열역학과 지배방정식, 등엔트로피 유동, 준1차원 

유동, 수직충격파, 경사 충격파, Prand시-Meyer 팽창파 이론 등을 논의한다. 또한 관벽의 마찰에 의

한 영향, 관속 유동으로 일어나는 열전달에 의한 영향을 설명한다. 비정상 충격파와 충격파관 이론

을 논의한다. 1차원 일반적 유동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문제풀이에 사용해본다.

MAE 335  항공우주 구조역학 (Aerospace Structures) 3:0:3(6)

이 과목에서는 항공기 및 우주구조물의 대표적인 형상인 날개와 동체를 포함하는 기본 구조요소, 기본

적인 탄성이론, 굽힘과 비틀림 이론, 좌굴이론, 파손기준, 얇은 스킨을 갖는 구조의 굽힘해석, 복합재료 

구조, 그리고 설계시의 고려사항 등을 강의한다.

MAE 351  진동공학 (Mechanical Vibrations) 3:0:3(6)

동역학(MAE250)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기계의 진동현상에 대해 운동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게 하

며, 이로부터 선형화된 1자유도, 2자유도 및 다자유도계의 자유진동 및 강제진동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방법론으로서는 각종 모우드 해석법, 행렬해석법, 주파수응답해석법 등을 다루며, 

이들에 대한 연습이 주어진다. 실제 적용사례에 대한 소개를 통해 각종 기계진동의 측정, 해석, 대

처방법 및 설계법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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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365  비행역학 (Flight Mechanics) 3:0:3(6)

비행역학은 항공기의 양력, 항력 그리고 추진력과 동력을 기본으로 프로펠러 비행기와 제트 비행기

의 정상 수평 비행 시 최대 항속 거리와 최대 항속 시간을 갖기 위한 최적 속도, 양력과 항력의 관

계 등을 유도한다. 또한 최대 상승속도와 최대 고도를 도달하기 위한 시간을 구한다. 가속비행으로

서 이착륙 비행 시의 최소 활주로 거리, 선회 비행 시의 최소 비행반경 등에 영향을 주는 항공역학

적인 요소 등을 설명하며 가속 상승시의 문제도 다룬다.  비행 중 돌풍 등으로 비행기에 교란이 있

을 때 종방향과 횡방향의 정적 안정성과 조종방법을 공부하며 비행기 날개 등의 동체 장착 위치 및 

기하학적 날개 각도의 영향을 설명하며 시간 변화에 의한 동적 안정성을 소개 한다. 안정성에 대한 

추진기관의  영향도 설명한다. 나아가 헬기 등 수직비행성능, 초음속등 고속 비행 성능을 소개한다.

MAE 367 인공위성시스템 (Spacecraft Systems ) 3:0:3(6)

본 과목은 인공위성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궤도 역학의 기본과 

궤도 천이, 랑데부 및 궤도유지, 정지궤도 임무 등을 다루도록 한다. 또한 강체 자세 동역학 이론을 

소개하고 인공위성 자세제어의 기본 원리를 살펴본다. 나아가서 소형 위성을 기준으로 인공위성 시

스템 설계에 대한 소개를 수시로 제공하도록 한다.

MAE 405 항공우주시스템설계 I (Aerospace System Design I) 2:3:3(8)

항공우주시스템의 설계과정을 강의하고 실습한다. 표준적인 설계 절차가 확립된 항공기설계 과정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항공기 시스템의 요소 기술분야, 즉, 공기역학, 성능 및 안정성, 제어, 구조 및 

추진장치의 관련 원리를 통합 적용하여 항공기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공학설계과정을 연습한다. 강

의는 이륙중량 환상, 공력 형상 설계, 추진장치 선택과 기체와의 통합 등을 포함하며, 강의한 내용

에 따라 설계를 수행한다. 설계 보고서 및 구두 발표를 통하여 평가한다.

MAE 406 항공우주시스템설계 II (Aerospace System Design II) 1:6:3(6)

이 과목은 항공우주시스템 설계 Ⅰ에서 공부한 표준화된 설계 방법과 기타 전공과목을 통하여 습득

한 공학적 원리를 실제 항공우주시스템 및 서브시스템의 설계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이를 실제 

시스템으로 구현하여 성능평가까지 수행하게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공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항공우

주 공학의 전 과정을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여, 저학년에서 공부한 원리가 실제 설계과정에 적용되

는 예를 체득하도록 한다.

MAE 415  연소공학 (Combustion Engineering) 3:0:3(6)

이 과목은 기본열역학 및 기초연소현상이론을 이해시키며, 연소파 및 층류화염전파, 최소점화에너지, 

연소극한, 액적연소, 확산화염, 폭발, 제트추진연소기, 내연기관엔진, 연소실험에서의 기본적 지식 및 

방법 등을 다룬다.

MAE 425  점성공기역학 (Viscous Aerodynamics) 3:0:3(6)

이 과목은 점성 공기유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평판위에서의 경계층이론, 점성 

비점성 상호작용, 박리 및 실속현상, 유체의 불안정성 및 난류의 소개, 난류 경계층이론, 고양력 및 

저항감소 장치 등을 학습한다.

MAE 435  항공전산구조해석 (Computational Methods in Aerospace Structural Analysis) 3:0:3(8)

이 과목에서는  매트릭스 방법과 유한요소 방법을 포함한 전산 프로그램의 소개, 정적 및 동적문제, 

일차원, 이차원, 삼차원 구조물의 해석, 선형해석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의 구성, Eigenvalue 문제, 유

한요소 방법에 의한 구조물의 응력 및 변형해석을 다루며, 상용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졸업 후, 연구

소 및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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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465  비행동역학 및 제어 (Flight Dynamics and Control) 3:0:3(6)

이 과목은 비행체 운동방정식 및 제어설계에 대한 과목으로서, 종방향 운동방정식, 종방향 Autopilot, 

횡방향 운동방정식, 횡방향 Autopilot, 관성의 상호간섭, Instrumental Landing System, Missile Autopilot 

등을 다룬다.

MAE 467 항공우주센서 및 구동기 (Aerospace Sensors and Actuators) 3:2:3(6)

본 과목은 항공우주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센서와 구동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

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센서로서 GPS, PZT, 각속도 센서, FOS, 가

속도계 및 고도계 등이 있으며 기본 동작 원리와 응용분야를 배우고 실험을 통하여 직접 작동하도

록 한다. 또한 각 센서의 데이터를 측정하여 정량적 해석을 수행하도록 한다.

MAE 485  항공우주 응용 S/ W Ⅱ (Software Application in Aerospace Engineering Ⅱ) 1:6:3(8)

항공우주 분야 중 구조, 유체 및 제어분야의 대표적 상용 S/W의 기본을 이해하고 그 사용법을 실습

을 통하여 숙달시켜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키운다.

MAE 490  졸업연구 (Thesis Study) 0:6:3

전공분야의 독자적 문제 제시능력과 해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헌조사, 실험, 해석과정

을 거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 결정조건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찾아

나가게 된다. 학생은 각자 수행한 모색과정과 결론을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MAE 492  항공우주공학 특강 (Special Lectures in Aerospace Engineering) 3:0:3(6)

이 과목은 항공우주공학의 새로운 이론 및 응용분야의 소개로 학기 직전에 내용을 공표한다.

MAE 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과 교수 간에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심분야는 학생과 교수간의 접촉으로 

정해진다.

MAE 496  세미나 (Seminar) 1:0:1

기계공학 및 관련분야에 관한 최근의 연구 및 응용동향이나 그 결과들을 초청된 연사들의 강의로 

소개한다.

❒ 석․박사 과정

MAE 518  로켓시스템 공학 (Rocket System Engineering)  3:0:3(6)

항공, 기계 전공의 석사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로켓추진 시스템의 기초 원리를 강의한다. 본 강좌는 유체역

학 및 열전달의 이론 및 해석 방법을 통하여 초보적인 로켓의 노즐설계, 연소실 열전달 설계 등을 수행하

는 연습을 하게 되며, 로켓의 최대속도, 최대 가속도, 토탈 임펄스 등을 연소실 및 노즐의 열설계 데이터로

부터 환산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MAE 522  고등공기역학 (Advanced Aerodynamics) 3:0:3(6)

Mass, Momentum 및 Energy 보존법칙 유도, 동역학 similarity 의 원리와 일반적인 Momentum 이론 및 

Bernoulli 방정식, Helmholtz 및 Kelvin의 와류 및 순환이론, 이상유체에 대한 Green의 이론, 전형적인 

2차원 panel방법, 유한 날개의 양력선 및 양력면 이론, 기초 초음속 날개이론 이상유동에 대한 점성

의 영향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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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523 헬리콥터 항공역학 (Helicopter Aeromechanics) 3:0:3(6)

헬리콥터 항공역학은 정지 비행 시의 추력과 토크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하며, 수직비행 지면 효

과 그리고 전진비행시의 문제를 다룬다. 정지비행에서 전진비행으로 전환 시 조정방법과 전진비행 

시 로터 블레이드 운동에 대해 공부한다. 비행중 정적 안정성과 동적 안정성을 소개하며, 로터 소음

과 진동 문제 그리고 다른 수직 항공기를 다룬다.

MAE 524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3:0:3(8)

전상유체역학의 소개와 필요성, 편미분 방정식에 대한 개요, 수치적 차분 기법(FDM, FVM) 오차해

석과 수치적 안정성, 방정식 형태에 따른 수치기법, 비점성 유동해석, 비압축성 점성 유동해석을 다

루며 정렬격자계 형성도 다룬다.

MAE 527  공기역학 실험 (Experimental Methods in Aerodynamics) 1:6:3(6)

이 과목은 공기역학 실험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불확실성 해석, 유속 및 압력의 측

정, 열선 풍속계, 레이저 유속계, 유동의 가시화, 유동장 측정의 광학적 방법; Schlieren법, 음영법, 

Interferometry, 아음속, 초음속 유동에서의 측정실습, 신호처리 기법 등을 다룬다.

MAE 528  공력음향학 (Aeroacoustics) 3:0:3(6)

이 과목은 균질한 유체의 정지된 상태에 대한 음파방정식, Multiple에 의한 음장해석, Kirchhoff의 공

식, 음의 산란 및 회절에 대해 설명하고, Duct속의 음의 전파, 유체에 의해 발생되는 음에 관한 

Lighthill의 공식, 아음속 및 초음속에서의 제트 유동 및 소음, 헬리콥터 로터, 프로펠러 및 ducted 팬 

소음, 초음속 비행기의 Sonic Boom, 발사체 및 극초음속 시 음향에 의한 구조 파괴 등을 다룬다.

MAE 538  비행체 구조역학 (Flight Vehicle Structures) 3:0:3(6)

이 과목은 우주비행체가 겪게 되는 우주환경을 살펴보고, 연속체 개념, 열탄성론, 보와 평판의 열구

조 해석, 열진동과 열좌굴을 학습한다.

MAE 540  구조동역학 (Structural Dynamics) 3:0:3(6)

이 과목은 단순한 구조물 및 복잡한 구조물의 진동, Bar, String, Rod, 보, 평판, 연속계 및 다자유도계의 

해석을 다루며 유한요소법, Galerkin 방법, 적분방정식 및 수치 Collocation 방법, Hamilton원리, Lagrange

방정식, 모달 중첩에 의한 구조물의 응답, 복합재료 날개 및 구조물의 진동,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진동 

등을 학습한다.

MAE 542  복합재료역학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3:0:3(6)

이 과목은 복합재료의 분류 및 특성, 이방성 재료의 응력-변형도 관계식, 직교 이방성, 단층이론을 

이해시키며, 복합적층판의 고진이론, 대칭 및 비대칭 적층판의 해석, 층간응력해석, 이방성재료의 파

손이론, 기계적 실험방법 및 응용문제 등을 학습한다.

MAE 566 인공위성유도 및 제어 (Spacecraft Trajectory Guidance and Control) 3:0:3(6)

본 과목은 인공위성의 궤도 유도 및 제어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인공위성이 지상에서 발사되어 임

무를 수행하는 단계에 필요한 각종 궤도 유도 및 제어에 대한 세부 기술 사항을 다룬다. 특히  인공

위성의 랑데부 및 도킹, 정렬비행, 행성간 임무 수행 분석, 최적 궤도기동, 그리고 재진입 비행체의 유도 및 

제어와 관련된 내용을 강의한다. 강의와 함께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무적인 감각을 기를수 있도록 한다. 

MAE 584 스마트 복합재 실험 (Smart Composite Lab.) 3:0:3(6)

스마트 구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능성 재료들의 기본 특성에 대해 강의하고, 실험을 통해 재료 

거동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스마트 구조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해 학습한 후, 구조 제어 및 건전성 

진단에 관한 실험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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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593  공기열역학 및 연소 (Aerothermochemistry and Combustion) 3:0:3(6)

이 과목은 유체역학, 열역학, 기체역학, 열전달에 기초한 연소현상 해석을 위한 지배방정식을 설명

하고, 확산화염, 액적분무, 분무연소, 예혼합화염, 점화현상, 폭굉현상, 추진기관의 연소실, 경계층에

서의 화학반응, 연소를 수반하는 난류유동, 연소현상에서의 복사열전달 현상 등을 학습한다.

MAE 594  복사 및 연소현상론 (Radiation and Combustion Phenomena) 3:0:3(6)

이 과목은 공기열역학 및 연소과목에서 다루지 않은 복사열전달의 연소에 관한 영향을 다룬다. 흡수

매질 및 비흡수 매질에서의 복사열전달과 복사 물성치에 관해 소개하고 이를 연소현상에 적용하여 그 

영향을 해석한다.

MAE 595  비행체 최적제어 개론 (Introduction to Optimal Flight Control) 3:0:3(6)

이 과목은 비행궤적 최적화에 관련된 최적화 기법 및 최적제어이론을 학습하며, 변수 최적화를 위한 비

선형 프로그래밍 기법, 진화연산기법, 최적제어이론, 최적제어문제를 풀기위한 수치해석적 방법 등을 다

룬다.

MAE 596  고등비행안정 및 제어 (Advanced Flight Stability and Control) 3:0:3(6)

이 과목은 비행체의 강체동력학, 선형화 모델, 비행체 공력모델, 공력미분계수, 종방향 및 횡방향운

동의 안정성, 고전제어이론에 의한 자동조종장치 설계, 현대제어이론 및 지능제어 이론에 의한 자동

조종장치 설치, 비행체 운동 6-DOF 시뮬레이션 등을 다룬다.

MAE 597  우주비행체 동역학 (Spacecraft Attitude Dynamics and Control) 3:0:3(6)

이 과목은 우주역학 기초 및 위성체 강체자세동력학을 설명하고, 자세제어장치, 자세결정 및 제어시

스템 설계기법, Quaternion, 유연구조 위성체의 동력학적 모델링 및 제어기법 등을 다룬다.

MAE618  기체운동이론 (Kinetic Theory of Gases) 3:0:3(6)

이 과목은 기체운동이론 개념 및 분자모델, 압력, 온도, 내부에너지의 정의, 평형 기체운동이론, 맥

스웰 확률분포함수, 화학 평형, 기체반응법칙, 기체혼합물, 평형기체성질, 비평형 기체운동이론, 

Chapman-Enskog이론, 복사열전달 이론 등을 소개한다.

MAE 622  압축성 전단유동 (Compressible Shear Flows) 3:0:3(6)

이 과목은 고속 압축성 점성 유동의 기본문제를 다루며, 경계층 근사, 압축성 층류 경계층, 압축성 

난류유동, Favre Averaging, 압축성 난류특성, Compressible Mixing Layer, 압축성 난류 경계층, 압축성 

난류 모델링 등을 학습한다.

MAE 624  고등전산유체역학 (Advance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3:0:3(8)

쌍곡형 편미분 방정식과 Euler 방정식의 성질, Riemann 문제, Upwind 방법의 개념,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Godunov 방법, Random choice method, Flux Vector Splitting 법, Osher법, AUSM 계열의 방법, 

Roe 법, HLLC 법, MUSCL 및 고차 TVD 법을 강의한다. 이 강의에서는 압축성 유동의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 상당 분량의 컴퓨터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MAE 625 고등기체역학 (Advanced Gasdynamics) 3:0:3(6)

이 과목은 천음속 및 초음속에서의 지배방정식 유도, 천음속 미소교란 방정식에 대한 수치적 기법, 

천음속 포텐셜 방정식에 대한 수치적 기법, 2차원 및 축대칭 형상에 대한 특성곡선 기법을 이용한 

초음속 유동해석 기법 등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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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626  극음속 유동 (Hypersonic Aerodynamics) 3:0:3(6)

이 과목은 극음속 유동의 물리적 개념과 해석방법을 소개하고, 고전적 비점성이론, 비점성 수치해석

법, 경계층 및 점성작용, 고온기체역학, 화학반응, 통계열역학 및 기체운동론, 고온 평형 및 비평형

유동, 실제기체효과가 있는 고온점성유동 등을 강의한다.

MAE 627  비선형 파동론 (Nonlinear Wave Theory) 3:0:3(6)

음파의 전달, 분산, 방사, 그리고 이에 따른 에너지 소산을 공부한다. 물의 표면파, ripples, 파동의 잦

아들기, 그룹속도; 소산하는 파동의 Fourier 분석; 장애물의 영향과 선박 파동, 대양과 대기에서의 내

적 파동; 비균일 물질에서의 충격파; 성층화된 매질에서 충격파, 평면 충격파의 회절, 충격파의 안정

성; 교통파, 홍수파 등을 논의함.  

MAE 628  비정상유동 (Unsteady Fluid Flows) 3:0:3(6)

이 과목은 비압축성 포텐시얼 유동, 경계층 및 Navier-Stokes 유동, 천음속 및 초음속 유동에서의 익

형, 날개 그리고 물체에 관한 비정상 유동, 갑작스런 운동의 개시, 진동운동, 준정상 난류운동, 비정

상 박리 등에서 시간에 의존하는 유체운동과 힘과 모우멘트 등을 소개한다.

MAE 629  의용유체역학 (Biomedical Fluid Dynamics) 3:0:3(6)

이 과목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에서의 혈액유동을 논의한다. 혈액의 본체 순환, 폐순

환, 뇌순환 등을 고찰한다. 심장, 혈관, 혈액에 일어나는 생리 및 병리; 순환기의 기계역학적 모델링, 

혈관 graft를 위한 조직공학, 인공 심장 등을 강의한다. 본 과목은 인체 생리에서의 유체역학 혹은 

바이오 의공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이 된다.

MAE 636  평판 및 쉘 이론 (Theory of Plates and Shells) 3:0:3(6)

이 과목은 평판의 기본 개념과 지배방정식, 원형 및 직사각 평판의 해석, 얇은 쉘의 지배방정식과 

그 응력 및 변형 해석을 다룬다.

MAE 637  공력탄성학 (Aeroelasticity) 3:0:3(6)

이 과목은 공력탄성학의 기본개념, 정적공력탄성학 및 Divergence 문제, 동적공력탄성학 및 Flutter문

제, Typical Section 모델을 설명하고, 1차원 구조물에 대한 해석, 비정상 유동의 공기역학 (아음속, 

초음속 및 천음속 영역), Strip Theory, Lifting Surface Theory, 초음속 및 평판 Flutter, Unrestrained 

Vehicle의 동적응답특성, 복합재료 날개의 공력탄성학, 헬리콥터 블레이드의 공력탄성학 등을 학습한

다.

MAE 663  비행제어실험 (Experiments in Flight Cotrol) 2:3:3(6)

이 과목은 마이크로 컴퓨터 및 PC를 이용한 비행제어실험으로서 마이크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항법

용 센서 데이터 획득을 위한 인터페이스, 디지털 필터, 가속도계 및 각속도계의 응용, 

Hardware-in-the- Loop 시뮬레이션, 실시간 제어 등을 다룬다.

MAE 664  항법 및 유도 (Navigation and Guidance) 3:0:3(6)

이 과목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개요, 확률이론 개요, 칼만 필터 및 확장형 칼만 필터, 관성항법장

치의 이론 및 응용, GPS 위성 항법 시스템, 유도 및 표적추적에서의 추정기 응용 등을 소개한다.

MAE 726  평형극음속공기열역학 (Equilibrium Hypersonic Aerothermodynamics) 3:0:3(6)

이 과목은 극음속 비행에서 일어나는 열화학적 현상의 기초개념을 다루는 과목이다. 극음속 흐름에

서 열화학적 평형 상태에서의 원자, 분자의 기초 이론, 양자역학, 통계역학, 기체의 복사 현상, 분광

학 등의 이론과 수치적 계산방법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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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 727  비평형극음속공기열역학 (Nonequilibrium Hypersonic Aerothermodynamics) 3:0:3(6)

이 과목은 극음속 비행에서 일어나는 비평형 상태의 열화학적 현상을 다루는 과목이다. 극음속 흐

름에서 열화학적 비평형 상태에서의 원자, 분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천이현상, 화학적 변화속도, 이

러한 현상을 고려한 기체의 보존방정식, 기체 복사, 비행체에 미치는 항공역학적 영향 등을 배운다.

MAE 728  재진입공기열역학 (Reentry Aerothermodynamics) 3:0:3(6)

이 과목은 극음속 비행체가 대기 중 을 비행할 때 일어나는 열전달 현상, 열방어체의 삭마 현상, 그

리고 열방어체의 실험 방법을 배우는 과목 이다. 극음속 비행시의 경계층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열

방어체의 표면 현상, 열방어체 내부의 현상, 충격관, 아크 풍동, 발리스틱 레인지의 이론 등을 배운

다. 

MAE 820  공기역학 특론 (Special Topics in Aerodynamics) 3:0:3(6)

이 과목은 공기역학 분야 중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을 이해시키며, 최근 연구 동향 및 문헌을 

소개한다.

MAE 840  비행체구조역학 특론 (Special Topics in Flight Vehicle Structures) 3:0:3(6)

이 과목은 비행체 구조역학 분야 중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을 이해시키며, 최근 연구

동향 및 문헌을 소개한다.

MAE 860  추진 및 연소 특론 (Special Topics in Propulsion and Combustion) 3:0:3(6)

이 과목은 추진 및 연소분야 중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을 이해시키며, 최근 연구동향 

및 문헌을 소개한다.

MAE 880  비행역학 및 제어 특론 (Special Topics in Flight Mechanics and Control) 3:0:3(6)

이 과목은 비행역학 및 제어분야 중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을 이해시키며, 최근 연구

동향 및 문헌을 소개한다.

MAE 890  항공우주공학 특론 (Special Topics in Aerospace Engineering) 3:0:3(6)

이 과목은 항공우주공학분야 중 일반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이론을 이해시키며, 최근 연구동향 

및 문헌을 소개한다.

MAE 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MAE 980  논문연구<박사> (Ph.D. Dissertation)

MAE 966  세미나<석사>,  MAE986<박사> (Seminar) 1:0:1



208 / 2007~2008 학사요람

산업공학과

학과홈페이지 : i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102-4

1. 개  요

  산업공학은 산업혁명 이후 대량생산기술의 발전과 함께 제조기업, 제조시스템의 품질향상, 비용절

감, 스피드 증대를 위한 혁신방법과 관리시스템 기술로서 발전해왔다. 아담스미스의 분업이론, 테일

러의 과학적 관리원리(Principles of Scientific Management) 제창, 포드의 대량생산라인 등을 거치면서 

제조현장, 제조기업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과학적, 공학적 기법으로서 산업공학의 틀이 형성되고 체

계화되었다. 이러한 작업관리, 생산관리 기법의 바탕위에 2차대전 이후에는 운영과학(OR), 통계학 

등의 수리적 모델링 및 분석 기법, 최적화 기법이 도입되어 복잡한 산업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였다. 70년대 이후에는 급속히 발전한 컴퓨터 및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설계 및 개발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생산 및 업무 관리를 자동화하는 컴퓨터통합정보시스템(CIM) 

및 정보시스템 기술을 도입하였다. 80년대 부터 기업의 제품개발부터 생산, 구매, 물류, 재고, 영업, 

유통, 고객관리, 사후서비스의 전 과정에 걸친 복잡한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방법을 혁신하고 첨단정

보기술로 통합하는 기업정보시스템기술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산업공학의 문제분석 

및 해결 기법, 시스템설계 및 통합기법은 철강, 자동차, 조선, 전자 및 반도체 등의 제조산업 뿐 아

니라 정보서비스 및 컨설팅, 통신서비스, 금융서비스, 의료서비스, 물류서비스, 인터넷비즈니스 등의 

서비스산업과 국방 등에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다른 공학분야들이 요소기술에 주력하는 반면 산

업공학은 이들이 조합, 통합되어 구성된 복잡한 제조시스템, 기업시스템, t사회시스템을 다루고 있

다. 점차 기술, 사회, 경제 시스템이 대형화, 복잡하게 됨에 따라 산업공학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그림 1. 산업공학 교육 및 연구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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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과는 종래 제조기업, 제조시스템을 대상으로 혁신 및 산업경영/관리시스템(Innovation & 

Industrial Management), 수리모델링/분석/최적화 기법(Mathematical Modeling, Analysis & Optimization), 

정보시스템/기술(Information Systems & Technology)의 방법을 주로 교육, 연구해왔다. 그러나, 선진국

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대됨에 따라 본 학과에서도 서비스산업을 대상으

로 과학 및 공학적 기법, 관리기술을 연구, 교육하는 ‘Service Engineering’의 비중을 점차 높이고 있

으며 교과과정도 이에 맞추어 개편할 예정이다. 본 학과의 산업공학 교육 및 연구의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요약해볼 수 있다.

  KAIST 산업공학과는 KAIST 개원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2006년 현재 전임교수 15명, 

명예교수 1명, 겸임교수 1명 및 초빙교수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중 3명을 포함하여 서비

스시스템, 시스템 설계, 정보시스템 등의 신규분야에 2011년까지 10명 이상의 교수를 충원하여 하여 

세계 최고수준으로 도약할 계획이다. 

  현재의 세부 교과과정은 생산 및 산업시스템의 설계/계획/관리를 다루는 산업경영(Industrial 

Management), 수리적 모델링 및 분석과 최적화의 방법을 다루는 운용과학(Operations Research), 인간의 

육체적 특성 뿐 아니라 인지 및 감성적 특성을 제품 및 시스템 설계에 반영하는 인간공학(Human 

Factors Engineering), 제품의 품질과 신뢰성 향상, 데이터에 근거한 의사결정 방법과 데이터 마이닝을 다

루는 응용통계(Applied Statistics), 제품개발 및 설계업무와 제품설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공정 및 

제조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를 다루는 제조시스템공학(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정보시스템의 설

계 및 구축을 다루는 산업정보화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학과 발전방침에 맞추어 2007년 중 교

과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며 제조시스템 외에 서비스시스템 분야의 교과목을 대폭 개발, 추가하고, 제품

설계, 서비스시스템설계, 정보시스템 설계 등의 설계교과목, 정보시스템 교과목, 경영혁신 관련 교과

목, 반도체/LCD 등의 첨단 제조시스템에 대한 교과목도 보완할 예정이다. 

  본 학과는 본 학과내의 정규교과과정이외에 관련 학과와 공동으로 다양한 학제전공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참여중인 학제전공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 학제전공

   - 통신시스템기술의 전문인력 양성. 전기전자공학과, 전산학과 등과 공동.

❒ 소프트웨어전문가과정 학제전공

   -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응용을 수행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양성 프로그램인 정보통신 학

제전공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엘리트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전산학과, 

전기전자공학과와 공동.

❒ 문화기술 학제전공

   - 과학기술, 문화예술 및 디자인, 그리고 인문사회학의 결합을 통해 21세기 지식사회의 이슈들을 

새로운 시점으로 체계적으로 교육, 연구. 전산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전기전자공학과 등과 공동.

❒ 군학프로그램

   - 국방분야의 수요를 반영하여 2002년부터 육군본부와 협약으로 신설된 석사과정. 전산학과, 전

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등과 공동.

  첨단 기업정보시스템 실습교육을 위해 ‘산업정보화교육실’을 설치하여 60석 규모의 개인용 컴퓨터

와 중형 서버 5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Workflow Systems, SCP(Supply Chain Planning), 

PDM(Product Data Management), e-Business Platforms, XML/DB, DBMS 등의 실습용 SW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자동화된 제조시스템 실습을 위한 유연제조시스템(FMS), 제조공학실습실, 인간공학실습실 등

을 구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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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은 매년 약 30~40명, 박사과정은 17~25명 정도 입학하며, 학사과정 입학생수는 다소 기복이 있

으나 매년 평균 40 내외이다. 졸업생은 공학적 지식과 관리기술, 정보기술과 함께 시스템적 사고방식과 

리더십을 갖추어 전자 및 반도체, 자동차 등의 첨단 제조업체, 국내외 굴지의 정보시스템 및 시스템 통합

업체(System Integration)와 전문 컨설팅업체, 통신 및 금융서비스 업체, 연구소, 벤처기업 등에 진출하고 

있으며 산업계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하기 그림 참조).  

그림 2. 졸업생의 취업 및 진출

참고로 산업공학과 졸업생들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그림 3. 산업공학과 졸업생의 성공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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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 및 연구 

  산업공학 교육 및 연구를 세부분야별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경영 (Industrial Management)

생산 및 산업시스템의 설계/계획/관리. 생산 및 물류시스템 설계, 생산계획, 스케줄링, 공급체인계획 

및 관리, 설비계획 및 관리, 작업관리, 경제성 분석, 생산정보시스템 등

❒ 운용과학 (Operations Research)

수리적 모델링 및 분석과 최적화의 방법론, 수리계획법 및 최적화 알고리듬, 네트워크 모델링 및 최

적화 알고리듬, 스케줄링 이론, 확률적 시스템의 모델링 및 분석, 통신시스템설계 및 운영 최적화, 

생산 및 공급체인 등의 설계 및 운영에 응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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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인간-기계시스템 (Human Factors Engineering/Man-Machine System Design)

인간의 육체적 특성, 인지 및 감성적 특성에 기반한 제품 및 시스템 설계.  인간공학적 제품 설계, 

감성공학, 안전공학, 인간-컴퓨터 인터페이스, 작업시스템 설계 등

❒ 응용통계 (Applied Statistics)

데이터 및 자료에 기반한 의사결정 최적화와 data mining.  제품의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품

질관리, 수명시험 및 분석, 회귀분석 및 실험계획법, 통계적 공정관리, 품질정보시스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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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시스템 공학 (Manufacturing Systems Engineering)

제품개발 및 설계업무와 제품설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공정 및 제조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 

CAD/CAM, Product Information System 및 제품개발관리, 인터넷기반의 협업적 제품개발(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Concurrent Engineering, CIM, NC 응용, 산업용 로봇 및 자동화, 제조정보시스템 등.

❒ 산업정보화

IT 및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의 제품설계 및 개발, 구매 및 조달, 제조 및 생산, 물류, 유통 및 공

급망, 영업, 애프터서비스, 회수 및 폐기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통합하는 기업정보시스템, e-Business시

스템의 설계 및 구축을 위한 전문기술.  Business Process Modeling and Reenginering, ERP, Workflow, SCP 

& SCE(Supply Chain Planning & Execution),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Electronic Payment, 

e-Procurement, e-Marketplace, CPC(Collaborative Product Commerce),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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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 (총 28 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 (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 (총 51학점 이상)

       ◦ 전공필수 : 24 학점 

          - 공학통계 I 및 II, 생산관리 I, OR I 및 II, 산업공학 정보기술, 제조프로세스혁신, 산업

정보화 프로그래밍 및 실습

       ◦ 전공선택 : 27 학점 이상.

          - 산업공학 특수논제 I은 부제가 다를 경우 9학점까지 인정

          - 전공선택 인정과목 :  아래에 지정된 교과목(대체교과목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 12학점 

이내에서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  

    ․ 기계공학: MAE200, MAE205, MAE206, MAE302, MAE370, MAE453, MAE460

   ․ 산업디자인: ID213, ID216, ID301, ID303, ID304, ID307, ID308, ID309, ID310. 

   ․ 신소재: MS481

   ․ 원자력양자: NQE261

   ․ 전기및전자: EE202, EE203, EE204, EE206, EE312, EE314, EE321, EE342, 

                EE372, EE413, E421

   ․ 전산학: CS204, CS206 또는 BiS232, CS211, CS230, CS300, CS310, CS320, CS322, CS350, 

CS360, CS370, CS441, CS470, CS480

   ․ 수리과학: MAS241(AM241), MAS270(MA270), MAS275(MA260), MAS365(AM321),

                MAS371(AM465), MAS410(MA411)

   ․ 문화기술: GCT582

   ․ 바이오메디칼:  BiS200, BiS331, BiS333, BiS351

   ․ BE Program: BEP410 또는 MGT341, BEP420 또는 MGT342, BEP430 또는

                MGT346, BEP450 

   ․ 경영공학: MGT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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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과목 (총 6학점 이내)

        - 졸업연구: 3학점(필수)

        - 세미나: 1학점(필수)

        - 개별연구: 최대 2학점까지 인정

   바. 자유선택 :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 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전공필수, 전공선택 구분 없이 산업공학 전공 교과목 중 18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리더십 강좌 포함)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단, 확률 및 통계학은 수리통계학으로,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은 공업경제 고등논제로 각각 대체 가능.

     다. 선 택  : 24학점 이상

           -  타 학과 교과목을 포함하여  24학점 이상 이수.

           -  IE 과목은 18학점  (단, 학제전공신청자는  9학점) 이상 필히 이수

           -  IE801 산업공학특수논제 II는 부제가 다를 경우 9학점까지 인정.

   라. 연 구 : 9 학점(세미나 1학점 포함) 이내

       - 개별연구 3학점까지 인정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7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6학점 (CC500 영어논문작성법 3학점 포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선 택 : 42학점 이상

           - 타 학과 교과목을 포함하여 IE500 이상의 교과목 중 42학점 이상 이수.

           - IE 과목은 27학점 (단, 타 대학원 및 타 학과 출신은 18학점 이상, 학제전공신청자는 9학점) 이상 

             필히 이수 (석사과정 취득학점 포함)

       - IE801 산업공학특수논제 II는 부제가 다를 경우 9학점까지 인정.

   라. 연 구 : 30 학점 (세미나 1학점 포함) 이상

       - 개별연구는 3학점까지 인정.

   마.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연구학점 제외)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공선택 인정과목에 대하여는 재



216 / 2007~2008 학사요람

학중인 모든 학생에게 적용하고, 교양, 기초과목은 입학년도별 이수요건을 적용한다.

        - “생산관리 II"는 1998학년도 이전 입학생까지는 전공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전공필수로 “작업관리”, “산업정보화 프로그래밍 및 실습”중 

택1하여 이수할 수 있다.

        - '98봄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 B(OR개론)는 기초선택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세미나”의 이수는 1998학년도 입학생까지 면제한다.

   나. 석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 박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영어논문작성법”의 이수는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산업공학과 / 217

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IE241

IE251

IE261

IE321

IE331

IE332

IE341

IE362

31.241

31.251

31.261

31.321

31.331

31.332

31.341

31.362

공학통계 I

제조프로세스 혁신

산업공학 정보기술

생산관리 I

OR I

OR II

공학통계 II

산업정보화 프로그래밍 및 실습

3:0:3(6)

3:1:3(4)

3:1:3(6)

3:0:3(6)

3:1:3(3)

3:1:3(4)

3:0:3(6)

2:3:3(6)

배도선/염봉진/채경철

최병규

서효원

김영대

박성수/김세헌/이채영

이태억/채경철

배도선/염봉진

신하용

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전공선택

IE310

IE312

IE322

IE342

IE352

IE353

IE361

IE363

IE412

IE413

IE414

IE421

IE422

IE423

IE431

IE432

IE433

IE434

IE435

IE436

IE441

IE442

IE451

IE452

IE461

31.310

31.312

31.322

31.342

31.352

31.353

31.361

31.363

31.412

31.413

31.414

31.421

31.422

31.423

31.431

31.432

31.433

31.434

31.435

31.436

31.441

31.442

31.451

31.452

31.461

작업관리

인간공학

생산관리 II

회귀분석 및 실험계획법

CAD/CAM 개론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설계

컴퓨터 시뮬레이션

안전공학

감성공학

인지과학과 시스템

공업경제 및 원가관리

경영조직론 

물류관리

최적화모형

의사결정론

운용과학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개론

통신경영 및 정책

OR 응용 사례

품질관리

통계자료분석 사례연구

IT 서비스 공학

공학설계

자료 및 정보시스템

2:3:3(5)

2:3:3(2)

3:0:3(6)

3:0:3(4)

3:1:3(6)

3:1:3(6)

3:1:3(4)

3:1:3(5)

3:0:3(2)

2:3:3(3)

3:1:3(4)

3:0:3(6)

3:0:3(6)

3:1:3(5)

3:0:3(3)

3:0:3(4)

3:0:3(3)

3:1:3(3)

3:0:3(3)

3:1:3(4)

3:1:3(5)

3:1:3(4)

3:1:3(6)

2:3:3(5)

3:1:3(6)

황  학

박경수

김영대

염봉진

신하용

서효원

윤완철

이태억

박경수

박경수

윤완철

과교수

과교수

황  학

성창섭

채경철/이태억

성창섭

김세헌/이채영

이채영

박성수

배도선/염봉진

염봉진

최병규/이태억

서효원

박상찬

가을

봄

봄

가을

가을

봄

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봄

가을

가을

범

가을

봄

가을

봄

*CC513

**

IE462 31.462 인터넷 비즈니스 컴퓨팅 3:2:3(4) 과교수

IE481 31.48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 3:0:3 과교수

연    구

IE490

IE495

IE496

31.490

31.495

31.496

졸업연구

개별연구

학사 세미나

0:6:3

0:6:1

1:0:1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봄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임.

        ** 는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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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2

CC513

CC522

CC530

CC532

11.010

11.500

11.510

11.511

11.512

11.513

11.522

11.530

11.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

2:3:3

2:3:3

3:0:3

3:0:3(6)

2:3:3

3:0:3

3:0:3(6)

산업공학과 교수

양태용/김지수

봄․가을

봄

봄

봄,가을

*IE641

*IE522

선    택

IE511
IE522
IE523
IE524
IE525
IE526
IE531
IE532
IE533
IE535
IE536
IE537
IE538
IE542
IE551
IE552
IE553
IE561
IE562
IE563

IE564
IE570
IE571
IE572
IE601
IE611
IE624
IE625

IE630
IE631
IE632
IE633
IE634
IE635
IE636
IE637

IE638

IE639

31.511

31.522

31.523

31.524

31.525

31.526

31.531

31.532

31.533

31.535 

31.536

31.537

31.538

31.542

31.551

31.552

31.553

31.561

31.562

31.563

31.564

31.570

31.571

31.572

31.601

31.611

31.624

31.625

31.630

31.631

31.632

31.633

31.634

31.635

31.636

31.637

31.638

31.639

인간중심 체계설계

공업경제 고등논제

생산체계설계론

시설계획이론

프로젝트 관리

정보화 조직 경영과 리더십

선형계획법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시스템공학

네트웍이론 및 응용

스케줄링이론 및 응용

경영데이터통신

유전 알고리즘 및 응용

회귀분석의 이론과 실제

제조 및 공급시스템

CAD/CAM과 형상모델링

동시공학 및 PDM

고급경영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 설계

프로세스 모델링 및 시스템 

통합

인터넷 응용프로그래밍

군사 OR 이론과 응용

워 게임 모델링

무기체계분석

산업공학 실습

작업생리학

재고관리 체계분석

유연제조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

비선형계획법

정수계획법

추계적과정

대기이론

신뢰성 및 보전공학

조합 최적화

신경망 이론 및 응용

통신시스템 최적화

이동통신시스템

공급체인 최적화

2:3:3(2)

3:0:3(6)

3:1:3(5)

2:3:3(5)

3:1:3(4)

3:0:3(4)

3:1:3(6)

3:1:3(6)

3:0:3(4)

3:1:3(4)

3:0:3(4)

3:1:3(3)

3:1:3(3)

3:0:3(6)

3:1:3(6)

3:1:3(6)

3:1:3(6)

3:1:3(6)

3:1:3(6)

3:3:4(5)

3:1:3(4)

3:1:3(4)

3:1:3(4)

3:1:3(4)

0:6:2

3:0:3(3)

3:1:3(6)

3:0:3(6)

3:1:3(6)

3:1:3(6)

3:1:3(5)

3:0:3(6)

3:0:3(3)

3:0:3(4)

3:1:3(3)

3:1:3(3)

3:1:3(3)

3:0:3(4)

박경수

김영대

황  학/박상찬

황  학

김영대/이태억/박상찬

양태용

박성수/김세헌

최병규

성창섭

성창섭

성창섭

김세헌/이채영

이채영

염봉진

최병규

신하용

서효원

박상찬

윤완철

윤완철/박상찬/서효원

 신하용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박경수

김영대

김영대

김세헌/박성수

박성수

이태억/채경철

채경철

박경수

박성수

과교수

김세헌

이채영

성창섭/이태억

봄

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

봄

봄

가을

가을

봄

봄

봄

가을

여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봄

가을

봄

가을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이며, ** 는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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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IE641

IE642

IE643

IE644

IE645

IE646

IE651

IE652

IE653

IE661

IE711

IE722

IE723

IE734

IE744

IE751

IE753

IE761

IE762

IE801

31.641

31.642

31.643

31.644

31.645

31.646

31.651

31.652

31.653

31.661

31.711

31.722

31.723

31.734

31.744

31.751

31.753

31.761

31.762

31.801

수리통계학

예측 및 시계열 분석

실험계획 및 분석

수명시험 및 분석

품질공학

데이터 마이닝

생산정보화 모델

산업용 소프트웨어 설계

가상생산

전문가시스템․인공지능

개론

인간성능계측 및 분석

자재취급시스템

공급체인관리

동적체계분석

통계적 의사결정론

제조자동화시스템모델링

생산자동화통신

인지시스템공학

산업정보 네트웍크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II

3:0:3(8)

3:1:3(6)

3:1:3(4)

3:0:3(4)

3:0:3(6)

3:1:3(4)

3:1:3(6)

3:1:3(6)

3:1:3(6)

3:0:3(6)

2:3:3(2)

3:0:3(5)

3:1:3(5)

3:1:3(5)

3:0:3(6)

3:1:3(6)

3:1:3(5)

3:0:3(6)

3:1:3(4)

3:0:3

과교수

과교수

염봉진

염봉진

염봉진

염봉진/박상찬

서효원

신하용

최병규/신하용

박상찬

박경수

황  학

이태억/박상찬

이태억

염봉진

최병규/이태억/서효원

이태억

윤완철

박상찬

과교수

가을

봄

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

 

연    구

IE960

IE965

IE966

IE980

IE985

IE986

31.960

31.965

31.966

31.980

31.985

31.986

논문연구(석사)

개별연구(석사)

세미나(석사)

논문연구(박사)

개별연구(박사)

세미나(박사)

1:0:1

1:0:1

1:0:1

1:0:1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가을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이며, ** 는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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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IE241  공학통계 I (Engineering Statistics I) 3:0:3(6)

확률모형의 설정과 데이터의 분석에 필요한 확률 및 통계의 기초적 방법을 다루며, 이산형 및 연속

형 확률변수와 그 분포함수의 특성을 다룬다.

IE251  제조 프로세스 혁신 (Manufacturing Process Innovation) 3:1:3(4)

제조업에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와 공정을 소개하고, 기업에서 활용되는 TPM, 6 sigma등의 

생산성 및 품질 혁신 방법론을 다룬다. 또한 생산자동화 설비들을 조망하고, NC, PLC, 산업용 로봇 

등의 자동화 설비를 programming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IE261  산업공학 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for IE) 3:1:3(6)

정보기술이 산업공학의 여러 방법론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고찰하고 그 기본 지식과 응용 기능

을 배양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산업공학의 제 방법론을 정보적 문제해결 측면에서 조망해 본다. 

O.R., 통계 및 추계적 현상, 시뮬레이션, 인간-기계시스템 등과 관련하여 정보적 기술 활용을 다루

며, 인공지능, HCI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등의 개념과 기법을 소개한다.

IE310  작업관리 (Work Study) 2:3:3(5)

인간 혹은 인간-기계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서 방법연구와 작업측정의 두 

분야로 구성된다. 방법 연구분야로는 문제 해결 절차, 공정분석, 가치분석, 동작연구가 포함되며, 작

업측정 분야에서는 표준시간, 수행도, 여유시간, 표준자료, 워크샘플링과 PTS를 다룬다.  각 과제별

로 실험실습을 병행한다.

IE312  인간공학 (Introduction to Human Engineering) 2:3:3(2)

이 과목은 인간이 그들의 환경이나 작업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하는 인간의 

특성, 기대, 행동양태 등을 취급하는 학문이다.

IE321  생산관리 I (Production Management I) 3:0:3(6)

수리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을 적용하여 생산 시스템의 계획, 분석, 설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산 시스템의 이해, 수요 예측, 자원분배, 확정적 수요에 대한 재고관

리, 총괄 생산계획, 진도관리, 자재수급계획 등을 다룬다.

IE322  생산관리 Ⅱ (Production Management II) 3:0:3(6)

IE 321의 계속으로 확률적 수요에 대한 재고관리, 수요예측, 작업 스케쥴링, 라인 밸런싱, 총괄 생산

계획기법, 생산성 등을 다룬다. 또한 생산시스템의 설계 및 관리에 대한 사례도 연구한다.  (선수과

목 : IE 321)

IE331  O. R. Ⅰ (Operations Research I) 3:1:3(3)

Deterministic model 들의 모형화와 해법, 설계 응용사례들을 다룬다. 선형계획법의 모형과 심플렉스

방법, Duality theory, 네트웍 모형, 정수계획법 등을 소개하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모형화하고 해석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선형대수 또는 담당교수 허가)

IE332  O. R. Ⅱ (Operations Research II) 3:1:3(4)

확률적 변동 요인을 갖는 생산 및 제조시스템, 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등의 공학 시

스템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성능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수리적 모델과 분석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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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다. 주요 토픽은 확률적 프로세스의 개념, Poisson Processes 및 Arrival Processes Models, Markov 

Chain Models, Queueing Models, Reliability Models, Decision Analysis Models, Markov Decision 

Processes, 확률적 시뮬레이션 등의 기본 개념, 모델링 방법, 분석기법 등이다.  (선수과목 : IE241 또

는 담당교수허가)

IE341  공학통계 Ⅱ (Engineering Statistics II) 3:0:3(6)

공학통계 I의 계속과목으로서 모수의 추정, 각종 통계량의 분포, 추정 및 가설 검정, 단순 회귀분석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IE241)

IE342  회귀분석 및 실험계획법 (Regression Analysis and Experimental Designs) 3:0:3(4)

다중회귀분석 및 실험계획의 기본이론과 산업공학의 제 문제에 대한 응용방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소제곱법의 원리, 회귀모형의 설정, 다양한 실험계획법의 특성과 그 활용법 등이다.  (선수과목 : IE34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352  CAD/CAM 개론 (Introduction to CAD/CAM) 3:1:3(6)

제품설계 및 공정설계에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원용 설계/가공(CAD/CAM)을 다룬다. CAD/CAM 시스

템의 기본 원리를 공부하고, 상업용 CAD/CAM 시스템을 이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를 이용해 제품 

및 공정 설계를 실습한다. 아울러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해석(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과 자

동공정계획(CAPP, computer aided process planning)의 개념을 익히도록 한다.

IE353  제품개발 및 정보관리 (Product Development and Product Information Management) 3:1:3(6)

본 강좌는 제품개발 개념, 제품개발 프로세스, 제품개발 성능지표, 제품개발을 위한 요소, 효율적 제

품개발 방법론 등을 소개하고, 제품개발 관련 정보의 구조, 정보의 생성, 정보의 경로, 정보의 표현

법, 정보의 관리 방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제품개발 및 개선 실습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실습을 

통하여 제품개발 영역의 산업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IE361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설계 (Human-Computer Interaction Design) 3:1:3(4)

상호작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산업공학기법의 전산응용에 필수적인 인간-컴퓨터 상호작용의 기

본원리를 배우고 실습한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설계의 기법을 학습하고 그 기반 위에 컴퓨터의 능력과 

사람의 능력을 결합하여 시스템기능을 극대화하는 방법들을 강조한다. 특히 문제구조를 가시화하여 제공

하고 인간과 기계의 지능적 결합을 도모하며 인간 문제 해결 능력을 지원하는 등의 기법을 실습을 통하

여 습득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IE261)

IE362  산업정보화 프로그래밍 및 실습 (IT Programming and Practice) 2:3:3(6)

본 과목에서는 산업공학 전공자가 산업공학의 각 분야에서 공부한 제반 기법들을 소프트웨어로 구

현하는 데 필요한 체계적인 C++ 및 JAVA 프로그래밍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적 분석 및 설계 기법, 기본적 자료구조 등을 배우고, 이를 

활용하여 한 학기중 2∼3개의 소규모 팀별 소프트웨어 개발 project를 수행함으로써 실전적인 산업

정보화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또한 여러 산업정보화 관련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실습한다.

IE363  컴퓨터 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3:1:3(5)

확률적 변동 요인을 갖는 생산 및 제조시스템,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서비스 시스템 등의 공학 시

스템의 합리적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성능분석 및 의사결정을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과 

분석기법을 다룬다. 전기한 공학시스템들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상태변화가 특정 사건(Event)의 발생

시에만 변화하는 성질을 갖는 이산사건시스템(Discrete Event System)을 주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다룬다. 특히, 확률적 변동이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OR II와 같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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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기법을 보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학습하고 실습한다.  (IE24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412  안전공학 (Safety Engineering) 2:3:3(2)

산업재해의 종류와 발생기구, 산업재해 발생과정의 추계적 분석, 산업재해의 체계적 관리 및 산업재

해 방지를 위한 방법 분석 등을 다룬다.

IE413  감성공학 (Aesthetic Engineering) 2:3:3(3)

인간의 감성을 정량, 정성적으로 측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이를 제품이나 환경의 설계에 적

극 응용하여 체계의 사용성과 멋을 높이는 접근방법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Multidimensional Scaling, 

Semantic Differential Method, Human Sensation, Fuzzy Sets and Control, Neural Network 등이 포함된다.

IE 414  인지과학과 시스템 (Cognitive Science and Systems) 3:1:3(4)

정보기반 시스템의 인지과학적 배경지식으로서 인간정보처리기능과 인간의사결정에 대한 현상적 이

론을 다루고 그에 상응하는 모형론, 지원방법들을 학습하여, 인간과 컴퓨터로 이루어진 지능시스템

의 분석과 설계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지능적 인터페이스와 인간-기계 협업적 시스템의 구

축을 지향한 시스템적 응용 능력을 배양한다.

IE421  공업경제 및 원가관리 (Engineering Economy and Cost Analysis) 3:0:3(6)

공업체계에 있어서의 제반 경제성 문제를 분석, 평가하는 이론과 기법을 다룬다. 중요한 논제로는 

경제학의 기초지식, 공업경제 문제의 특색, 자금의 시간적 가치개념, 현재 및 연간 비용방식에 의한 

분석방법, 보수율 기준에 의한 분석방법, 기업부기방법, 감가상각, 과세분석, 공공사업의 경제성 및 

평가분석, 투자계획 평가분석방법, 기계장치 교체정책 등이 있다.

IE422  경영조직론 (Management Organization Theory) 3:0:3(6)

고전과 근대의 기초 조직이론에 관해 살펴보는 것으로서 관리의 기능과 개념, 그리고 개인, 작업단

체, 조직의 행위에 대한 것이다.

IE423  물류관리 (Logistics Management) 3:1:3(5)

조달, 생산, 분배과정의 물류관리 관련 경영기법을 다룬다. 설비 배치 계획에 필요한 정보 및 이의 

수집, 분석방안을 소개하며, Systematic Layout Planning, Computer Aided Layout Planning, 정량적 설비 

배치 모델, 배차 계획 등을 논의한다.

IE431  최적화 모형 (Introduction to Optimization Theory) 3:0:3(3)

이 과목은 O. R. 연구를 위한 다양한 최적화 기법들을 소개하고 최적화 모형 정립에 관련된 전략들

을 강의한다. 예를 들면 각 O.R. 모형들의 응용상황을 분석하고, 경영이나 관리 및 시스템 차원에서

의 설계나 성능분석을 위한 접근 전략을 모색한다.  (선수과목 : IE331, IE332)

IE432  의사결정론 (Decision Analysis) 3:0:3(4)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는 상황 하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기법을 다룬다. 위험(Risk)이 있는 복잡한 의

사결정 문제를 체계화하여 모델링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기법을 배운다. 주요 모델로는 

Baysean Decision Model, Decision Tree, Influence Diagram, Analytic Hierarchy Processes 등을 포함한다. 

특히, 주관적인 믿음이나 가치 또는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기존의 수리적 모델에서 다루지 못한 경

험과 주관적인 판단을 체계화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Risk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룬다. 수리적 최적 의사결정 모델(Normative Models)을 주로 다루되 의사결정자의 정보처리 및 인

지능력에 따라 의사결정 및 판단이 왜곡되는 행태적 모델(Behavioral Models)도 간략히 소개한다.  

(선수과목 : IE241 또는 담당교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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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433  운용과학 소프트웨어 개발전략 (Operations Research Software Studies) 3:0:3(3)

이 과제에서는 O. R. 분야의 최적화 이론들을 software화하는 기본방법과 전략을 시스템 차원에서 

강구하고, 또한 그 현실 기여의 효율 제고책 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 운영체

계와 통신 네트웍 및 주요 현실 O. R. 문제별 난해성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상용 O. R. 패키

지들을 비교 분석해서 올바른 활용책을 연구한다.

IE434  통신서비스 및 시스템 개론 (Introduction to Telecommunication Service and Systems) 3:1:3(3)

음성통신을 기본으로 통신망의 구조와 기본 통신기술을 다룬다.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변조, 음성 디

지털 화, 전송 및 교환시스템을 포함하며, 통신서비스, 기초 정보이론과 트래픽 분석을 다룬다.

IE435  통신경영 및 정책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and Policy) 3:0:3(3)

통신분야의 경영 및 정책분야를 다룬다. 통신경제구조, 통신사업의 규제 및 규제완화, 사업자간 요

금경쟁 및 경쟁정책, 통신표준화를 포함한다. 통신역사 및 기술발전에 따른 향후 전망을 다룬다.  

(선수과목 : IE434)

IE436  OR 응용 사례 (Applications of Operations Research) 3:1:3(4)

OR의 이론과 모형들이 실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제 응용 사례들을 통해 

공부하도록 한다. 응용 분야는 생산 시스템, 로지스틱스, 통신, 항공, 금융, 서비스산업, 공공분야 등을 

포함하고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실제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수업은 필요한 배경 지식에 대

한 간략한 소개와 응용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며 수강생은 각자 선택한 응용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발표할 기회를 갖는다.

IE441  품질관리 (Quality Control) 3:1:3(5)

총체적 품질관리의 기본원리, 관리도법과 공정 능력분석 등을 통한 통계적 공정관리, 각종 샘플링 

검사 등의 통계적 품질관리기법과 그 응용을 다룬다.  (선수과목 : IE241, IE341)

IE442  통계자료분석 사례연구 (Case Studies in Statistical Data Analysis) 3:1:3(4)

공학 및 경영자료에 대한 통계적 분석방법과 해석을 다룬다. 통계자료의 정리 및 분석, 확률지 및 

그래프를 이용한 분석, 회귀분석 등을 다루며, 특히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실제 사례연

구에 중점을 준다. (선수과목 : IE34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451   IT 서비스 공학 (IT Service Engineering) 3:1:3(6)

기업 및 공공부문의 대형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분석부터 대상 프로세스 분석 및 혁신, 정보시스템 

설계, 개발, 설치, 운용, 사후서비스에 이르는 전주기에 걸친 IT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계

획 및 설계하고 통제하기 위한 기술 및 방법론을 교육한다. 제조 및 서비스 산업의 정보시스템 Best 

Practices와 선진 SI(System Integration) 업체의 서비스엔지니어링 실무도 함께 소개한다.

IE452  공학설계 (Engineering System Design) 2:3:3(5)

제품이나 설비 또는 제조시스템의 설계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소개하고 이를 직접 실습

과정을 통하여 구현한다. 수강생으로 하여금 설계 대상을 선택하게 하여 문제 정의, 기능 요구조건 

파악, 설계변수 선정, 설계 결과 분석 등의 전 과정을 실제로 따르게 한다.

IE461  자료 및 정보시스템 (Data & Information Systems) 3:1:3(6)

정보시스템의 전략적 역할 담당의 관점에서, 우선 기반이 되는 자료 및 정보의 체계적 모델과 응용 

그리고 다양한 정보기술 환경 하에서의 전개를 다루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정보 시스템과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의 디자인 설계, 개발, 관리를 다룬다.  (선수과목 : IE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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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462  인터넷 비즈니스 컴퓨팅 (Internet Business Computing) 3:2:3(4)

성공적인 e-Business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인터넷 컴퓨팅 기술 및 시스템 설계기술을 공부

하고, 웹 기술을 이용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실습한다.  

IE48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Ⅰ (Special Topics in Industrial Engineering Ⅰ) 3:0:3

산업공학 전반에 걸쳐서 학사과정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IE490  졸업연구 (Thesis Study) 0:6:3

독자적 문제 제시능력과 해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문헌조사, 실험, 해석과정을 거치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한다. 학생은 각자 수행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서술하여 제출한다.

IE495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in BS) 0:6:1

학생과 교수간에 개별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관심분야는 학생과 교수간의 접촉으로 정한다.

IE496  학사 세미나 (Seminar in BS) 1:0:1

본 세미나 과목에서는 e-Business 및 제조혁신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산업공학과 졸업생들을 연사로 초청

하여 해당분야의 기술동향과 현업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도록 한다. 세미나는 2주에 한 번씩 학기당 총 

7회를 개최한다.

❒ 석․박사과정

IE511  인간중심 체계 설계 (Human Centered Systems Design) 2:3:3(2)

학생들에게 제반 설계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어떻

게 적용하는가를 훈련시킨다. 인간을 둘러싼 기계적 물리적 환경조건이 작업수행상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며, 특히 인간 기계 체계의 설계에서 인간공학의 자료가 어떻게 이용되는가를 중점적

으로 취급한다.

IE522  공업경제 고등논제 (Advanced Topics in Engineering Economy & Cost Analysis) 3:0:3(6)

공업경제와 원가분석의 기초과목에 이어 산업체 내에서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관한 고차적 문제를 

다루며, 공업경제적 분석이 산업체의 경영정책 결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얼마나 경영의사결정의 효

율을 증대시키는가를 연구한다. 대상 논제로는 재원의 제약 및 정보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투자정책, 

대차 및 소유관계, 생산대 구매, 비용편익분석, 설비대체 등에 관한 것을 다루며 세미나, 개인과제에 

사례연구가 활용된다.  (선수과목 : CC513 또는 담당교수허가)

IE523  생산체계 설계론 (Production System Design) 3:1:3(5)

생산시스템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디자인, 계획 및 통제하는 원리를 연구한다. 특히 생산 시스템의 

기본개념, 생산함수, 예측, 생산계획의 수리적 모형, Group Technology, Material Requirements Planning 

및 도요다 생산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이와 관련된 논문을 소개한다.

IE524  시설계획이론 (Optimal Location of Facilities) 2:3:3(5)

시설의 위치설정 및 디자인에 관한 문제를 분석적 접근방법으로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Minimum 

Location Problem, Minimax Location Problem, Storage Systems Layout, Location-Allocation Problem, 

Network Location Problem 및 Covering Problem을 다룬다. 또한 긴급 구호시설 적정배정 등의 Public 

Sector 문제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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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25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3:1:3(4)

프로젝트관리 개념과 계획모델 및 알고리듬, 작업분할구조(Work Beakdown Structure), 프로젝트관리 프로

세스, 관리시스템 등을 학습하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와 SW개발/SI프로젝트의 관리에 적용하는 기술을 

교육, 실습한다.

IE526  정보화 조직 경영과 리더십 (I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3:0:3(4)

본 과목에서는 산업공학 전공자가 기업 정보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IO의 역할과 

책임, 정보화 조직관리 및 경영, 정보기술 운영, 정보화 동향분석 등 정보화 조직 경영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CIO의 비젼과 역할, 정보시스템 조직관리, 벤처기업과 

정보화,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기업정보화 전략, 정보화 리더십 등 제반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성공적인 제조업체의 CIO, 벤처기업의 CEO/CIO, S/I 업체의 책임 컨설턴트를 연사

로 초청 활용한다.

IE531  선형계획법 (Linear Programming) 3:1:3(6)

선형계획법의 이론 및 응용을 깊이 있게 다룬다. Polyhedral convex sets, Systems of linear equations 

and inequalities, Theorems of the alternatives, Duality theory, Decomposition principle 등을 다루고, 선형

계획법의 해법으로 Simplex method, Interior point method를 소개한다.

IE532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Simulation and System Modeling) 3:1:3(6)

복합적인 실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formal model을 세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system modeling formalism, 여러가지 world views, 

네트워크에  의한 시스템 모델, next-event 방법, input modeling, output analysis, variance reduction 방

법 등을 다루고 SIMAN 등의 상업용 시뮬레이션 언어의 사용법도 습득시킨다.

IE533  시스템 공학 (Systems Engineering) 3:0:3(4)

이 과목에서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핵심기술 개발 과제인 시스템의 구성(섥)과 관리에 관련된 최적화 

문제를 논리적으로 다룬다. 주요 강의 과제로는 타당성 조사분석, 시스템 분석 및 평가, 시스템 최

적화, 기본 설계 개념, 시스템 신뢰성 및 지원성, 관련공학 계수들의 추정, 소요예산 및 가격의 추정 

등의 분석과제들이 핵심적으로 다루어진다. Concurrent Engineering 개념도 함께 다루어진다.

IE535  네트웍 이론 및 응용 (Network Theory and Applications) 3:1:3(4)

산업 Logistics 체계, 통신망 설계 및 관리, software 서비스 체계, 수송체계 및 기타 관련분야의 

Network 모형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다. 동시에 현실 응용을 위

한 Shortest Routes, Minimum Cost Flow, Traveling Salesman 문제, 시설배치 및 Network 설계 등에 관

한 Algorithm 연구와 개발이 집중적으로 토의된다.  (선수과목 : IE531)

IE536  스케줄링 이론 및 응용 (Scheduling Theory and Applications) 3:0:3(4)

서비스(유통 및 통신) 일정 및 생산일정 계획수립(외주관리 포함)과 조립공정관리, 사업추진 일정관

리 및 투자일정관리 등의 문제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최적 일정관리 계획수립 방법에 대해서는 

선형 및 정수계획법, 동적계획법, Network 분석법, 대기이론, Branch-and-Bound 기법, Simulation, 통계

이론, 확률이론 등의 전문적 응용이 모색된다.  (선수과목 : IE531)

IE537  경영데이타통신 (Business Telecommunication Systems) 3:1:3(3)

광역 및 근거리 통신망과 그 프로토콜, 트래픽 특성 및 네트웍의 생존성 및 신뢰성을 다룬다. 송, 

전송매체, 링크컨트롤, 다중화의 기본개념과 서킷 및 패킷교환, 프레임릴레이, ATM을 포함한다. 이

더넷을 기본으로 하는 근거리 통신망과 인터넷에서의 전송신뢰성 및 TCP/IP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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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38  유전알고리즘 및 응용 (Genetic Algorithms and Applications) 3:1:3(3)

최적화와 관련된 휴리스틱 접근법을 다룬다. 유전 알고리즘과 타부서치의 이론적 연구와 알고리즘

의 개선 방법을 검토한다. 유전 알고리즘에서는 해의 coding 방법, 유전인자의 교배 및 돌연변이, 개

체의 선택방법을 다루며, 타부서치에서는 search의 심화 및 다양화를 다룬다. 최적화 문제 해결을 위

한 응용도 포함한다.

IE542  회귀분석의 이론과 실제 (Regression Analysis: Theory and Practice) 3:0:3(6)

회귀분석의 일반이론과 산업공학의 제 문제에 대한 활용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일반 선형모형이론, 단순 및 다중 회귀분석, 다항회귀, 변수선택, 반응표면분석, 비선형 회귀분석 등

이다.  (선수과목 :  CC51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Manufacturing System and Supply Chain) 3:1:3(6)

산업공학 전공학생들로 하여금 제조시스템 및 공급체인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양한 제조 공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시킨다. 

또한 제조업의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고, 공급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제조시

스템의 종류, 제조시스템의 변화, 제조 및 공급시스템 모델링 방법론, 제조정보시스템 framework, 공

급체인관리 등이 있다.

IE552  CAD/CAM과 형상모델링 (CAD/CAM and Geometric Modeling) 3:1:3(6)

본 강좌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에 CAD/CAM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요구되는 기본이론과 실무경

험을 습득시키고, CAD/CAM 및 관련 응용에 필요한 형상모델링 이론을 다룬다. 주요 강의주제로는 

형상모델의 정의/분류, 곡선/곡면/입체의 표현방법, 3차원 CAD, 3차원 CAM, 자동공정계획(CAPP), 특

징형상추출, 역공학 (reverse engineering)등이 있다.

IE553  동시공학 및 PDM (Concurrent Engineering and Product Data Management) 3:1:3(6)

본 강좌는 동시공학의 개념, 제품개발 프로세스, 동시공학 접근방법, 동시공학 프로세스 설계방법 및 

동시공학 사례를 소개하고, 동시공학의 구현을 위한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의 기본 

개념, 주요기능, 구현 방법론 등을 다루고, 동시공학 및 PDM 시스템 구현 사례분석 내용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E561  고급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Analysis) 3:1:3(6)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과 함께 산업활동의 컴퓨터 지원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각론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문서화 기법, 의사결정 지원시스템과 전문가

시스템의 응용, 현대적 프로그래밍 기법 등을 다룬다. 또한 사용자와 시스템의 상호연계에 관련된 

모형들을 개관한다.

IE562  정보시스템 설계 (Information System Design) 3:1:3(6)

정보기술과 산업공학의 문제 해결 기술, 시스템 공학적 접근법 등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및 도구, 산

업공학 기법들과 인간 의사결정의 종합적 응용을 통한 협업적 문제 해결 방법, 이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

이스 설계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IE563  프로세스 모델링 및 시스템 통합 (Business Process Modeling and System Integration) 3:3:4(5)

기업의 설계 및 엔지니어링, 생산 및 제조, 품질 관리 및 보증, 구매, 로지스틱스, 유통 및 판매, 회계 및 

재무 등의 업무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모델링 및 분석 방법, 프로세스 통합기술, 시스템 설계 방법 등을 

교육,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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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64 인터넷 응용프로그래밍 (Internet Application Programming) 3:1:3(4)

기업정보/산업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IT 기반기술을 학습하며, 실습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의 구

축 기술을 체득한다. 주요 논제로는 산업정보시스템의 구조, 미들웨어를 이용한 분산 시스템, Web기

반 시스템, XML 프로그래밍 등이 포함된다.

IE570 군사 OR이론과 응용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3:1:3(4)

학생들에게 군사 OR 이론 (탐지, 표적할당, 사격명중률, 피해평가, 게임이론, 신뢰성 이론, 수송문제)

과 그 응용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제반 군사문제에 대한 과학적 분석능력을 배양시키고자 함. 

IE571  워게임 모델링 (War Game Modeling) 3:1:3(4)

본 과목은 대부대 및 소부대 지상 작전에 대한 지상전투 모델의 기본도구와 개념에 대해 소개를 한

다. 과목의 기본 목적은 수강자들에게 지상작전 모델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불변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IE 572  무기체계분석 (Analysis of Weapon Systems) 3:1:3(4)

무기체계 획득 관련 비용대 효과분석의 이론과 사례, 무기체계 효과분석 방법 및 사례, 무기체계의 

신뢰도, 가용도, 정비도 모형이론, 합동무기효과 방법론, 게임이론과 응용 등의 내용을 강의함으로써 

OR의 군적용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IE601  산업공학 실습 (Factory Training) 0:6:2

산업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의 공정을 익히고, 현장문제와 이론과의 연관

성을 몸소 체험하도록 한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산업체 현장에 배치되며, 실습후 실습한 내용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IE611  작업 생리학 (Work Physiology) 3:0:3(3)

산업환경이 인체의 작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며, 특수 

작업환경에 관한 개념을 개발한다. 과목의 중점은 인체활동의 연구에 있으며, 주요 논제로는 인체의 

정보처리과정, 인체역학, 작업안전 및 건강문제 등이 포함된다. 

IE624  재고관리 체계분석 (Analysis of Inventory Management Systems) 3:1:3(6)

재고관리체계의 분석 및 설계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주요 논제로는 일정(동적)수요 및 추계적 수요

를 대상으로 연속 또는 주기적 점검에 따른 재고체계운영 Policy 들이 집중적으로 토의되며, 다중 

제품이나 Perishable (Deteriorating) 제품에 대한 재고체계 연구도 함께 고려된다. 또한 Lot sizing 문제

도 포함된다.

IE625  유연제조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 (Design and Operation of 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3:0:3(6)

유연제조시스템의 도입, 설치와 운용에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사결정사항을 다룬다. 시스템

의 효율적인 설계 및 운용을 위하여 최적화 기법, 확률 및 대기행렬모형, 시뮬레이션 등의 운용과학

의 도구들을 주로 사용한다. 시스템 성능평가모형, 설계기법, 경제성 평가, 유연성, 생산준비, 스케쥴

링, 통제 및 공구관리 등의 제반 문제가 다루어진다.

IE630  비선형계획법 (Nonlinear Programming) 3:1:3(6)

NLP의 이론 및 계산방법 연구에 역점을 두며, 특히 고전적인 것과 현대적인 연구를 병행한다. 

Unconstrained, Constrained 문제를 다루며, Gradient, Penalty 및 Barrier 방법, Interior Point Method 와 

Kuhn-Tucker이론, Saddle Point, Duality 등이 주요과제이다.  (선수과목 : IE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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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31  정수계획법 (Integer Programming) 3:1:3(6)

정수계획법의 모형, 이론 및 계산연구가 중점 토의된다. 실제 문제를 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 하는 방법과 

computational complexity, 가능해의 convex hull 의 description 방법 등이 토의된다. 계산방법으로 

Branch-and-Bound, Lagrangian Relaxation, Strong cutting-plane method 등을 연구한다.  (선수과목 : IE531)

IE632  추계적 과정 (Stochastic Processes) 3:1:3(5)

생산 및 제조시스템, 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서비스시스템 등의 공학적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을 위

한 성능분석에 필요한 확률적 모델링과 분석기법을 다루되 OR-II보다 심도 있는 수리적 모델 및 분

석방법을 학습한다. Renewal Processes, Markov Chains, Stationary Processes, Brownian and Diffusion 

Processes, Stochastic Petri Nets, 기본적인 Queueing Models 및 Queueing Networks, Markov Decision 

Processes 등의 모델링과 분석기법, 응용방법을 주로 배운다. 클래스에 따라 Markov Renewal Processes, 

Martingales, Large Deviation Theory, Advanced Traffic Models 등의 최신 토픽도 간략히 소개될 수 있다. 

(선수과목 : 수리통계 또는 담당교수허가)

IE633  대기이론 (Queueing Theory) 3:0:3(6)

생산 및 제조시스템에 대한 대기현상을 주로 다루며, 단일 대기모형과 대기행렬 네트웍에 대한 분석기법

을 학습한다. 관련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생산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에의 응용사례를 실습한다. 

Stochastic Petri Net을 이용한 Synchronized Queue Network에 대한 분석기법도 소개한다.  (선수과목 : 

IE632)

IE634  신뢰성 및 보전공학 (Reliability and Maintenance Engineering) 3:0:3(3)

한 구성부품 또는 한 체계의 생존수명을 예측하고 최적화하기 위한 수학적 모형 및 분석방법을 개

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정비 및 교체에 관하여 이론을 실천적으로 응용하는데 역점을 둔다. 주

요 논제는 신뢰도 개념의 정의, 신뢰도 함수, 체계의 신뢰도 측정, 신뢰도공학 응용 등이다. Dynamic 

Programming, 적정교체 및 Redundancy, 체계의 비용효과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다.

IE635  조합 최적화 (Combinatorial Optimization) 3:0:3(4)

다양한 조합최적화 문제의 이론과 응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대상문제는 짝짓기 문제 및 외판원 문제와 

이들의 변형, 그 밖의 그래프에서 발생하는 조합최적화 문제들, Integrality of Polyhedra, Matroid and 

Submodular Functions, 그리고 semidefinite programming의 조합최적화 문제에 대한 응용 등을 포함한다.

IE636  신경망 이론 및 응용 (Neural Network Theory and Applications) 3:1:3(3)

신경망 이론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운 문제들을 휴리스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론이다. 기존의 정

규적인 최적화 방법이 가지고 있는 지식습득 과정을 시뮬레이트 한다. 여기서 다룰 내용은 지식습

득분석, 인식분석, 다단계 인식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알고리듬들을 논의한다.

IE637  통신시스템 최적화 (Telecommunication Systems Optimization) 3:1:3(3)

본 강의에서는 통신시스템에서 발생하는 planning 및 scheduling 문제를 optimal하게 분석하고 실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알고리듬 개발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대상은 산업공학 뿐만 아니라 통신

분야에 관한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학생들이다. 내용은 통신시스템 분석에 주로 사용되는 최적화 

이론인 Computational Complexity, Heuristic Optimization, Lagrangean Relaxation 기법 등을 개략적으로 

다루고 이동통신, 위성통신, 유선망 등에서의 문제들을 다룬다.

IE638  이동통신시스템 (Wireless and Cellular Communication Systems) 3:1:3(3)

무선 및 이동통신망 및 그 시스템을 다룬다. 라디오의 기본특성, 양방향 및 다중접속을 포함하며, 셀룰

러의 기본개념, 셀룰러의 제한성, 마케팅, 스펙트럼과 그 효율, 그리고 이동 통신의 변천사, 1, 2, 3 세대 

표준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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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39  공급체인 최적화 (Supply Chain Optimization) 3:0:3(4)

Internet 환경에서, 특히, B2B EC와 연관하여, 서비스나 자원의 공급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존의 

O.R. Model들 (예: 네트워크 이론, 수송 이론, 스케줄링 이론, 재고관리 이론 등)을 통합 활용하고자 

공급체인최적화를 강의하고자 한다. 본 강의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Strategic Level에서의 공

급체인용 Flow Network의 설계이론을 다루고, 이에 따라 Tactical Level에서의 Sourcing 이론, 

Production Planning 이론, Logical Routing 이론들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Operational Level 차원에서, 

Scheduling 이론, Inventory 이론, Vehicle Routing 이론 등을 함께 다뤄서, System 차원의 통합을 모색

하고자 한다.

IE641  수리통계학 (Mathematical Statistics) 3:0:3(8)

근대 확률론과 통계적 방법의 수학적 이론을 다루며, 주요 논제로는 확률론 및 통계적 방법의 기본

원리, 확률변수 및 분포함수, 대수법칙 및 중심 극한정리, 통계량 분포, 점 및 구간추정, 가설검정이

론, 비모수 추론 및 축차적 추론 등이다.  (선수과목 : CC51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642  예측 및 시계열 분석 (Forecasting and Time Series Analysis) 3:1:3(6)

현존하는 통계적 예측기법의 이론과 그 응용을 다루며, 주요 논제로는 예측개론, 이동평균, 

Decomposition, 지수평활법, 회귀분석방법, 예측오차분석, Box-Jenkins 모형 및 Spectral Analysis, 베이

스 예측기법 및 정성적 예측기법 등이다.  (선수과목 : CC511 또는 IE641)

IE643  실험계획 및 분석 (Design and Analysis of Experiments) 3:1:3(4)

실험계획 및 실험결과의 통계적 분석과 산업공학 문제에의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요 논제로

는 분산분석의 원리, 제품 및 공정의 설계와 개선을 위한 실험계획법, 비용과 통계적 효율성을 고려

한 최적 실험설계 등이며, 일원 배치법, 다원 배치법, 일부 실시법, 난괴법, 분할법, 지분실험법, 직

교배열 등의 특성과 활용법을 다룬다.  (선수과목 : CC511 또는 담당교수허가)

IE644  수명시험 및 분석 (Life Testing and Survival Analysis) 3:0:3(4)

수명시험에 관련된 다양한 개념과 수명분포의 특성 및 수명 데이타의 분석방법을 다룬다. 또한 가

속수명시험 및 신뢰도 합격판정 샘플링계획의 설계와 비례고장률 모형, 다고장 수명모형 등의 분석

방법을 다룬다.  (선수과목 : CC511 또는 IE641)

IE645  품질공학 (Quality Engineering) 3:0:3(6)

통계적 품질관리 분야의 고급기법에 대한 이론 및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도의 설계 

및 해석(CUSUM, EWMA, VSI 관리도 등), 공정능력 분석 및 공정 모수 설정, 실시간 공정제어, 샘

플링 검사 방식의 설계, 다변량 및 벌크 샘플링 검사, 스크리닝 검사, 로버스트 설계기법 등이다.

IE646  데이터 마이닝 (Data Mining) 3:1:3(4)

데이터 마이닝의 기본 개념, 모델, 알고리즘, 응용사례 및 전개방법을 다룬다. 구체적 기법으로는 데

이터 시각화, 군집화, 연관성 규칙, 의사결정나무분석, 인공신경망 등을 포함하며, e-business와 관련

하여 web mining, CRM분야에서의 응용방법을 다룬다.

IE651  생산정보화 모델 (Manufacturing Information Model) 3:1:3(6)

글로벌 생산 환경 및 정보화 모델의 개념을 소개하며, 기존의 참조 모델 소개를 바탕으로 생산 정

보 모델 구축 방법을 논한다. 주요 내용은, 1) 생산 정보화 모델의 개념 및 원리, 2) 국제 표준 등에 

기반 한 생산 정보화 통합 구조 참조 모델, 3) 생산 정보화 모델의 관점 (Perspective) 및 관련 모델: 

functional model, information model, resource model, organization model, 4) 생산 정보 참조 모델, 4) 생

산 정보화 통합 모델 구축 실습 (ORACLE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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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52  산업용 소프트웨어 설계 (Industrial Software Design) 3:1:3(6)

본 과목에서는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제반 유형 및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용 소프트웨어

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체계적인 방법론을 습득시키도록 한다. 주요 논제로는 1) 제조정보시스템의 

업무 process 및 requirement 분석 방법론 2) 객체 지향적 분석 및 설계 3) RUP와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 방법론 4)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 (CASE tool)의 사용 5) 소프트웨어의 configuration 및 revision 

관리 6) 표준 템플릿 라이브러리의 활용 7) 상품화된 산업용 소프트웨어의 활용 실습 등이 있다.

IE653  가상생산 (Digital Manufacturing) 3:1:3(6)

본 강좌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프로세스의 정의를 컴퓨터상의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기술

에 관하여 공부한다. 주요 강의주제로는 디지털목업(DMU), 가상 프로토타이핑(Virtual prototyping), 

가상 생산공정 설계, 가상 공장 설계, 생산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IE661  전문가시스템․인공지능 개론 (Introduction to AI/ES Technology) 3:0:3(6)

기계적 문제해결, 협력적 문제해결, 지식표현, 지식획득, 기계학습, 인지모형, 전문가 시스템 등 인공

지능의 기초이론을 다룬다. 이들 기법들의 산업활동에의 응용이 특히 강조되며, 이에는 시스템 감

시, 진단문제, 협력적 의사결정,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및 훈련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IE711  인간성능계측 및 분석 (Human Performance Measurement & Analysis) 2:3:3(2)

인간공학 실험 및 연구에 관련된 심리적, 생리적 혹은 정신운동(Psychometer) 성능 데이터를 얻는 기법과 

데이터의 Real Time Processing, 데이터의 Transformation 등을 취급한다. 특히 Micro Computer를 사용한 

대량 자료의 자동획득 및 처리와 그 응용에 중점을 두며, 실제적인 적응력을 기르기 위하여 project 형태

로 진행한다.

IE722  자재취급시스템 (Material Storage & Handling Systems) 3:0:3(5)

제조산업을 대상으로 자재를 효율적으로 취급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의 디자인, 운영 및 제어에 관

한 분야를 다룬다. 주요 과제로는 자재취급 시스템의 체계적 분석, 보관품의 저장위치 결정, 자동창

고 시스템의 디자인과 스케쥴링, 로터리형 창고분석, Palletizing 방안, 컨베이어 디자인, 호이스트 스

케줄링, 무인 운반차의 디자인 및 이송라인 모델 등이다. 

IE723  공급체인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1:3(5)

기업간의 물류, 구매 및 조달, 운송, 생산, 유통 및 판매 등의 프로세스와 제품설계의 혁신에 의한 

로직스틱스 프로세스 개선, 기업간 정보공유 및 전달 시스템에 의한 관련 프로세스 통합, 로지스틱

스 시스템 설계, Planning기법 및 시스템, 기업간의 제휴 및 협력 등을 교육, 실습함.

IE734  동적체계분석 (Dynamic Systems Analysis) 3:1:3(5)

시간에 따라 상태가 동적으로 변화하는 공학시스템의 모델링 및 분석 기법을 다룬다. 우선, 상태가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 미분방정식에 기반하여 모델링, 분석하는 전통적인 선형시스템(Linear 

System)이론을 간략히 소개한다. 상태 모델링, 상태변환식, 전이상태계산, 평형상태 및 안정성, 

Asymptotic Behavior 등을 Eigenvalues, Eigenevector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PID Control 등의 

Feedback Control, Optimal Control의 개념을 포함한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자동화시스템 통합, 통신 

프로토콜 설계, SW Engineering 등의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산사건 시스템(Discrete Event 

Dynamic System)을 모델링, 분석, 제어하기 위한 Petri Net, Automata Model 및 Language Theory, 

Minimax Algebra, Supervisory Control Theory 등을 집중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동적 시스템 모델이 

General System Theory과 Algebraic System Theory 등에서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도 간략히 소개

한다.  (선수과목 : 선형대수 대등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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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744  통계적 의사결정론 (Statistical Decision Theory) 3:0:3(6)

불확실성 하에서의 의사결정에 관한 통계적 이론 및 그 응용을 다루며, 주요 논제로는 효용이론, 사

전 정보 및 주관적 확률, 베이스 및 미니맥스 결정방식, Admissibility, 완전성 및 불변성, 복합 및 축

차 결정방식 등이 포함된다.  (선수과목 : IE641)

IE751  제조 자동화시스템 모델링 (Modeling of Automated Manufacturing Systems) 3:1:3(6)

본 강좌의 목적은 제반 제조 자동화 시스템(FMS, FAS, AS/RS, SBS 등)들의 기본 구조와 기능을 이해

하고 대상 시스템을 이산 사건 시스템으로 모델링하는 연구과제를 모색하는데 있다. 주요 논제로는 이

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이론, 시스템 모델링 방법론(Petri-net, Event Graph, JR-net 등), 자동제조/물류시스

템 설계분석 등이다.

IE753  생산자동화 통신 (Factory Communication) 3:1:3(5)

생산자동화 및 CIM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제어 및 감시를 위한 데이터 전송, 장비와 컴퓨터간의 메

시지 교환, 컴퓨터간의 정보교환 등을 포함한 최신 통신기술, 통신망 설계, 망구축과 운영, 통신서비

스 및 분산 애플리케이션 기술 등을 교육, 실습한다.

IE761  인지시스템 공학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3:0:3(6)

인간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고려하고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제고하

는 방법을 추구한다. 인간과 기계의 지능모형, 의사결정과 정의 규범적 이론들과 행태적 이론들, 사

용자와 기계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모형들이 시스템 공학적 입장에서 다루어지며, 이들의 응용

에 관련된 문제들이 강조된다.

IE762  산업정보 네트워크 (Industrial Information Network) 3:1:3(4)

기업간의 정보공유 및 전달을 위한 통신 및 정보 기술, 기업간 프로세스통합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기술, CALS/EC(전자상거래) 및 국가정보망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술을 교육, 실습한다.

IE801  산업공학의 특수논제 Ⅱ (Special Topics in Industrial Engineering Ⅱ) 3:0:3

산업공학 전반에 걸쳐서 석.박사과정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특수논제를 개설할 수 있

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IE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IE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in MS) 1:0:1

산업공학 전반에 걸쳐서 석사과정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교수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산업공학 분야의 유익한 응용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IE966  세미나(석사) (Seminar in MS) 1:0:1

산업공학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과제 및 산업공학 기법의 적용사례를 다룬다.

IE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IE985  개별연구(박사) (Independent Study in Ph.D.) 1:0:1

산업공학 전반에 걸쳐서 박사과정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교수의 승인을 

얻어 독자적으로 산업공학 분야의 유익한 응용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리포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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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986 세미나(박사) (Seminar in Ph.D.) 1:0:1

산업공학 분야에서의 최근 연구과제 및 산업공학 기법의 적용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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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디자인학과

학과홈페이지 : id.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4502-3

1. 개  요

  산업디자인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를 탐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창조와 관련되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방법을 연구하는 소프트사이언스이다. 산업디자인학

은 곧 조형예술, 과학기술, 인문학의 성격을 공유하는 종합적인 학문분야로서 여러 학문과의 유기적

인 관계를 통하여 디자인 개발을 주도하는데, 관련되는 지식과 방법을 학제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이

다. 오늘날 비약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진보에 힘입어 생산기술과 소재의 혁신이 가속화

되고 생활양식이 급격하게 변모하게 됨에 따라 가정용품, 사무용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 로봇, 자동

차, 항공기, 디지털 미디어, 환경시스템 분야 등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디자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

다. 특히 국제경쟁력이 높은 우수제품을 개발하여 수출을 증진시켜야 한다는 국가적 당면 과제를 

감안해 볼 때 산업디자인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2000년대의 미래사회에서는 더욱 각광을 

받는 유망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이공계 영재교육기관에 설립된 본 학과는 

과학과 조형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룬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의 영재교육을 실시하므로써 풍부한 전

문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산업디자이너를 양성하는데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학과는 고도 정보화사회에서 창의적인 디자인개발을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기초(Engineering Basis)위에 과학적인 사고(Scientific Thinking)와 미적

인 조형감각(Aesthetic Senses)을 골고루 배양시킬수 있는 균형있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본 학과 학사과정에서는 창의적인 디자인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산업디자이너의 양성을 목표로 하

고 있으며, 대학원과정에서는 석․박사과정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보다 심오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연

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세계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Societies of Industrial 

Design : ICSID)에서 추천하는 이상적인 교육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본 학과의 교육프로그램은 미국 

공학교육평가기구(ABET)로부터 “최우수”(Qutstanding)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본 학과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디자인 스튜디오, 디자인 모형제작실, 컴

퓨터 응용디자인실, 멀티미디어 디자인실, 사용환경 시뮬레이션실, 3차원 동작분석실, 디자인 프로토

타이핑실, 인터랙션 디자인실, 전공성형실, 사진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컴퓨터 디자인 지원

을 위한 미디어 센터와 디자인 자료를 열람하는 정보자료실이 있다. 주요 장비로는 진공성형기, 만

능공작 시스템, CAID용 워크스테이션, 인체측정기, 3차원 동작분석기, 레이져 조각기, 고급출력장비, 

건조기, 사진촬영 및 현상, 인화장비 등이 있다. 졸업 후에는 기업의 디자인 연구부서, 디자인 전문

회사 또는 교육기관에서 새로운 제품디자인의 연구,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거나 교육에 종

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특히 본 학과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은 미래 정보화사회를 선

도해나갈 창조적인 고급두뇌로서 새로운 생활문화의 형성과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품

과 제품시스템의 창출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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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 및 연구활동

산업디자인학의 주요 연구실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제품 및 환경 체계 연구실 

본 연구실은, 단일 제품으로서의 디자인 개념을 넘어 인간 삶의 풍요로움과 쾌적함을 구성하는 환경

으로서의 제품 환경 체계에 대한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구 분야는 크게 환경시스템 디자인 분

야, 감성 디자인 분야 그리고 로봇 디자인 분야로 나뉜다. 본 연구실에서는, 제품을 환경 형성의 주

요 인자로 해석하여 제품-환경 체계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며, 감성공학/ 

인자과학/ 심리학 등을 이용한 통합적 디자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다.또한, 로봇 디자인 니즈 확대

에 따른 로봇 디자인의 감성적 접근 방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을 비롯한 

다양한 로봇의 디자인 기준 체계를 정립해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도시환경장치물의 

디자인 체계화와 산업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한중일 문화비교 연구’, ‘감성로봇개발연구’, ‘휴머노이

드 로봇 개발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 ‘노인생활로봇 디자인 개발연구’ 등이 있다. 

❐디자인 경영 연구실

디자인 경영은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디자인의 역할을 최적화하여 디자인 서비스의 질적수준과 생산

성의 극대화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디자인을 기업경쟁력 증진의 전략적 수단으로 이해하고, 디자인 

조직과 디자인프로세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난해한 디자인 문제(Wicked Design Problems)를 과학적이며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며, 

신제품 기회의 발견, 디자인 전략의 수립, 소비자의 지각(Perception)과 기호(Preference)의 분석, 합리

적인 디자인 평가 등과 관련되는 정량적, 정성적 방법을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와 연관시켜 고찰한

다. 주요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국가 디자인 진흥 및 발전 전략; 기업디자인경영시스템;디자인경

영컨설팅; 디자인보호와 지적소유권; 브랜드와 디자인 등.

❐ 디지털 미디어 및 컨텐츠 연구실

디자인의 기술 환경은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컨텐츠의 시대로 변모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부가가치

도 커뮤니케이션의 질적 향상, 우수한 디지털 컨텐츠의 생산과 디지털 미디어 인터랙션의 기술 개

발에 달려 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및 컨텐츠 연구실은 디지털 테크놀로지에 대한 디자인 지식과 

프로세스에 근거해 새로운 개념의 미디어 인터랙션 및 컨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사고 방식을 통해 디지털 디자인의 다양한 가능성을 정의할 목적으로, 웹 인터페이스, 정보 프리젠

테이션, 텐저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멀티-모달 인터랙션, 디자인 프로토타이핑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인간중심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실

인간의 육체적, 인지적, 감성적,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통하여 인간중심의 인터

랙션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연구실이다. 세부 연구 분야로는 다양한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을 적

용하여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를 발견함으로써 혁신적인 디자인 컨셉을 개발하는 디자인 계획 

(design planning), 사용자의 인지 정보프로세스를 연구하여 사용성이 높은 인터페이스를 개발 평가하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분야 (User-Interface Design), 사용자의 감성적 충족을 이끄는 감성 디자인 

(Emotional Design),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연구하여 디자인에 반영하는 문화적 

디자인 (Cultural Design)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세부 연구분야의 체계적 연구를 위하여 사용자 관찰 

및 분석을 위한 비디오 분석 도구, 원격 사용성 평가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인터넷 사용 마우스 궤

적 추적 소프트웨어, 모바일 사용자의 사용행태 분석을 위한 착용형 카메라 (Wearable camera), 사용

자의 감성 이해를 위한 시선 추적 분석 장치, 다양한 사용성 평가를 위한 사용성 평가 실험실 

(Usability lab) 등의 도구 및 시설을 개발 설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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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 및 인터랙션 디자인 연구실

정보화 시대에 인간 중심적 디자인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동적 디자인(Collaborative Design / 

Co-Design)과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에 대해 중점을 두고 연구한다. 협동적 디자인은 복

잡 다변화된 디자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주목 받는 분야이다. 협동적 디자인의 세부 

연구 분야는 크게 디자이너들 간의 협업, 디자이너와 타 전문가들과의 협업, 디자이너와 사용자간의 

협업과 관련된 이슈들로 나눌 수 있다. 인터랙션은 두 대상이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과정을 순환적

으로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랙션 디자인은 협동적 디자인을 포괄하는 

분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즐길 수 있는 제품/시스템/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하여 여러 분야가 학제적으로 접근하는 분야이다. 본 연구실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인간적 가치가 

극대화된 새로운 인터랙티브 제품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디자인 관점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한다. 

❐ 디자인 미디어 연구실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우리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조형스타일을 바꾸어 왔다. 디자인 미디어는 

디자이너가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발전시키는데 사용하는 다양한 매체적 수단이다. 기술의 발달로 

디자인 미디어의 종류는 날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디자이너는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새

로운 디자인 미디어가 어떻게 디자이너의 창의적 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생활을 풍요

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가능성을 실험하고 탐구한다. 최근 우리는 하이퍼 디자

인 미디어와 탠저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역점을 두어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하이퍼 디자인 

미디어란 증강현실이나 피지컬 컴퓨팅과 같은 신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도구의 무한한 편집자유도와 

전통적인 디자인 재료가 갖는 감각적 실체성을 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디자인의 

대상인 제품을 탠저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해석하고 이를 이용해 편재적 컴퓨팅 환경에서 인간

과 인간, 인간과 인공물간의 상호작용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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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19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26학점 이상)

       ◦ 기초필수 : 17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③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④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⑤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⑥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⑦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발상과 표현(3)을 포함하여 9학점이상

   라. 전공과목(총 52학점 이상)

       ◦ 전공필수 : 평면디자인, 입체디자인, 제품디자인기초, 디지털디자인그래픽스, 제품디자

인 요소, 공간디자인, 디지털문화이슈, 디자인실무론 (총 24학점)

       ◦ 전공선택 : 28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 : 3학점 이상

       ◦ 졸업연구 3학점은 반드시 이수

       ◦ 세미나, 개별연구는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개설되는 전공 교과목중 입체디자인, 제품디자인 기초, 제품디자

인 요소를 포함하여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함.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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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특허분석과 발명출

원 중 1과목 선택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디자인 이슈, 연구방법론 (총 6학점)

   라. 선    택 : 15학점 이상 (당 학과 개설 교과목임.)

   마. 연    구 : 12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 포함)

   바. 디자인 비전공자는 학과에서 인정하는 18학점이내의 학부과정 디자인 관련 과목을 수강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사. 문화기술 학제전공 취득

       산업디자인학과로 입학하여 산업디자인 전공과 문화기술 학제전공으로 졸업하려는 학생

       (본 학과 개설 전공필수 6학점과 선택과목 9학점 이상 및 문화기술 학제전공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선    택 : 39학점 이상(산업 디자인학과 전공과 관련된 타학과 개설 과목 중 6학점이상 포함)

      - 디자인 프로젝트Ⅲ, Ⅳ, 디자인연구이슈, 디자인 스튜디오Ⅱ 중 6학점이상 필히 이수

      - 본인의 전공에 필요한 500단위 이상의 타학과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수한다

   라. 연    구 : 30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 포함)

   마.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연구학점은 제외)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① 재학생이 2001학년까지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2002학년도부터 전면 개편된 교과과정에 

따른다.

      ② 2001학년 이전 입학생의 경우, ID218 디자인그래픽스 수강한 학생은 ID310 인포메이션 디자

인을 이수하면 ID214 디지털 디자인 그래픽스(전공필수)로 인정하고, ID304 제품디자

인 프로그램 을 이수하면 전공필수로 인정한다.

      ③ 교과목 변경에 따른 재수강 대체 과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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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수강교과목 구 분 재수강 대체인정 교과목 비 고

전선 발상과표현/ 정 묘사 기선 발상과 표현 변 경

전필 평면디자인
전필 평면디자인

전선 색채연습

전선 디자인 그래픽스 전필 디지털 디자인 그래픽스

전선 공간디자인/ 전시다지인 전필 공간디자인

전선

전선

산업디자인론

산업디자인개론

디자인사

전선 산업디자인개론

전필 산업조형

전선 제품디자인공학
전선

디자인 생산공정

기술구조디자인

전선
디자인 표현기법

컴퓨터그래픽디자인
전선 표현기법

전필 제품디자인프로그램 전선 제품디자인프로그램

전선 멀티미디어 디자인 전선 멀티미디어 디자인Ⅰ

전선
제품그래픽스

인터렉션디자인
전선 인터랙션디자인

디자인 인간공학 전선 인터페이스 디자인전선

전선 컴퓨터응용디자인Ⅰ 전선 CAD&3D 모델링

전선 컴퓨터응용디자인Ⅱ 전선 인포메이션 디자인

전필 제품디자인시스템 전선 제품디자인시스템

전선 산업디자인특강 전선 디자인 특강

전필 디지털 문화 이슈 전필 신제품 개발론

기선 디자인 문화와 기술 기선 디자인과 생활

      ④ 폐기된 교과목에 따른 재수강 대체 과목 지정

구분 폐기된 교과목 구분 재수강 대체인정 교과목

전선
디자인포트폴리오/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전선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나. 석사과정

      ①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교양과목 

미 이수자는 소속 학과 또는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세미나(1학점)로대체 이수하여야 함. (일반

장학생은 제외)

      ② 재학생이 2001학년까지 취득한 학점은 인정되며, 2002학년도부터 전면 개편된 교과과정에 

따른다.

      ③ 교과목 변경에 따른 재수강 대체 과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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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재수강 교과목 구분 재수강 대체인정 교과목 비 고

전선 고급디자인론 전필 디자인 이슈

전필 제품디자인과제Ⅰ 전선 디자인프로젝트Ⅰ

전필 제품디자인과제Ⅱ 전선 디자인프로젝트Ⅱ

전선 컴퓨터응용디자인론 전선 미디어인터렉션디자인

전선 제품-환경체계론 전선 공간디자인 체계론

전선 고급디자인 방법론 전선 사용자 중심 디자인 방법론

   다. 박사과정

       ① 교과목 변경에 따른 재수강 대체 과목 지정

구분 재수강 교과목 구분 재수강 대체인정 교과목

전필 디자인 스튜디오Ⅰ 전필 디자인 연구 이슈

선택 디자인 조직과 운영 선택 디자인 전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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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기초선택
ID201

ID202

32.201

32.202

디자인과 생활

발상과 표현

3:0:3(2)

2:2:3(3)

이건표

STAFF

봄

가을

전공필수

ID211

ID212

ID213

ID214

ID301

ID302

ID401

ID402

32.211

32.212

32.213

32.214

32.301

32.302

32.401

32.402

평면 디자인

입체 디자인

제품디자인 기초

디지털 디자인 그래픽스

제품디자인 요소

공간디자인

신제품 개발론

디자인 실무론

2:2:3(4)

2:2:3(4)

2:2:3(4)

2:2:3(3)

2:2:3(4)

2:2:3(3)

3:0:3(3)

3:0:3(3)

STAFF

이우훈

STAFF

남택진

STAFF

김명석

이우훈

정경원

봄

봄

가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

*

전공선택

ID215

ID216

ID217

ID218

ID303

ID304

ID305

ID306

ID307

ID308

ID309

ID310

ID403

ID404

ID405

ID406

ID407

ID410

32.215

32.216

32.217

32.218

32.303

32.304

32.305

32.306

32.307

32.308

32.309

32.310

32.403

32.404

32.405

32.406

32.407

32.410

산업디자인개론

제품디자인공학

표현기법

사진기법

디자인방법론

제품디자인 프로그램

웹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I

인터페이스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CAD & 3D 모델링

인포메이션 디자인

제품디자인 시스템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II

디지털 컨텐츠론

제품-환경체계 디자인

디자인 특강

3:0:3(3)

3:0:3(3)

2:2:3(3)

2:2:3(3)

3:0:3(3)

2:2:3(4)

2:2:3(3)

2:2:3(3)

2:2:3(3)

2:2:3(3)

2:2:3(3)

2:2:3(3)

2:2:3(4)

2:2:3(3)

2:2:3(4)

3:0:3(3)

2:2:3(4)

1:0:1(1)

STAFF

STAFF

STAFF

STAFF

이건표

STAFF

STAFF

STAFF

이건표

남택진

남택진

STAFF

STAFF

STAFF

STAFF

STAFF

김명석

STAFF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봄

*

*

*

*

*

연    구

ID490

ID495

ID496

32.490

32.495

32.496

졸업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0:6:3

0:6:1

1:0:1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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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CC510

CC511

CC513

CC531

11.500

11.510

11.511

11.513

11.531

어논문 작성법

산응용개론

확률  통계학

공업경제  원가분석학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4)

2:3:3(10)

2:3:3(6)

3:0:3(6)

3:0:3(6)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공필수(석)
ID501

ID502

32.501

32.502

디자인 이슈

연구방법론

3:0:3(3)

3:0:3(3)

권은숙

STAFF 가을

선     택

ID601

ID602

ID701

ID702

32.601

32.602

32.701

32.702

디자인 로젝트 III

디자인 로젝트 IV

디자인 연구 이슈

디자인 스튜디오 II

2:2:3(4)

2:2:3(4)

2:2:3(4)

2:2:3(4)

STAFF

STAFF

STAFF

STAFF

가을

가을

ID503

ID504

ID505

ID506

ID507

ID508

ID603

ID604

ID605

ID606

ID607

ID608

ID703

ID704

ID705

ID706

ID707

ID708

ID709

ID710

32.503

32.504

32.505

32.506

32.507

32.508

32.603

32.604

32.605

32.606

32.607

32.608

32.703

32.704

32.705

32.706

32.707

32.708

32.709

32.710

디자인 로젝트 I

디자인 로젝트 II

사용성분석

미디어 인터랙션 디자인

공간디자인 체계론

사용자 심 디자인 방법론

미디어 디자인론

디자인정보  DB론

디자인 마

감성디자인론

디자인 리론

디지털 실무론

시각문화론

고  디지털 컨텐츠론

퍼블릭 디자인론

인터페이스 디자인론

디자인 시스템공학

디자인 략론

디지털 디자인 기획론

디지털 색채론

2:2:3(4)

2:2:3(4)

3:0:3(3)

3:0:3(3)

2:2: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STAFF

STAFF

이건표

남택진

김명석

이건표

임창

STAFF

STAFF

김명석

정경원

정경원

STAFF

STAFF

김명석

이건표

STAFF

STAFF

임창

권은숙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

*

*

*

연    구

ID960

ID966

ID980

ID986

32.960

32.966

32.980

32.986

논문연구 (석사)

세미나 (석사)

논문연구 (박사)

세미나 (박사)

1:0:1

1:0:1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과교수

․가을

․가을

․가을

․가을

     ※ *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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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ID211  평면 디자인 (Two-Dimensional Design) 2:2:3(4)

조형 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디자인 이론 및 조형언어(Visual language)를 교수하는 과

목으로, 기본적인 조형 요소, 원리에 관한 강의와 색체를 이용한 다양한 실기를 포함한다. 특히 색

채의 시각적, 심리적, 기능적 속성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평면 디자인과 색채를 통한 조

형의 미적 감각을 함양한다

ID212  입체디자인 (Three-Dimensional Design) 2:2:3(4)

입체적인 조형능력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디자인 이론과 입체적 형태 및 기능에 관한 조형

언어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공간과 입체를 구성하는 기초적인 조형요소와 조형원리에 대한 강의와 

형태, 기능, 미를 창조하는 실천적 방법론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재료와 공간 구성의 

특성을 풍부하게 경험하여, 산업 디자이너로서의 기초 능력을 함양한다.

ID213  제품디자인기초 (Product Design Fundamentals) 2:2:3(4)

제품디자인의 입문과정으로써 새로운 제품의 아이디어 개발에서부터 최종 생산단계까지 발전시켜 

가는 일련의 디자인 문제해결 과정과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기초적인 기술제품

(Low-Tech-Product)을 개발하는 실기를 통하여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개념을 창조해

내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품의 형태와 기능을 유기적으로 재구성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을 실천적으로 

함양하게 된다.

ID214  디지털 디자인 그래픽스 (Digital Design Graphics) 2:2:3(3)

컴퓨터 그래픽 활용 과정으로 창의적 이미지 작성 및 활용을 교수하는 과목으로 애니메이션, Special  

Effects 및 화상처리 기법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하여 최종 영상물을 제작하고 시나리오의 작

성 및 Non-linear Editing 편집 및 카메라 웍크 CG 기본 기술을 학습한다. 그래픽 커뮤이케이션 기법을 

통한 디자인 보고서나 프레젠테이션보다 작성능력 등 다양한 그래픽 처리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215  산업디자인개론 (Introduction to industrial Design) 3:0:3(3)

산업디자인의 과학적 이론체계에 대한 입문과정으로 산업디자인에 관련된 기초적인 과학적 인식론

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역사적, 사회적 인식론의 기본 틀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와 대상, 대상의 

조형과 기능 등에 관련된 기초이론을 학습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디자이너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

식과 과학적인 디자인 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과학의 기초지식을 함양한다.

ID216  제품디자인공학 (Product Design Engineering) 3:0:3:(3)

공학적인 제품디자인의 입문과정으로써 제품의 혁신적 개념도출에서 생산기술적인 최적화에 이르는 

공학에 기초한 일련의 디자인 문제해결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기초공학, 요소설계론, 공학설계

론 등 디자인 과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학이론 및 실험을 통하여 공학자들과의 협업과정에서 

생산기술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217  표현기법 (Presentation Technique) 2:2:3(3)

디자인 문제해결과 관련되는 아이디어 및 해결안을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표현기법과 미디어 활용능

력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평면  및 입체, 형태와 공간을 표현하기 위한 투시도법, 재질감의 표현, 다

양한 미디어를 이용한 렌더링(Rendering) 및 컴퓨터 그래픽 표현 능력 향상을 통해 디자인 문제해결

의 과정으로써 디자인 컨셉트를 시각적으로 표현 제시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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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218  사진기법 (Photo Techniques) 2:2:3(3)

사진에 관한 기초이론과 기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야외촬영, 스튜디어촬영, 특수촬영 등 사진촬영의 

이론과 실제는 물론 필름의 현상, 인화 등에 관한 실기를 통해 사진매체에 의한 창의적인 디자인표현능

력을 함양하게 된다.

ID301  제품디자인 요소 (Product Design Factors) 1:4;3(6)

제품혁신의 기본요소, 생산공정 및 기술, 재료별 특성 및 디자인상의 고려조건 등 제품의 디자인과 

관련되는 생산측면의 제반사항에 중점을 두어 제품디자인의 실제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

서는 복합기능을 갖는 제품컨셉트의 창출 또는 기존제품의 디자인 개선 등의 실기를 통하여 대량 

생산 시스템에 부합되는 제품의 디자인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302  공간디자인 (Space Design) 2:2:3(3)

주어진 공간 속에 위치하는 각종 사물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목으

로서 공간의 기초적 개념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실내외 공간과 인공 환경 물에 대한 디자인 

학습을 통하여 디자인 발상과정에서의 스케일 감각과 공간감각을 습득케 하여 공간조형 능력을 함

양케 한다.

ID303  디자인방법론 (Design Methodology) 3:0:3(3)

디자인의 조사, 분석, 종합 및 평가의 각 과정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를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해

결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디자인 문제의 분석, 창조적 아이디어의 창출, 데

이터의 수집과 활용,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등에 관련되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학습하게 된다.

ID304  제품디자인 프로그램 (Product Design Program) 2:2:3(4)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제품시장의 분류, 소비자의 구매동기 등 제품 디자인과 관련되는 시장연구에 

관한 제반사항에 중점을 두어 제품 디자인 실제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시장조사를 

위한 기본 통계기법, 설문기법, 문화인류학적 접근법,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등을 학습하여 소비자를 

만족시킬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305  웹 디자인 (Web Design) 2:2:2(3)

인터넷디자인의 창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창출과정 및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표현기술과 그

래픽, 데이터베이스구성 등을 학습하고, Web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웹 사이

트의 컨셉트 설정 및 컨텐츠 작성, 웹 페이지구성, 적용 신 기술개발 및 응용, 웹 프로그래밍, 합리

적인 프로세스의 전개를 통하여, 창의적인 웹사이트 디자인 및 창출과정 전반을 학습하고 다룬다.

ID306  멀티미디어 디자인 Ⅰ (Multimedia Design Ⅰ) 2:2:2(3)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는 멀티미디어 분야의 디자인 기술, 컨텐츠 작성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의 이

론과 실제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멀티미디어관련 이미지, 음향, 비디오 처리 기술 및 활용방법을 배

우고 컨텐츠의 정보전달 구조 및 설계를 통하여 타이틀을 제작하고 평가하는 디자인개발 프로젝트

를 수행한다.

ID307  인터페이스 디자인 (Interface Design) 2:2:3(3)

정보가전 기기 디자인 등과 같은 물리적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여 실제적

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본질을 이해하

고 이에 활용되는 다양한 디자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학습하게 된다. 특히 제품의 사용자 인

터페이스의 디자인과 이의 사용  편의성 평가에 중점을 두어 교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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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308  인터랙션 디자인 (Interaction Design) 2:2:3(3)

제품과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조절, 관리하기 위한 인터랙션 디자인은 사용자 중심 디

자인 개발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교과목에서는 제품과 사용자, 사용환경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

하여 제품의 사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시각, 청각, 촉각적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연구한다. 물리적

이고 소프트웨어 중심의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특성들을 고찰한다.

ID309  CAD & 3D 모델링 (CAD & 3D Modeling) 2:2:3(3)

형태나 제품의 설계를 위한 제도 및 삼차원 모델링 기법을 익히고 CAD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는 과

목이다. 컴퓨터그래픽스의 2차원 및 3차원적 표현의 바탕이 되는 프로그램을 학습하고 다양한 그래

픽소프트웨어를 창의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컴퓨터를 통한 디자인모델링, 제품디자

인 시뮬레이션, 제품디자인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솔리드모델링 및 NC 및 RP 등 Prototyping

에 관한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310  인포메이션 디자인 (Information Design) 2:2:3(3)

시지각 디자인에서 관련된 그래픽 정보의 처리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표현방식을 연구

한다. 시각정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웹에서의 시각정보 분석과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하여 정보

의 구성방식과 시각 디자인의 제문제를 다룬다. 디지털미디어를 디자인에서 발생되는 사각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제 진행하여 디지털미디어 디자

인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ID401  신제품 개발론 (Theory of New Product Development) 3:0:3(3)

수업을 통해 신제품기획, 컨셉개발, 산업디자인, 제조감안 디자인 등 제품개발 전반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체계적 방법을 익히고 이를 신제품 개발을 위한 디자인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

한다. 

ID402  디자인 실무론 (Design Professional Practice) 3:0:3(3)

디자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인자, 상호작용 및 전문적이 디자인 실무의 유형별 특성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디자인 실무의 본질을 폭넓게 이해하고 이력서 작성 및 인터

뷰 요령, 디자인료 산정, 디지인 계약, 특허출원 방법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체험을 하게 된다.

ID403 제품디자인 시스템 (Product Design System) 2:2:3(4)

제품디자인의 종합과정으로서 제품의 복합적 기능과 요소를 시스템적으로 발전시켜 하드웨어와 소

프트웨어가 통합된 디자인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복합적인 제품시스템의 디자인 문제를 체계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디자인 이론의 적용을 통한 최적화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과정을 실증적으

로 연구한다.

ID404  에듀테인먼트 디자인 (Edutainment Design) 2:2:3(3)

게임, 시뮬레이션, 가상현실, 실시간 인터랙티브 그래픽스 기법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지털 미디

어를 제작하는 기법을 교수한다. 교육과 놀이적 내용이 포함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디지털미디

어를 통하여 구현하여 산업화 할 수 있는 타이틀, 게임, 인터랙션기기 등을 개발한다.

ID405  멀티미디어 디자인Ⅱ (Multimedia Design Ⅱ) 2:2:3(4)

컨셉트 설정, 스토리구성, 관련 인자의 탐색과 분석, 적용 기술개발, 합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개를 

통하여, 창의적인 멀티미디어 디자인 창출과정 전반을 다룬다. 특히 이 과목에서는 제품의 프로토타이핑 

및 제품의 가상 시뮬레이션 등의 멀티미디어기술과 삼차원 표현 기술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 문제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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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하고 팀 프로젝트 방식에 의해 다양한 분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 컨텐츠 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ID406  디지털 컨텐츠론 (Theory of Digital Contents) 3:0:3(3)

디지털 컨텐츠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교과목이다. 웹, 게임, 디지털 영상 등의 디지털 컨텐

츠의 역사 및 제작 사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프로세스 및 관련 이론과 미래의 발전 방향 등

에 대하여 고찰한다.

ID407  제품-환경체계 디자인 (Product-Environment System Design) 2:2:3(4)

대량 생산되는 제품과 인간환경(man-made environment)과의 관계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제품을 환경

형성의 주요 인자로 해석하고 제품-환경체계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관관계와 기능장애

에 대해 연구한다. 이 과목에서는 행동조사, 상관관계분석, 인간과 환경과의 갈등 등에 관한 학습을 

통하여 새로운 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고 디자인 해결책으로서의 물리적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게 된다.

ID410  디자인 특강 (Special Topics in Design) 1:0:1(1)

사회적으로 새로운 이슈가 되는 분야에 대해 시의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는 능력을 기를수 있도록 

특별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한다.

ID490  졸업연구 (Undergraduate Thesis Project) 0:6:3

전 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기술,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디자인연구․개발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이다. 논문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한 특정제품의 디자인과 관련되는 제반요인과 조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쳬계적인 방법으로 디자인의 문제를 해결하여 최종 아이템 디자인을 창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졸업논문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논문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

학위의 수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ID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를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진행하는 특정 연구 

과목이다.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하여는 학기초에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하며 학년에 관계없이 4학점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ID496  세미나 (Design Seminar) 1:0:1

최근 산업디자인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서적을 읽고 토론을 전개함

으로써 디자인 경향(Design  Trend)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목이다.

❐ 석 ․ 박사과정

ID501  디자인 이슈 (Design Issues) 3:0:3(3)

최근 디자인학을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 및 주요 논제들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현재와 미래 디자인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디자인 연구의 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 관점을 형성하고 총체적 디자인 지

식체계를 구축한다.

ID502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3:0:3(3)

디자인 연구의 바탕을 형성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이를 통한 디자인 연

구과정 및 결과물의 분석을 통하여, 석사 및 박사과정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함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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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503  디자인 프로젝트 Ⅰ(Design Project Ⅰ) 2:2:3(4)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른 신제품디자인개발의 이론과 실제를 학습하는 과목이다. 

신제품디자인 컨셉설정 관련인자의 탐색과 분석, 합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의 전개, 올바른 의사결

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창출방법에 대하여 프로젝트 수행방식으로 진행한다.

ID504  디자인 프로젝트 Ⅱ (Design Project Ⅱ) 2:2:3(4)

디자인 프로젝트Ⅰ의 심화과정으로써 기업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디자인 방법을 실제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디자인 전략과 프로젝트 관리에 수반되는 제반 기법을 

다룬다.

ID505  사용성분석 (Usability Analysis) 3:0:3(3)

제품 및 미디어의 학습성, 효율성, 기억성, 만족성 등의 다양한 차원의 사용편의성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는 교과목이다.  휴리스틱 조사법, 태스크 분석법, 사용성 평가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실제 

경험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506  미디어 인터랙션 디자인 (Media Interaction Design) 3:0:3(3)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제품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적 상

호작용성을 연구하여, 오감을 활용한 Tangible Interaction 디자인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서 

다양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한다.

ID507  공간디자인 체계론 (Theory of Space and Design System) 2:2:3(3)

이 과목은 인간환경(man-made environment)과 공간에 관한 학습을 목표로 한다. 공간을 인간환경 구성

요소의 하나로 이해하고, 공간속에서 발생하는 인간 행태, 윤리, 가치를 발견하여 공간디자인 창출 방

법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학, 조경학, 건축디자인 등의 인접학문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학

제적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ID508 사용자중심디자인 방법론 (User Centered Design Methodology)                3:0:3(3)

사용자의 숨겨진 니즈(tacit needs)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혁신적인 디자인기회를 파악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사용자관찰, 시나리오 기반 디자인, 셀프카메라, 사용자 다이어리, 사용성 평가, 

사용자 참여적 디자인 등 계획단계에서 아이디어 도출 단계, 평가 단계에 이르는 사용자 중심의 방

법을 교수한다. 학생들은 이를 통하여 창의적인 제품의 컨셉을 기획하고 사용자 연구를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601  디자인 프로젝트 Ⅲ (Design Project Ⅲ) 2:2:3(4)

멀티미디어 관련 프로젝트를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과목으로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제

품의 기획 및 디자인, 마켓팅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쳐 각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 방식에 의한 공동강의를 

통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팀 프로젝트 방식에 의해 다양한 분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자

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ID602  디자인 프로젝트 Ⅳ (Design Project Ⅳ) 2:2:3(4)

디지털 컨텐츠 디자인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교과목으로 디지털 컨텐츠 개발 환경에 대한 이해와 신

제품 개발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들을 통합한다.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전문가와 협업방식

에 의한 공동 강의와 팀 프로젝트로 운영한다

ID603  미디어 디자인론 (Theory of Media Design ) 3:0:3(3)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제문제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한 각 단계별 디

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문화 컨텐츠를 도출하고 연구하는 과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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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604  디자인정보  DB론 (Theory of Design Information  Database) 3:0:3(3)

디지털미디어 분야의 디자인에서 관련된 컨텐츠 및 관련된 정보의 수집, 분류 및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성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조 및 데이터구조설계 방식을 교수한다. 컨텐츠등에 대한 디자인 개발

이론과 함께 데이터베이스 작성의 실제를 통하여 디지털미디어를 디자인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효율적

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정보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디지털미디어 디

자인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ID605  디자인 마케팅 (Design Marketing) 3:0:3(3)

디자인에 관련된 마켓과 소비자를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제품 포지셔닝, 소비자 세분화, 소비자의 라

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시장 조사 기법을 통계조사기법과 함께 학습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

들은 소비자 지향적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게 된다.

ID606  감성디자인론 (Theory of Emotional Design) 3:0:3(3)

소비행동의 가치기준과 평가기준이 이성에서 감성으로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시대이다. 이 과목은 

인간의 감성요소를 명확히 파악, 분석하여 조형언어로 변환시킴으로서 감성적 디자인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성공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의 주변 학문분야와 

함께 새로운 디자인 문제 해결방안을 학습한다.

ID607  디자인 관리론 (Design Management) 3:0:3(3)

디자인 매니지먼트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디자인과 매니지먼트의 본

질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조직을 구형하는 인적․물적 자원과 디자인 프로세스를 효율적으

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문제의 해결과 의사결정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

들은 기업의 디자인 부서는 물론 디자인 컨설턴트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실천적인 지식을 습

득하게 된다.

ID608  디지털 실무론 (Theory of Digital Management ) 3:0:3(3)

디지털미디어 관련분야 산업의 디자인 비즈니스 시스템의 구성인자, 산업특성 및 전문적인 디지털

디자인 실무의 유형별 특성을 교수하는 과목이다. 디지털 컨텐츠산업의 분야별 경제적 특성 및 부

가가치 창출 및 관리모형 등을 통해 디지털디자인 실무의 본질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력관리 및 작

업관리 등의 실제적 내용과 디자인료 산정, 디자인 계약, 특허출원 방법들에 대하여 실증적인 체험

을 하게 된다.

ID 701 디자인연구 이슈 (Design Research Issues)                                  3:0:3(3)

디자인 연구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 및 논제들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으

로써 디자인의 학문적 지식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법론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디자인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다짐

과 동시에 박사과정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체계를 구축한다.

ID702  디자인 스튜디오 Ⅱ (Design Studio Ⅱ) 2:2:3(4)

박사과정의 디자인 프로젝트 과목으로 각 연구자가 연구 관심분야에 따라 심도 깊은 연구를 수행하는 

과목으로 디자인의 실제와 관련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디자인 기획과 실무에 대해 학습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산학연구 또는 인접 연구 분야와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디자인 능력을 함양한다.

ID703  시각문화론 (Theory of Visual Culture) 3:0:3(3)

다양한 시각 매체의 폭발적 증대로 시각 문화(visual culture)에 대한 새로운 인식론이 확대되고 있다. 

본 교과목에서는 인간의 사고와 가치, 문화의 특성 등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를 통하여 시각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기술문화의 발전에 대한 총체적 비젼을 갖게 한다.



248 / 2007~2008 학사요람

ID704  고급 디지털 컨텐츠론 (Advanced Theory of Digital Contents ) 3:0:3(3)

컨텐츠의 구성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영화, TV,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디지털 컨텐츠의 원용기술

과 산업현황, 사례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따른 창의적 비즈니스 컨텐츠 모델를 개발

한다.

ID705  퍼블릭 디자인론 (Theory of Public Design) 3:0:3(3)

현대도시는 인간의 복합적 공동체로 구성된 거대한 구조체이다. 이 과목은 이와같이 복잡다양한 도

시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제 갈등요인을 도시환경디자인적 측면에서 관찰하고, 도시환경의 레지빌리

티(legibility)와 엡비규어티(ambiguity)의 상호모순개념을 중심으로 학습하여 공동 디자인(Public 

Design) 과제를 발견한다.

ID706  인터페이스 디자인론 (Theory of Interface Design) 3:0:3(3)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련된 인간의 인지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조사 방법론 등의 다양한 이

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과 제품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를 이의 상호 작용을 이어주는 인터랙션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ID707  디자인 시스템공학 (Design System Engineering) 3:0:3(3)

테크놀로지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에서 사회적․문화적 조화를 이루며 지속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디자인의 시스템공학적 방법론을 심도있게 교수하는 과목이다. 시스템 이론을 바탕으로 디자인이 

맺는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생태적 관계를 고찰하고 급변하는 테크놀로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으로 개방된 새로운 디자인 시스템에 관한 실천적 방법을 연구한다.

ID708  디자인조직과 운영 (Desig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0:3(3)

디자인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조직과 이의 운영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디자인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조직의 형태, 프로세스 운영에 따른 인적자원의 운영 등을 학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디자인 매니지먼트 능력을 함양한다.

ID709  디지털 디자인 기획론 (Theory of Digital Design Planning) 3:0:3(3)

컨텐츠의 구성 요소 및 Storytelling의 구조가 중심이 되는 Digital narrative를 학습하고 표현 방식을 연구하

며, 디지털 미디어의 성격들 - 하이퍼텍스트성, 통합성, 흡합성이 이야기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여 새로운 미디어의 특성에 맞는 이야기 구조가 개발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하

는 교육을 실시한다.

ID710  디지털 색채론 (Theory of Digital Color) 3:0:3(3)

디지털 색채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미적 연구의 다양한 이론과 Off-line과 On-line 상에서 다뤄지는 

디지털 색채 계획과 디자인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다룸으로서, 효과적으로 디지털 색채를 활용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제를 연구한다. 이와 아울러 디지털 색채의 다학제적 특성과 개념, 사례 등을 디지

털 색채와 물리학/심리학/미학 및 e-business 사례, 컨텐츠 등을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색

채개념 및 감각을 배양한다.

ID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논문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연구 내용은 산업디자인 분야는 물론 산업디자인의 지식체계의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논문은 프로젝트의 연구추진 과정에서 개발된 디자인은 물론 새로운 이론과 긴 한 관련을 갖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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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966  세미나 (석사) (MS Seminar)

디자인의 중요성, 새로운 디자인 방법, 디자인의 전략적 가치등과 같은 현대 디자인 분야의 최근 이

슈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하여 학식과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특정 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관심사항에 관하여 폭넓은 토론을 전개하는 기회도 열려있다.

ID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ID986  논문연구(박사) (Ph.D.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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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화학공학과

학과홈페이지 : chembio.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902-4

1.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본 학과의 학사과정은 1985년 한국과학기술대학의 화학공정 전공으로 출발하여 1989년에 한국과학

기술원의 화학공학과 학사과정으로 변경되어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첨단 기술 수요에 부응

하기 위하여 생명공학과 화학공학의 융합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2002년부터 학과 이름을 

생명화학공학과로 변경하기에 이르렀다. 

  생명화학공학은 기본적으로 생명과학과 나노화학 기술을 기존의 화학공학과 접목시킨 새로운 공

학적 개념의 한 분야로써 생물이나 화학관련 제품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다루는 실용적 학

문이다. 이들 제품으로는 일반 화학제품을 비롯하여 의료 및 의약 관련 제품, 유전공학 관련 제품, 

전자 및 전기관련 재료나 부품은 물론 최근에는 광학관련 재료나 부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이와 더불어 생명화학공학은 환경관련 기술이나 에너지 관련 기술 등의 저변 기술

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배출하기 위

하여, 본 학사과정에서는 생명화학공학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습득하도록 함은 물론 대학원 과정 

진학과 산업체 진출에 대비하여 다양한 응용분야를 선택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편성하

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학사과정에서는 실험을 제외한 전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분류하여 학생들

이 자유롭게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생명화학공

학 관련 실험과목을 제공하고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 중 4주간의 산업체 현장 실습을 통하여 학사 

과정 중에 현장감을 익히도록 하고 있다.

  본 학사과정이 개설된 이래 311명(2006. 10. 현재)의 학사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대학원 과정에 진학하고 일부 졸업생은 기업체 및 부설 연구소 등에 취업하였다. 

❒ 석․박사과정

  본 학과의 석․박사 과정은 1971년 한국과학원의 화학 및 화학공학과로 출발하였으나, 곧 화학과와 

분리되었으며 1989년 구 과기대의 학사과정과 통합된 이래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본 석. 박사과정에서는 학. 연. 산 각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생명

화학공학의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과 깊이 있는 연구 경험을 습득하도록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과목의 수강에 있어서는 학제적 전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본 학과의 교과목과 타 학과의 교과목을 

적절히 조화하여 수강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험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급변하는 최

근의 연구 동향을 접할 수 있도록 학과 차원에서 외부 연사 초청 세미나, 박사 과정 학생의 내부 세미

나, 석사 과정 학생의 내부 세미나를 매주 1회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각 실험실별로 국내외 전문가 초

청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외부 연사 초청 세미나에서는 학계, 산업계, 정부 기관 및 기타 분

야의 전문가를 고루 초청하여 학생들이 생명화학공학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석. 

박사 과정의 내부 세미나는 학생들이 연구내용을 발표함으로써 학생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한 연구 능

력 향상 및 발표능력의 증진 등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이 각종의 국내외 학술 대회에 참석하여 

연구 결과의 발표와 최신 정보의 습득 기회를 갖도록 학과차원의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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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연구는 열역학, 전달현상, 분리기술, 반응공학, 기능성 나노소재, 고분자 신소재, 생물공정/유

전공학, 시스템공학, 에너지/환경, 촉매/재료공정 등의 각 분야에서 각 실험실 별로 기초연구로부터 

응용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 학과의 설립이래 950명(2006. 10. 현재)의 석사 졸업생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졸업 후 절반 가

량이 박사학위 과정에 진학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및 부설 연구소, 출연 연구소, 교육 기관, 정부 기

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1992년 1호 박사가 배출된 이래 491명(2006. 10. 현재)의 박사가 배

출되었다. 이들 중 절반 가량이 기업 및 부설연구소에, 나머지는 출연 연구소, 교육 기관, 정부 기관 

및 기타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2. 학술 및 연구 활동

  본 학과는 2006년 10월 현재 전임직 교원 21명, 박사과정 164명 (석박사통합과정 포함), 석사과정 

84명, 학사과정 72명(2, 3, 4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학과의 학술 활동 및 연구수행 실적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BK-21 사업단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있다.

  본 학과 교수들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학과 내에 기능성 고분자 신소재 연구

센터, 초미세 화학공정 연구센터, 생물공정 연구센터 등의 우수연구센터를 비롯하여 환경촉매연구

실, 대사공학연구실, 환경복원연구실, 에너지 및 환경시스템연구실 등 4개의 국가지정연구실 및 창

의연구단인 광자유체 집적소자연구단이 유치되어 교수들의 연구 효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본 학

과의 연구활동은 BK-21 사업단의 조직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6개의 연구 그룹들

이 형성되어 있다. 생물 및 생명공학 그룹에서는 미생물, 동물, 식물세포에서의 유용물질 생산, DNA 

및 단백질 칩 생산, 유전공학에 의한 의료용 재 조합 단백질 생산 기술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고분자 신소재 그룹에서는 정보 산업용 고분자, 내열. 고 강도 고분자, 생체 적합성 고분자 등의 신

소재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능성 나노소재 그룹에서는 광소자, 고집적회로용 전자소재, 의

약 전달 시스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중이며, 무기소재. 촉매그룹에서는 환경촉매, 광 촉매, 에어로

졸 기술 응용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 에너지. 환경 그룹에서는 본 원의 에너지 환경 

연구센터와의 긴 한 협조 하에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환경복원 기술 등에관한 연

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시스템 공학 그룹에서는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공정설계, 제어 및 최적화, 

공정의 경제성, 안정성 향상 등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석․박사과정 학생의 국제 학회 논문 발표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이나 동남

아 지역의 외국인 학생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국제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수의 교과목들이 영어로 강의되고 있다. 교수들의 학술활동도 매우 활발하여 각종 교과

서 및 전문 서적을 다수 발간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 학회를 주도적으로 개최하고, 기존의 국제 저

명 학술지 편집과 새로운 국제 학술지의 창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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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 (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 계열 (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 (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 (총 41학점 이상)

       ◦ 전공필수 : 6학점 (분자공학실험(3), 생명화학공학실험 (3))

       ◦ 전공선택 : 35학점 이상

       ◦ 기    타 : 타 학과에서 이수한 유사한 과목도 학과의 심의를 거쳐 전공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 (총 4학점 이상)

       ◦ 졸업연구 : 3학점 (반드시 이수)

       ◦ 세 미 나 : 1학점 (반드시 이수, 4학년 수강)

       ◦ 개별연구 : 2학점까지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

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 중 18학점(전공필수 3학점, 전공선택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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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40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리더십 강좌 포함)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7학점 이상(이 중 18학점은 『CBE501 생명화학공학실험 및 연구』를 포함하여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제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 과목에 

제한없이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마. 연    구 : 10학점 이상(세미나 3학점 포함. 단,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기, 또는 학제전공에서 요구하는 인턴쉽을 수행하는 학기의 수만큼 상기 포함되어야 하는 

세미나 3학점에서 감할 수 있음.)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45학점 이상(이 중 18학점은 『CBE501 생명화학공학실험 및 연구』를 포함하여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단, 학제전공을 동시에 이수하는 경우 과목에 

제한없이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마. 연    구 : 30학점 이상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연구학점 제외).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① 교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 교과목 지정.

          ∙ CBE261 분자생명공학개론 → CBE261 생물화학공학

          ∙ CBE451 고분자 구조와 물성 → CBE556 고분자 구조와 물성

          ∙ CBE204 분자와 나노시스템의 이해 → CBE404 분자와 나노시스템의 이해

      ② 생명화학공학실험 I과 생명화학공학실험 II를 모두 이수한 경우 생명화학공학실험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나. 석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교과목 이수요건중 세미나 변경(안)은 2005학년도 외국인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 박사과정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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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필수 CBE201 39.201 분자공학실험 1:6:3(6) 과교수 가을

CBE301 39.301 생명화학공학실험 1:6:3(6) 과교수 봄

CBE302 39.302 생명화학공학실험 II 0:3:1(6) 과교수 봄

기초선택 CBE202 39.202 생명화학공학개론 3:0:3(3) 임선기, 장호남 봄

전공선택 CBE203 39.203 공업유기화학 3:0:3(3) 박정기, 정희태 봄․가을

CBE205 39.205
생명과학과 화학의 공학적 
이해

3:0:3(3) 박승빈, 이상엽 봄

CBE221 39.221
분자열역학과 에너지 
시스템  

3:0:3(3) 김종득, 이  흔 가을

CBE260 39.260 생명분자공학 3:0:3(3) 박현규, 이상엽 봄

CBE261 39.261 생물화학공학 3:0:3(3) 장용근, 장호남 가을

CBE311 39.311 분자반응공학 3:0:3(3) 박승빈, 임선기 봄

CBE321 39.321 분자 및 생물분리기술 3:0:3(3) 홍원희 가을

CBE331 39.331 미세유체역학 3:0:3(3) 김도현, 양승만 봄

CBE332 39.332 열과 분자의 이동 3:0:3(3) 김상돈, 양지원 봄

CBE341 39.341 공정모사와 제어 3:1:3(3) 박선원, 이태용 가을

CBE342 39.342 화학 및 생물 제품디자인 3:0:3(3) 박승빈, 장용근 봄

CBE351 39.351 고분자공학개론 3:0:3(3) 박오옥, 박정기 가을

CBE362 39.362 생물정보학 3:0:3(3) 이상엽, 장용근 가을 *BI432

CBE404 39.404 분자와 나노시스템의 이해 3:0:3(3) 우성일, 정인재 가을 **

CBE442 39.442 최적설계와 경제 3:0:3(3) 박선원, 이태용 가을 **

CBE455 39.455 나노화학기술 3:0:3(3)
김종득, 박승빈, 

양승만
봄 **

CBE471 39.471 환경공학개론 3:0:3(3) 김상돈, 양지원 봄․가을 **

CBE473 39.473 미세전자공정 3:0:3(3) 김도현, 우성일 봄․가을 **

CBE481 39.481 생명화학공학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 부제  
부여가능

CBE483 39.483 인체생리공학 3:0:3(3) 장호남 봄 **

연구 CBE490 39.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CBE495 39.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CBE496 39.496 세미나 1:0:1 과교수 봄․가을

   *  대체과목임.

   **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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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11.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

전공선택 CBE501 39.501 생명화학공학실험 및 연구 2:3:3(3) 과교수 봄 **

CBE502 39.502 화공응용해석 3:0:3(4) 김도현, 양승만 가을 **

CBE503 39.503 화공수치해석 3:0:3(4) 김도현 봄 **

CBE511 39.511 반응시스템 설계 3:0:3(3) 임선기 봄․가을 ** 

CBE512 39.512 촉매공학개론 3:0:3(4) 박승빈, 임선기 봄․가을 **

CBE522 39.522 계면공학 3:0:3(3) 김종득 봄 **

CBE523 39.523 율속분리공정 3:0:3(4) 홍원희 가을 **

CBE525 39.525 분자전자학 3:0:3(3) 김종득, 정희태 봄․가을 **

CBE531 39.531 다상 반응기 공학 3:0:3(3) 김상돈 봄 **

CBE532 39.532 물질전달 3:0:3(4) 홍원희 봄 **

CBE533 39.533 미세구조 유체흐름의 원리 3:0:3(4) 박오옥, 양승만 봄․가을 **

CBE541 39.541 고급공정제어 I 3:0:3(4) 박선원, 이태용 봄 **

CBE542 39.542 공정최적화  3:0:3(4) 박선원, 이태용 봄 **

CBE551 39.551 고분자유변학 3:0:3(3) 양승만, 정인재 봄․가을 **

CBE552 39.552 고분자가공 3:0:3(3) 박오옥 가을 **

CBE554 39.554 고분자물리 3:0:3(3) 박정기 봄 **

CBE555 39.555 바이오폴리머 3:0:3(3) 김성철, 박정기 가을 **

CBE556 39.556 고분자구조와 물성 3:0:3(3) 김성철, 정희태 봄 **

CBE563 39.563 효소공정공학 3:0:3(3) 이상엽, 장용근 봄 **

CBE564 39.564 발효공정공학 3:0:3(3) 장용근, 장호남 가을 **

CBE565 39.565 생물공정실험 1:6:3(5) 과교수 봄 **

CBE566 39.566 분자의공학개론 3:0:3(3) 이상엽, 장호남 봄 **

CBE567 39.567 대사공학 3:0:3(4) 이상엽 가을 *BiS622
**

CBE568 39.568 생명공학을 위한 나노기술 3:0:3(3) 장용근, 박현규 가을 **

CBE571 39.571 에너지공학 3:0:3(4) 김상돈 가을 **

CBE572 39.572 무기재료공정 3:0:3(4) 박승빈 봄․가을 **

CBE573 39.573 연료전지 공정과 재료 3:0:3(3) 우성일 가을 **

CBE581 39.581 미세생명화학시스템 3:0:3(3) 우성일 봄 **

CBE611 39.611 촉매이론 3:0:3(3) 우성일 봄․가을

CBE612 39.612 촉매설계 3:0:3(4) 임선기 봄․가을

CBE621 39.621 상평형과 물성론 3:0:3(4) 김종득, 이  흔 봄․가을

CBE622 39.622 화공혼합공학 3:0:3(3) 김상돈 봄․가을

CBE631 39.631 마이크로플루이딕스 3:0:3(4) 김도현 가을

CBE632 39.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3:0:3(3) 김종득, 양승만 가을

CBE641 39.641 고급공정설계 3:0:3(4) 박선원, 이태용 봄․가을

CBE651 39.651 다성분계 고분자재료 3:0:3(1) 김성철 가을

CBE652 39.652 고분자특성화 3:0:3(3) 김성철, 박정기 가을

CBE653 39.653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3:0:3(4) 정인재 봄․가을 *MAE633

  *  상호대체 교과목임.

  **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256 / 2007~2008 학사요람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선택 CBE661 39.661 세포배양공학 3:0:3(3) 장호남 봄․가을

CBE662 39.662 생물분리공정공학 3:0:3(3) 이상엽 가을

CBE664 39.664 재조합미생물공정 3:0:3(3) 이상엽 봄

CBE672 39.672 대기오염방지 3:0:3(3) 김상돈 가을

CBE673 39.673 수질오염방지 3:0:3(3) 양지원 봄

CBE680 39.680 막공학 3:0:3(3) 양승만, 장호남 가을

CBE682 39.682 유기나노구조재료 3:0:3(3) 정희태 가을

CBE711 39.711 고급반응공학 3:0:3(4) 임선기 봄․가을

CBE712 39.712 표면현상 3:0:3(3) 우성일 봄․가을 *MS654

CBE731 39.731 고분자 유체역학 3:0:3(3) 박오옥 봄․가을

CBE741 39.741 고급공정제어 II 3:0:3(4) 박선원 봄

CBE751 39.751 고급고분자유변학 3:0:3(3) 정인재 봄․가을

CBE761 39.761 생물공정해석 및 제어 3:0:3(3) 장용근 봄

CBE771 39.771 전기화학공학 3:0:3(4) 임선기 봄․가을

CBE773 39.773 생명화학공학의 최근동향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11 39.811 화학반응공학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21 39.821 화공열역학특강 3:0:3(4)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31 39.831 전달현상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32 39.832 분리공정특강 3:0:3(4) 홍원희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41 39.841 공정공학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51 39.851 고분자공학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CBE861 39.861 생물화학공학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BS760

연구 CBE960 39.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CBE966 39.966 세미나(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CBE980 39.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봄․가을

CBE986 39.986 세미나(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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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CBE201  분자공학실험 (Molecular Engineering Laboratory) 1:6:3(6)

본 과목은 화학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실험과 관련 이론을 다룬다. 열역학의 기초이론과 평형개

념, 그리고 분자 반응공학의 기초를 다루고 그 관련 실험을 행한다. 또한 생물화학공학과 고분자공

학의 개요를 다루고 관련 실험을 수행한다.

CBE203  공업유기화학 (Industrial Organic Chemistry) 3:0:3(3)

유기화학관련산업의 제품을 위한 전구체(Precursor), 중간체(intermediate)들을 체계적으로 그룹화하여 

합성방법, 공업적 제조 방법, 기초 물성 등에 대하여 다룬다.

CBE205  생명과학과 화학의 공학적 이해 (Engineering in Life Science & Chemistry) 3:0:3(3)

학부 1-2학년생을 대상으로 화학 및 생명과학의 공학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강의를 한다. 과학기반

기술 산업인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환경기술 등에 사용되는 기초공학, 화학, 생명과학에 대한 해설 

및 이와 관련된 제품 및 공정의 설계를 강의한다.

CBE221  분자열역학과 에너지 시스템(Molecular Thermodynamics and Energy Systems) 3:0:3(3)

분자 열역학을 바탕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시스템 해석과 평형 이론을 다

룬다. 특히 에너지, 환경, 생명공학, 나노기술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념파악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개념 및 응용, 엔트로피 및 가역성, 평형 및 안정성, 복잡계 평형, 용

액이론, 거대분자의 열역학적 거동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한다.

CBE260  생명분자공학 (Biomolecular Engineering) 3:0:3(3)

본 과목은 생명현상의 공학적 응용을 위해 필수적인 생물학적 기본 원리를 강의한다.

CBE261  생물화학공학 (Biochemical Engineering) 3:0:3(3)

본 과목은 미생물, 동식물 세포, 또는 효소를 이용하는 생물공정의 이해와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공

학적인 지식을 다룬다. 

CBE301  생명화학공학실험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Laboratory) 1:6:3(6)

본 과목에서는 생명화학공학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실험적인 기술들을 익히고 이를 실제 공정이나 

제품에 접목시키는 응용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 과목은 반응최적화, 폭매개발, 물질의 분리와 

분석, 고분자와 나노재료,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핵심 실험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선수과목 : CBE201)

CBE302  생명화학공학실험 II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Laboratory II) 0:3:1(6)

유체역학‧반응공학‧고분자공학‧생물화공‧공정제어 및 해석 등 기초 화학공학 및 생명공학 분야의 

실험을 수행한다. (선수과목 : CBE301)

CBE311  분자반응공학(Molecular Reaction Engineering) 3:0:3(3)

분자 반응 공학은 화학 및 생물 반응의 속도 모델과 반응기 모델을 결합하여 반응기의 크기 및 전

화율을 예측하거나 반응시스템의 작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강의한다. 화학 및 생물 반응 속도 모델 

강의에서는 모델 상수를 계산하거나 측정하는데 필요한 물리 및 화학적 방법론을 다룬다. 반응기 

모델 강의에서는 완전 혼합 이상형 반응기와 프로그 흐름 반응기의 기초 개념을 토론한다. 이상을 

기초로 반응 및 반응기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필요한 이론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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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321  분자 및 생물분리기술 (Molecular and Bio Separation Technology) 3:0:3(3)

분리기술은 기존의 석유화학 제품의 분리정제 뿐만 아니라 정 화학, 생물공정 등에서도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제품개발의 성공을 좌우한다. 본 교과목은 각종 생산품의 분리공정에 필요한 분리기

술에 대한 기본 원리의 이해를 목표로 하여, 평형단 및 다단 연속식 분자분리공정, 그리고 생물공정 

제품의 분리에 많이 사용되는 흡착, 이온교환, 크로마토그래피 및 막분리 공정 등의 기초를 다룬다.

CBE331  미세유체역학(Fluid Mechanics of Microsystems) 3:0:3(3)

흐름이 수반되는 계를 해석하여 물리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강의한다. 연속체 

역학의 개념과 연속방정식, 운동방정식 및 뉴턴 유체의 구성방정식을 소개하고 나비아-스톡스 운동

방정식의 해석과 차원해석을 다룬다. 응용분야로 미세채널을 통한 흐름과 Hele-Shaw 흐름, 전기삼투

흐름, 윤활흐름 등을 다룬다.

CBE332  열과 분자의 이동(Heat and Molecular Transfer) 3:0:3(3)

생명화학공학과 3학년 학생들에게 열 및 분자이동의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시키기 위하여 에너지

와 질량보존 법칙을 적용하여 응용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론을 강의한다. 첨단 과학기술분

야에서 예상되는 열과 분자의 이동현상을 가능하면 정량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독자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아울러 자신들의 사고방법과 해석 경위에 대하여 발표시키고 

토론식 수업도 병행한다. (선수과목 : CBE331)

CBE341  공정모사와 제어(Process Simulation and Control) 3:1:3(3)

화학 및 생물분자 공정의 연속운전과 회분식 운전, 정상 상태와 동적 거동의 기본 개념과 전산모사 

방법론, 공정 모델의 선형화와 전달함수의 개념, 피드백 제어와 피드코워드제어, 기타 전선응용 고

급제어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CBE342  화학 및 생물 제품디자인(Chemical and Biological Product Design) 3:0:3(3)

화학 및 생물 제품의 설계에 필요한 기초 개념을 강의한다. 제품의 필요성 분석(Need), 아이디어 도

출, 스크리닝, 제품생산 및 경제성 검토 등 4가지 단계를 소개한다. 

CBE351  고분자공학개론 (Introduction to Macromolecular Engineering) 3:0:3(3)

고분자과학 및 공학 전반에 걸친 개론으로써 고분자의 합성, 구조, 특성화, 형태학, 전이형상, 점탄

성, 기계적 물성, 가공 등에 대한 기초개념을 다룬다.

CBE362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 3:0:3(3)

최근 생물학과 생물공학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많아짐에 따라 이들 정보의 효

율적인 관리, 해석, 응용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sequence alignment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단백질 구조 예측, 지노믹스, 트랜스크립토믹스, 그리고 프로티오믹스에서의 생

물정보처리, 그리고 cheminformatics 등을 다룬다. 또한 생물정보학의 바이오텍에의 효과적인 응용 예

와 향후 적용 전략 등에 관하여 논한다.

CBE404  분자와 나노시스템의 이해(Understanding of Molecules and Nanosystems) 3:0:3(3)

입자와 파동에서 Schrödinger 방정식 유도와 함께 양자역학을 도입하여 원자 구조와 2원자 분자, 다

원자 분자의 공유결합 등 화학결합을 설명하고 원자분광법, 분자분광법으로 분자 구조를 분석한다. 

거대분자, 콜로이드 등 나노크기를 갖는 물질을 취급하고 고체상태의 결정체 구조 등의 특성들을 

회절법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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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442  최적설계와 경제(Optimal Design and Economics) 3:0:3(3)

생명 및 화학산업 동향, 기업의 회계 및 재무제표, 최적화의 개념, 경제성 평가, 공정 및 상품의 설

계방법에 대하여 강의하고, 공정설계 및 상품설계의 case study를 다룬다.

CBE455  나노화학기술(Nanochemical Technology) 3:0:3(3)

본 과목에서는 나노화학기술의 기본 이론과 실험자료를 강의한다. 분자, 입자, 미셀, 블록 공중합체

와 같은 단위구조(building blocks)들이 어떻게 나노구조를 형성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단위구조간

의 상호작용력을 다루고 나노구조와 거시적 물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이론적 방법

을 소개한다.

CBE471  환경공학개론(Introduction to Environmental Engineering) 3:0:3(3)

생명화학공학과의 학부 4학년 및 석사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구차원의 환경문제와 우리 주변의 

환경이슈에 대하여 소개하고 공학자의 관점에서 이의 해결을 위하여 생물공학 및 화학공학의 원리

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강의한다. 수처리 및 폐수처리, 폐기물에 대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대기에 관한 강의는 개론적인 내용을 주로 다룬다.

CBE473  미세전자공정(Microelectronics Processes) 3:0:3(3)

전자재료 제조 공정에서의 대표적인 Unit Operation Process 즉, 적층성장, 산화반응, 이온 주입, 금속

증착, Sputtering, 화학증착 공정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단위 공정들이 어떻게 최종 Chip 제조공정에 

사용되는지를 공부한다.

CBE481  생명화학공학특강(Special Topics in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3:0:3(3)

기존 교과목 이외 생명화학공학의 새로운 이론 및 응용분야의 소개가 필요할 때, 학기 시작 직전에 

주제를 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CBE483  인체생리공학(Engineering Principles of Human Physiology) 3:0:3(3)

인간관련 생명공학이 전체 생명공학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며, 현재 약물전

달, 조직공학, 바이오센서 등 공학부문에서 연구는 활발하여 공학도를 상대로  이에 가장 기본이 되

는 인체생리학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인체생리학 중 공학원리가 잘 적용되고 있는 인체를 시스템

으로 하는 물질 및 에너지수지 (mass and heat balance), 폐호흡 및 산소전달 (respiratory system), 혈액

순환계(circulatory system), 소화계(digestive system), 신장계(urinary system)등을 중점적으로 취급하며 

인공혈액, 당뇨병, 고혈압 등 및 각종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근의 진보,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및 유전자치료 등도 소개하고자 한다.

CBE490  졸업연구(Undergraduate Research) 0:6:3

생명화학공학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졸업연

구를 수행한다.

CBE495  개별연구(Individual Study) 0:6:1

기초화학공학분야 중 가능한 연구분야를 선정하여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기초연구를 수행한다.

CBE496  세미나(Seminar for Undergraduate Students)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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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501  생명화학공학실험 및 연구(Experiment and Research in Chemical and Biomolecular Engineering) 2:3:3(3)

실험의 목표 설정, 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수집, 실험 수행을 위한 실험계획, 측정, 결과 분석, 

방법을 강의한다. 특히 생명화학공학 실험실 내에서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실습을 통해 주지 시킨다.

CBE502  화공응용해석(Engineering Applied Mathematics) 3:0:3(4)

화학공학의 여러 분야에서 취급하는 수학적 모델의 해석적 해를 구하기 위한 선형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다루고 수식의 비선형성을 해석하기 위한 점근해석, 섭동법, WKB이론 등을 소개하며, 바이

퍼케이션 이론의 소개와 해석적 해를 구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CBE503  화공수치해석(Numerical Methods for Chemical Engineers) 3:0:3(4)

화학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수학적 문제의 수치해를 구하기 위하여 선형대수, 선형 및 비선형 방정

식의 해법, 상미분방정식의 초기치 및 경계치 문제를 다루며 유한 요소법에 의한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취급한다.

CBE511  반응시스템 설계(Design of Reaction Sysems) 3:0:3(3)

화학반응속도식과 실험계획, 다중반응계의 해석, 이상형 반응기의 개관, 열 및 물질전달과 반응의 상

호작용, 체류시간 분포와 비 이상형 반응기의 설계, 반응시스템의 안정성 해석 등 생명화학공학 분야

와 관련된 반응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CBE512  촉매공학개론(Introduction to Catalysis Engineering) 3:0:3(4)

촉매활성 및 선택적 흡착, 촉매반응속도 모델, 촉매제조 및 성능검사 방법 등 불균일촉매의 기본개념

을 강의하고, 금속담지촉매, 산 및 제올라이트 촉매, 산화촉매 및 화학공정에서의 촉매역할에 대한 개

론적 강의를 한다.

CBE522  계면공학(Introduction to Interfacial Engineering) 3:0:3(3)

계면의 구조와 기본적인 성질, 계면 열역학, 계면현상의 특성과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표면 화학, 

상의 생성, 표면 필름, 침적, 접촉각 등 물리현상을 검토하고 흡착, 부유 및 윤활현상, 화학흡착 및 

반응성, 그리고 고분자, 생물학적 표면현상에의 응용 등을 고찰한다.

CBE523  율속분리공정(Rate-controlled Separation Processes) 3:0:3(4)

율속분리공정 및 기계적분리공정과 생물분리공정 등의 기본원리와 함께, 흡착을 이용한 분리, 격막

분리, 결정화 분리 등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적 응용에 대해 배우며, 크로마토그라피, 투과 등의 특

수분리법의 응용과 장치의 기본설계법을 다룬다.

CBE525  분자전자학(Molecular Electronics) 3:0:3(3)

나노수준의 분자와 물질구조를 제어하여 전기 광학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소재 및 소자 

설계, 구조제어, 재료공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나노구조재료들이 어떻게 광 전자적 특성을 갖는지에 

관해서 공부한다.

CBE531  다상 반응기 공학(Multiphase Reactor Engineering) 3:0:3(3)

Fixed bed, bubble column 및 fluidized bed 반응기에 대한 기본 이론 및 현상을 이해하고 각각 반응기

에 대한 물리적 현상 및 화학반응에 대한 해석 및 유동층 및 다상반응기 설계 기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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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532  물질전달(Mass Transfer) 3:0:3(4)

확산이론과 물질전달 계수를 이용하여, 정상 & 비정상 상태에서의 물질전달 이론과 기구에 대한 수

학적 모델과 물리적 기본개념을 배운다. 또한 충류와 난류에서의 대류에 의한 물질 전달 현상에 대

해서 고찰한다. 접촉기나, 막 등 물질전달 현상의 해석이 핵심적인 실제 공정에서의 응용을 다룬다.

CBE533  미세구조 유체흐름의 원리 (Fundamentals of Microstructured Fluid Flow) 3:0:3(4)

이 과목의 궁극적 목적은 유체의 미세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것과 이것이 실용적 관점에서 필

요한 거시적 물성에 어떻게 관여하는가를 이해하는데 있다. 따라서, 아주 작은 미시적 세계에서 일

어나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집중하며 이러한 조건 하에서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

적인 방법을 다룬다. 또한 미세구조유체역학의 구체적인 응용성을 예시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비교적 최근의 연구 내용을 선별하여 후반부에 소개한다.

CBE541  고급공정제어 Ⅰ(Advanced Process Control Ⅰ) 3:0:3(4)

실제 공정에서 응용되는 복잡한 제어시스템을 기술하고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을 다룬다. 

Feedforward 제어, ratio 제어, cascade 제어 및 다루우프 제어시스템의 설계 등을 포함한다. 또한 분

산제어 시스템, z-변환과 디지탈 제어 algorithm, 모델인식과 모델 예측제어 등을 다룬다. 

CBE542  공정최적화(Process Optimization) 3:0:3(4)

공정최적화의 개념, 생명화학공학분야와 산업계에서의 최적화의 응용, 최적화 문제 구성법, 최적화

기법의 선택, 최신의 선형 및 비선형 계획법, 동적계획법, 정수계획법, 혼합정수계획법, 최적화 분야

의 최근 동향을 다룬다.

CBE551  고분자유변학(Polymer Rheology) 3:0:3(3)

연속체 이론을 사용하여 고분자 용액 및 고분자 용융액의 점탄성을 설명해주는 미분형 구성방 정식

과 적분형 구성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수식들을 유체의 유동에 응용하여 흐름의 거동을 살펴본다.

CBE552  고분자가공(Polymer Processing) 3:0:3(3)

고분자 재료의 성형과 관련된 여러 공정을 소개하고 정량화 하는 방법을 다루며, 압출‧사출 연신공

정 뿐만 아니라 관련 열 및 물질전달 현상을 다룬다.

CBE554  고분자 물리(Polymer Physics) 3:0:3(3)

고분자 사슬의 미세구조 및 고분자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다룬다.

CBE555  바이오폴리머(Biopolymer) 3:0:3(3)

바이오 폴리머의 기초 개념과 그 응용분야의 특성을 다룬다.

CBE556  고분자구조와 물성(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cromolecules) 3:0:3(3)

고분자의 화학구조, 분자량, 분자간 구조 및 몰폴로지 등이 고분자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특히 화학구조와 물성간의 상관관계와 각 구조 인자로부터 물성의 예측에 대해 공부한다.

CBE563  효소공정공학(Enzyme Process Engineering) 3:0:3(3)

생물공학분야에서 이용되는 효소반응의 종류 및 반응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제안된 각종 

반응기구 및 관련 이론을 심도있게 다룬다. 응용 예로서 효소 고정화 막반응기 기술과 관련하여 반

응기 종류 및 설계, 운전등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또한, 효소를 이용한 공정 및 새로운 응용분야를 

case study를 통해 다양하게 접할 기회를 갖는다.

CBE564  발효공정공학(Fermentation Process Engineering) 3:0:3(3)

각종 발효공정의 모델링을 심도 있게 다루며 용존 산소 전달을 비롯한 각종 물질전달 현상을 규명

하는 동시에 이의 개선을 위한 공학적인 방법들도 소개한다. 각종 생물반응기의 설계 및 운전과 조

업방식에 따르는 공정 생산성, 경제성, 조업 안정성 등도 포함한다. 최적 운전조건의 유지를 위한 

자동제어 및 이의 선결조건인 process monitoring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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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565  생물공정실험(Bioprocess Experiment) 1:6:3(5)

생물공학실험기술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균주배양, 균주 스크리닝, 간단한 유전자 조작, 단백질 

분석, 멸균실험, 2-5L 발효기에서 50-300L에 이르는 중형 파일롯트 발효기 운전, 막을 이용한 분리정

제 공정의 실습을 시행한다. 이외에도 간단한 모델링을 위한 실험과 산소전달 계수 측정 등의 물질

전달 실험도 행한다. 

CBE566  분자의공학개론(Introduction to Molecular Biomedical Engineering) 3:0:3(3)

인체는 화학, 생물학적인 측면, 기계공학적인 측면, 신경계를 비롯한 정보전자 공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본 교과목은 화학, 생물학 측면 분자공학적인 측면에서 인체를 공부하고자 한다. 

임상화학, 생물학, 인체 세포와 조직학, 인체 유체역학, 생체재료, 생체선서 및 이미징, 효소공학과 

치료용 단백질 생산, 인체내 물질 및 열전달, 의약의 전달시스템, 인체 시스템 모델링 등을 배우게 

될 것이다.

CBE567  대사공학(Metabolic Engineering) 3:0:3(4)

생명체의 대사회로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분자생물학관련 기술을 동원하여 대사 

네트워크를 재구성함으로써 일이차 대사산물, 단백질 등 다양한 생명공학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반 전략에 대하여 다룬다.

CBE568  생명공학을 위한 나노기술(Nanobiotechnology for Biochemical Engineers) 3:0:3(3)

본과목은 DNA chip, protein chip, LOC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나노바이오 융합기술의 원리와 핵심 

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본 과목은 나노구조체를 여러 가지 생명공학분야에 이용하는 다양한 기술

들을  포함한다.

CBE571  에너지공학(Energy Engineering) 3:0:3(4)

에너지 분야의 연구대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총괄적 내용과 주로 석탄에너지 활용기술에 대

한 내용을 강의한다.

CBE572  무기재료공정(Inorganic Materials Processing) 3:0:3(4)

기상 액상 고상에서 무기재료의 화학적 합성에 의한 분말, 화이버, 필름, 모노리스의 제조공정에 관

해서 강의한다.

CBE573  연료전지 공정과 재료(Fuel Cell Processes and Materials) 3:0:3(3)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단위 공정 해석과 재료 설계를 다룬다. 연료전지 단위 공정해석, 

전산기 모사화의 최근 결과를 분석한다. 성능 향상에 필요한 MEA 제조공정, 연료전지 전극, 전해

질, 스텍, 집전판, 확산층 설계를 다룬다. 주요연료전지의 최근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CBE581  미세생명화학시스템 (Micro-Chemical and Biomolecular Systems) 3:0:3(3)

Microfluidic 반응기, lab-on-chip, process-on-chip과 nanometer 및 micrometer scale의 소자를 이용하여 

미세 생명 및 화학공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원리와 응용 예를 다룬다.

CBE611  촉매이론(Theory of Catalysis) 3:0:3(3)

촉매현상의 고전이론인 기하학적 이론, 전자학적 이론, 반도체 이론들을 소개하고, 현재 발전되고 

있는 분자 궤도 이론을 이용한 촉매현상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취급한다. 촉매활성, 선택도 등 촉매

성능을 촉매구조 및 중간생성물과 연관시키고 촉매 반응기구를 도출하기 위한 분자 수준의 촉매연

구 기법을 다룬다. 비균일계 촉매뿐만 아니라 균일계 촉매의 이론적 해석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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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612  촉매설계(Design of Catalysis) 3:0:3(4)

주어진 화학반응에 대한 촉매의 선택을 위하여 가능한 정보를 이론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균일 및 불균일 촉매반응을 위한 실험변수들을 검토하고 촉매설계 개념, 활성성분의 기능양

식, 2차성분과 담체의 선정, 촉매제조 및 실험적 검색방법 등을 소개하고 중요한 화학반응에서의 촉매

설계과정을 예를 들어 해석한다.

CBE621  상평형과 물성론(Phase Equilibria and Physical Properties) 3:0:3(4)

상평형과 열역학 물성에 대한 기본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이온계, 거대분자계, 마이셀계, 하이드레이

트계 등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응용분야에 적용 해석한다.

CBE622  화공혼합공학(Mixing Technology in Chemical Engineering) 3:0:3(3)

유체의 혼합현상 및 원리를 균일 및 비 균일 혼합공정에 대하여 공부하고 여러 유체의 혼합시의 동

력소모, 열 및 물질전달과 화학반응에 대하여 공부하여서 혼합 조 및 혼합 시스템 설계기법을 다룬

다.

CBE631  마이크로플루이딕스(Microfluidics) 3:0:3(4)

생명기술과 나노기술에서 마이크로플루이딕스가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마이크로플루이딕스 과

목에서는 마이크로플루이딕스에서 다루어지는 유체흐름의 물리적 현상을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의 분석, 최적화, 설계를 위하여 마이크로플루이딕 시스템

의 제작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CBE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Colloids and Surface Chemistry) 3:0:3(3)

미세입자의 표면현상, lyophilic과 lyophobic colloids의 상호작용과 안정성, 거대분자와 polyelectrolyte의 

영향, 에멀젼, films, gels, micelles, microemulsions 분산 등 미세화학 시스템의 성질과 계면화학 등을 

다룬다.

CBE641  고급공정설계(Advanced Process Design) 3:0:3(4)

다성분계 분리공정, 열병합 증류공정, 공비 혼합물 분리, 열교환 망 합성, 증류순서합성, 반응기 망 

합성, 최적 flowsheet 결정, 공정의 유연성, 다품종 회분공정의 최적설계 등에 대하여 다룬다.

CBE651  다성분계 고분자재료(Multicomponent Polymer Materials) 3:0:3(1)

다성분계 고분자 재료를 대상으로, 그라프트 및 블록 공중합물, 상호 침투하는 고분자 구조, 고분자 

얼로이,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합성, 물성, 특성화, 응용 등을 다룬다.

CBE652  고분자 특성화(Polymer Characterization) 3:0:3(3)

고분자 사슬의 미세구조, 거대 분자들의 구조를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는 기기적 방법론을 

다룬다.

CBE653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s) 3:0:3(4)

고체 고분자의 탄성 및 점탄성을 표시할 수 있는 수식은 연속체 이론과 통계학적 분자이론을 적용

시켜 유도하고, 등방성과 비등방성을 갖는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분석에 응용한다. 고분자의 선형점

탄성과 비선형 점탄성의 이론 개발과 실험결과를 비교한다. 고체 고분자 항복거동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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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661  세포배양공학(Cell Culture Engineering) 3:0:3(3)

여러 가지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동물, 식물세포의 배양에 관한 간단한 실습과 이론, 반응기 설

계, 동물 및 식물세포의 유전학과 배양과의 관계, 세포의 고정화와 물질전달 등에 관련된 사항들을 

다룬다.

CBE662  생물분리공정공학(Bioseparation Processes Engineering) 3:0:3(3)

일반적인 분리법에 의할 경우 파괴되기 쉬운 생화학 물질의 분리 및 정제법의 기본을 다루며, 1차

분리인 불용성 물질의 제거, 생성물의 2차 분리, 정제공장 및 고급화 방법을 다룬다. 강의는 여과 

원심 분리, 세포 분쇄, 추출, 흡착, 크로마토그라피, 침강, 한외여과, 전기 영동법 등에 초점을 맞춘

다.

CBE664  재조합 미생물 공정(Process for Recombinant Microorganisms) 3:0:3(3)

이 과목에서는 재조합 미생물 공정에 의한 유용물질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

룬다. 플라스미드(벡터) 개발, 유전자 클로닝 및 조작기술을 포함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숙주 세

포의 선택, 형질 전환, 그리고 재조합 미생물의 안정성을 포함한 특성해석 등에 관하여 논한다. 또

한 전반적인 재조합 균주개발기술과 재조합 미생물의 발효공정을 다룬다.

CBE672  대기오염방지(Air Pollution Control) 3:0:3(3)

대기오염의 화학반응, 오염의 근원 및 측정기술, 입자의 유체역학, 대기오염방지 장치의 원리 및 설

계방법을 다룬다.

CBE673  수질오염방지(Water Pollution Control) 3:0:3(3)

물리, 화학, 생물학적 폐수처리 공정과 고도 수처리 기술에 속하는 난분해성 물질의 분해, 질소 및 

인 제거기술,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스템, 슬러지 처리 및 처분기술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CBE680  막공학(Membrane Technology) 3:0:3(3)

일반적으로 고분자 및 세라믹 막은 투석, 한외여과, 역삼투, 기체분리, 고농도 세포배양 등 여러 분야

에 사용된다. 특수 막의 일종인 Langmuir-Blodgett막, 전도성 막은 다양한 바이오 센서의 제조에 사용

되기도 한다. 이 과목에서는 막제조 물질, 막 제조공정, 규격화, 전달현상, 분극현상, 막의 fouling 및 

재생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CBE682  유기나노구조재료 (Organic Nano-Structured Materials) 3:0:3(3)

유기나노재료의 구조를 이해하여 우수한 기능을 창출하고자 구조제어, 분자배향 및 나노분석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유기구조재료들이 광전자 및 정보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CBE711  고급반응공학(Advanced Reaction Engineering) 3:0:3(4)

불균일 촉매반응계에 대한 흡착 동력학 및 표면반응, 촉매 입자내의 확산 및 반응간의 상호작용, 비

활성화, 그리고 고정층 반응기에서의 열 및 물질전달 변수감응도 등에 관한 모델링 등을 깊이 있게 

다룬다.

CBE712  표면현상(Surface Phenomena) 3:0:3(3)

촉매, 고분자 및 무기재료 표면에서 일어나는 분자수준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표면과학의 기본원

리와 응용 예를 다룬다. 표면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XPS, Auger분광법, ISS, UPS, SIMS, LEED, 

ELLS, SEXAFS, RHEED, Work function, TDS 기기 들의 원리, 구성요소 및 응용사례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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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731  고분자유체역학(Polymer Fluid Dynamics) 3:0:3(3)

고분자유체의 흐름 현상을 설명하는 분자유변학 모델에 대하여 공부하고, 미세구조 관점에서의 광

유변학적 실험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CBE741  고급공정제어 Ⅱ(Advanced Process Control Ⅱ) 3:0:3(4)

이 코스는 화학공정에 응용될 수 있는 지능제어, 적응제어, 모델예측제어, 최적제어, state estimation, 

identification, 비선형제어 등을 다룬다.

CBE751  고급고분자유변학(Advanced Rheology of Polymer) 3:0:3(3)

분자운동 및 통계 열역학의 기초이론을 도입하여 분자구조와 형상을 살펴보고, 분자모델의 확산방

정식을 유도한다. 또한 phase-space 이론과 reptation 운동을 변형한 관련 이론에서 유도된 유변학적 

수식을 고분자 액의 응력완화와 흐름에 적용해 본다.

  

CBE761  생물공정해석 및 제어(Bioprocess Analysis and Control) 3:0:3(3)

생물공정의 모니터링 및 제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우선 생물 반응기의 온라인 모니터링

을 위한 대표적인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소개하고 측정이 여의치 않은 변수의 간접적인 추정을 위한 

기법들을 다룬다. 회분식/유가식 공정은 최적화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연속식 공정의 경우는 안정성 

해석 및 제어를 중점으로 한다.

CBE771  전기화학공학(Electrochemical Engineering) 3:0:3(4)

전기화학의 원리를 이용하여 전류의 분포상태가 화학공학의 주요 의제인 열 및 물질전달, 그리고 

전기화학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CBE773  생명화학공학의 최근동향(Recent Topics in Chemical & Biomolecular Engineering) 3:0:3(3)

화학공학에서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첨단분야에 대한 최근 동향을 심도있게 소개함으로써 화학공학

의 관심  및 응용범위를 확대시키고자한다.

CBE811  화학반응공학특강(Special Topics in Chemical Reaction Engineering) 3:0:3(3)

화학반응공학의 제문제 중 몇 개를 선발하여 깊이 있게 연구한다.

CBE821  화공열역학특강(Special Topics in Chemical Engineering Thermodynamics) 3:0:3(4)

화공열역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에 대하여 몇 개 주제를 선발, 깊이 있게 연구한다.

CBE831  전달현상특강(Special Topics in Transport Phenomena) 3:0:3(3)

전달현상분야의 최근 연구분야 중 몇 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깊이 있게 다룬다. 주요 대상분야로는 

다공성 매체를 통한 유체 흐름, 유체의 안정성 이론, 난류에서의 열 및 물질전달,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테일러 분산, 결정화 및 용해공정에 있어서의 전달현상 등이다. 

CBE 832 분리공정특강(Special Topics in Separation Processes) 3:0:3(4)

탑 공정, 크로마토그래피, 막 분리, 전기 영동과 같은 여러 분리공정의 설계와 조업 그리고 주변기

기에 대한 기본지식을 배우고 율속단계에 의해 제어되는 공정을 다룬다. 탑 조업과 관련해서는 탑 

설계와 스케일업, 스타트업, 셧다운, 조업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CBE 841 공정공학특강(Special Topics in Process Engineering) 3:0:3(3)

동적모사, 고장진단, 공정안전, 인공지능의 화학공학에서의 응용, 공정제어의 신기술 등과 같은 공정

공학 분야의 주제들을 선별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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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 851 고분자공학특강(Special Topics in Polymer Engineering) 3:0:3(3)

고분자의 용액 물성, 고체물성, 전기적 혹은 광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에 관한 분야 중에서 최근 동

향을 소개하고 고분자의 특성 분석에 관한 최근 연구도 소개한다. 

CBE 861 생물화학공학특강(Special Topics in Biochemical Engineering) 3:0:3(3)

생물화학공학 분야에 있어서의 최근동향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CBE 960 논문연구(Thesis〈Master Student〉)

CBE 966 세미나(Seminar〈Master Student〉) 1:0:1

CBE 980 논문연구(Thesis〈Ph.D. Student〉)

CBE 986 세미나(Seminar〈Ph.D. Studen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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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공학과

학과홈페이지 : ms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302-5

1. 개  요

  인간이 누리는 삶의 질은 소재의 변화에 의해 향상되어 왔고 소재산업은 전통적인 금속, 세라믹 

소재뿐 아니라 반도체, 강유전체, 광, 자성, 시스템실장 등의 정보전자소재 분야와 복합재료, 금속간

화합물, 배터리, 센서, 초전도체 등의 복지용 에너지환경 소재산업을 망라하는 현대사회 산업발전의 

근간 역할을 해오며 발전해왔다. 최근 들어서는 IT, NT, BT 등 첨단산업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소재과학이란 원자가 서로 결합해서 고체화된 것(condensed matter)을 대상으로 새로운 화합물, 상

(phase), 미시 및 나노구조(microstructure and nanostructure)를 형성하는 원자의 결합을 제어하기 위하여 물

리, 화학적 원리를 공부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소재과학의 핵심은 소재의 미시 및 나노구조와 다양한 

거동 및 특성간의 현상학적 그리고 기구적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소재공학은 소재과학에 

기초를 두고 특정 성질을 갖는 소재를 원하는 형태로, 필요한 양을 경제적으로 합성, 생산하는 공학 즉, 소

재과학에서 얻은 기본 지식을 용도 및 수요에 맞게 공정에 적용시키는 학문 분야이다. 결국, 소재과학 및 

소재공학의 탐구를 통하여 우리는 소재의 특성 및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더 나아가 새

로운 특성 및 성능과 기능을 갖는 신소재를 개발함으로서 인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오늘날 고도로 발달한 첨단소재시대가 요구하는 본 학과의 특징은 전문성과 국제성 및 범학제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신소재공학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는 학문분야가 되고 있으며 지

적으로 가장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공학 분야가 되고 있다.

❒ 학사과정

  최근 소재연구 분야가 크게 다양화되는 것을 반영하여 전공필수 학점을 대폭 축소하고 전공선택

을 확대하여 다양한 신소재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나노소재기술, 바

이오소재, 고분자소재, 나노소재 공정 시뮬레이션, 전자부품시스템의 이해 등의 새로운 교과목을 도

입하여 학제적 교육을 강화시켰다. 체험적 교육을 위하여 실험교과목과 현장실습제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실험교과목의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조직학실험실, 박막공정실험실, 분석 및 계측실험실, 

강도실험실, 소재제작실험실, 크린룸 등 6개의 공동실험실을 운영하여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실험

을 통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한편 교과과정 운영의 융통

성을 위하여 부전공, 복수전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

다.

❒ 석․박사과정 

  석․박사학위 과정의 교육목표는 급변하는 연구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석․박사학위과정은 소정의 교과과정의 이수와 아울러 학위논문

연구를 통하여 전문 분야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배양을 요구하고 있다.

  교과목의 수준은 최신연구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토의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은 전문지식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그 구성은 소재과학 및 공학의 다양한 기본원리와 현상에 관한 확고한 기

본지식을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기초교과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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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의 전자구조, 결정구조, 결함구조, 열역학, 상변태, 기계적 성질, 전․자기적 성질 등에 관한 것

이 그것이다. 둘째는, 금속, 세라믹, 반도체 및 복합소재 등에 관한 공정, 합성 및 제조에 관한 공학

적 측면의 교과목이 그것이다. 셋째는, 다양한 소재들의 다양한 성질별 전문적 특성을 다루는 응용

교과목들과 다양한 소재의 미시구조와 결함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응용을 다루는 교과목들이 

그것이다. 학위논문 연구내용은 선택한 전문분야에서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것이어야 하며 국제적으

로 권위를 인정받는 전문 학술지에 발간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질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전문분야의 권위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정기세미나를 개최함으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전문분야의 최신 연구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 안목을 넓히고 아울러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 학술 및 연구활동

  신소재공학과는 이미 지난 ‘93년에 미국 공학교육평가기관인 ABET로부터, "학문적 연구활동과 졸

업생 배출실적으로 볼 때 미국 최상위 5개 대학수준" 이라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이는 본 학과의 

학술 및 연구활동 수준이 세계 일류수준에 도달하고 있음을 공인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제적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SCI 등재논문에 '02년도에 게재한 논문 수를 조사한 결과

에 의하면 당학과의 경우 교수 일인당 SCI논문 게재수는 평균 7.4편에 달하였는데, 이는 미국 최고

수준인 5.8편보다도 월등한 수준이었다.

  최근의 소재공학은 기존의 금속, 세라믹 재료 이외에도 IT 소재는 물론이고 NT 및 BT 관련 신소

재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당 학과에서도 기존의 연구 분야에만 안주하지 않고, 나노

소재/바이오소재 등에까지 적극적으로 연구 및 교육분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지원설비를 갖추고 있다.

  원내 중앙지원 설비로는 투과전자현미경, 주사전자현미경, Auger 분광기, XPS, X-선회절분석기, 

Instron 시험기 등이 있고 학과 공동지원 설비로는 AFM, SPM, Nanoindentor, 열분석 장비, 박막증착

장비, 분말가공장비, 광학현미경, 금속조직 시편준비 장비, 벌크 및 박막 기계적시험장비, 열처리 장

비, 각종 계측장비 등이 있다. 이외에도 각 연구실별로 전문 연구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호 활

용이 가능하다.

  본 학과에는 한국과학재단이 우수연구센터로 지정한 재료계면공학연구센터와 전자패키지재료연구

센터가 있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 재료설계인력교육연구센터 및 솔․젤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단

이 있어서 다양한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1999년 9월부터 학술진

흥재단의 고등인력양성사업인 BK21 재료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연간 14억여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BK21 사업 지원으로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학생들의 국제학회참석 및 논문발표, 해외연수 기회 

확대, 연구기자재 확보 등 세계적 수준의 재료공학과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인 교류도 활

발하여 재료계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의 Tohoku 대학 및 Kyoto 대학 재료공학과와 협

약을 체결, 매년 1회 워크샵을 개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교류 활동으로 세계적인 재

료분야 선도 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UCSB 및 베트남 유수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적극적인 국제협력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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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총 42학점 이상)

       ◦ 전공필수 : 12학점

       ◦ 전공선택 : 30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 : 3학점 이상(졸업연구 3학점 필수, 개별연구, 세미나는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전공필수 중 9학점 이상과 전공선택중 9학점(총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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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미수강교과목 구분 대체인정 교과목 비고

기선 재료과학개론 기선 신소재과학개론 변경

전필 재료공학실험I 전선 나노소재기술 신설

전필 재료공학실험II 전필 신소재실험I 변경

전필 재료공학실험III 전필 신소재실험II 변경

전필 재료열역학I 전필 소재열역학의 이해 변경

전필 상변태 및 반응속도론 전필 상변화와 미세조직 변경

전필 재료결정구조 전선 결정구조 및 회절 변경

전필 재료열역학II 전선 소재열역학의 응용 변경

전필 재료의 기계적 성질 전선 소재의 기계적 특성 변경

전필 재료의 전기자기적 성질 전선 소재의 전기자기적 특성 변경

전필 재료의 설계 및 제작 전선 재료의 설계 및 제작 변경

전선 양자물리화학 전선 양자화학개론 변경

전선 재료역학 전선 소재역학 변경

전선 물리세라믹스 전선 세라믹소재 변경

전선 재료물리개론 전선 고체물리개론 변경

전선 금속재료 전선 금속소재 변경

전선 재료과학특강 전선 신소재특강 변경

전선 열 및 물질전달현상 선택 고체확산현상 대학원,학석사
상호인정

전선 X-선 회절 및 응용 선택 나노표면분석 대학원,학석사
상호인정

전선 결정결함 선택 기초전위론 대학원,학석사
상호인정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

   마. 연    구 : 12학점 이내(세미나 2학점 포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6학점(CC500영어논문작성법 반드시 이수, 그외 CC과목중 택 1)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6학점 이상

   마. 연    구 : 30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포함)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연구학점은 제외)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새로 편성된 교과과정은 200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① 교과목 변경 및 신설, 폐지에 따른 2002년도이전 입학생에 대한 대체교과목의 지정은 아래

와 같음.

      ② '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MS211 재료과학개론(전공필수) 미이수자는 MS211 신소재과학개론

(기초선택) 으로 이수하여야 함.

      ③ '98학년도 이전 입학생 중 MS212 재료열역학 미이수자는 MS212 소재열역학의 이해로,  

MS214 재료물리화학 미이수자는 MS214 소재열역학의 응용으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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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석․박사과정

        새로 편성된 교과과정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① '92～'94학년도에 개설한 SAE612(상변태특론), SAE613(고체물리)를 무기재료공학과 소속학

생이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② '94학년도 이전에 개설한 SAE613 고체물리 교과목을 재료공학과 소속학생이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③ '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이 이수한 세라믹재료의 전기․자기적 성질, 고체의 기계적 

성질, 세라믹재료의 기계적 성질, 재료의 전기․자기․광학적 특성, 반도체소자공학은 전

공필수과목으로 인정함.

      ④ '98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박사과정 학생은 세미나 2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됨.

      ⑤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교양

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학과에서 개설하는 세미나(1학점)로 대체 이수하여야 함.(일

반장학생은 제외)

      ⑥ 200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박사과정학생은 공통필수 3학점, 선택은 33학점 이상 이수하여

야 함.  (공통필수 영어논문작성법 반드시 이수는 2001학년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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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MS212 34.212 소재열역학의 이해 3:0:3(3) 변수일,이혁모 봄

MS311 34.311 상변화와 미세조직 3:0:3(3) 박중근 봄

MS321 34.321 신소재실험 Ⅰ 1:6:3(6) 과교수 봄

MS322 34.322 신소재실험 Ⅱ 1:6:3(6) 과교수 가을

전공선택

MS213 34.213 결정구조 및 회절 2:3:3(3) 이정용 가을

MS214 34.214 소재열역학의 응용 3:0:3(3) 박종욱 가을

MS215 34.215 소재의 기계적 특성 3:0:3(3) 위당문,홍순형 가을

MS216 34.216 소재의 전기자기적 특성 3:0:3(3) 김호기,이원종 봄

MS310 34.310 양자화학개론 3:0:3(3) 전덕영 봄

MS331 34.331 나노소재기술 3:0:3(3) 강정구 봄

MS332 34.332 바이오소재 3:0:3(3) 박찬범 가을

MS354 34.354 부식 및 산화 3:0:3(3) 권혁상 가을

MS360 34.360 소재역학 3:0:3(3) 김도경 가을

MS371 34.371 금속소재 3:0:3(3) 위당문 봄

MS381 34.381 고체물리개론 3:0:3(3) 안병태 가을

MS412 34.412 재료의 설계 및 제작 2:3:3(5) 남수우,노광수 봄

MS415 34.415 반도체소자개론 3:0:3(2) 강상원 봄

MS421 34.421 세라믹소재 3:0:3(3) 강석중 봄

MS422 34.422 고분자소재 3:0:3(3) 김상욱 봄 **CBE451

MS423 34.423 나노소재 공정 시뮬레이션 3:0:3(3) 강정구 가을

MS424 34.424 전자부품시스템의 이해 3:0:3(3) 과교수 가을

MS481 34.481 반도체공정 3:0:3(2) 백경욱 가을

MS482 34.482 신소재특강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
가능

연    구

MS490 34.490 졸업연구 0:6:3(3) 

MS495 34.495 개별연구 0:6:1(3) 

MS496 34.496 세미나 1:0:1(3) 

   * 4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임.

   ** 생명화학공학과 고분자구조와 물성(CBE451)과목과 상호대체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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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박사필수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과교수 봄․가을 타전공학생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

CC531 11.531 특허분석 및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선 택 MS511 34.511 열역학과 상평형 3:0:3(3) 과교수 봄

MS513 34.513 고체의 구조 및 결함 3:0:3(3) 이택동 봄

MS514 34.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3:0:3(3) 홍순형 가을

MS521 34.521 소재통계열역학 3:0:3(3) 주웅길 봄

MS523 34.523 전자현미경학 및 실험 2:3:3(3) 이정용 봄

MS524 34.524 재료의 상평형 3:0:3(3) 이혁모 가을

MS536 34.536 박막제조공학 3:0:3(2) 이원종 봄

MS541 34.541 고체확산현상 3:0:3(3) 박종욱 가을

MS542 34.542 나노표면분석 2:3:3(3) 최시경 가을

MS543 34.543 기초전위론 3:0:3(3) 홍순형 봄

MS544 34.544 연성소재공학 3:0:3(3) 김상욱 가을

MS545 34.545 응용생화학 및 소재 3:0:3(3) 박찬범 봄

MS572 34.572 복합재료 3:0:3(3) 홍순형 가을

 MS575 34.575 비정질재료  3:0:3(3) 배병수 가을

MS612 34.612 상변태론 3:0:3(3) 주웅길 가을

MS613 34.613 고체물리 3:0:3(3) 전덕영 가을

MS615 34.615 계면조직 및 특성 3:0:3(3) 과교수 봄․가을

MS617 34.617 재료전기화학 2:3:3(3) 변수일 가을

MS619 34.619 전자세라믹재료 3:0:3(2) 김호기 가을

MS620 34.620 광학재료 3:0:3(3) 노광수 봄

MS621 34.621 유전재료 3:0:3(3) 최시경 봄

MS631 34.631 합금설계와 응용 3:0:3(3) 위당문 가을

MS632 34.632 크립과 초소성 3:0:3(3) 남수우 봄

MS633 34.633 고체화학센서 3:0:3(3) 박종욱 가을

MS634 34.634 결정물리 3:0:3(3) 주웅길 봄

MS635 34.635 반도체 공정설계 3:0:3(2) 강상원 가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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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S642 34.642 전자패키징기술 3:0:3(2) 백경욱 봄

MS643 34.643 소결공정과 이론 3:0:3(3) 강석중 봄

MS644 34.644 고급고분자소재 3:0:3(3) 김상욱 가을

MS653 34.653 재료의 미시구조 해석 2:3:3(3) 박중근 봄

MS654 34.654 표면과학 3:0:3(2) 이원종 봄

MS656 34.656 부식 및 표면반응 2:3:3(3) 변수일 가을

MS657 34.657 환경과 재료 3:0:3(3) 권혁상 봄

MS660 34.660 파괴역학 3:0:3(3) 김도경 봄

MS661 34.661 금속재료의 피로현상 3:0:3(3) 남수우 가을

MS662 34.662 박막의 기계적성질 3:0:3(3) 유  진 봄

MS670 34.670  솔-젤 나노소재 공정 3:0:3(3) 배병수 가을

MS671 34.671  재료양자전산모사 3:0:3(3) 강정구 봄․가을

MS672 34.672  나노재료기술특강 3:0:3(3) 강정구 봄․가을

MS684 34.684 반도체 소자공학 3:0:3(3) 안병태 봄

MS685 34.685 자성물리 및 재료 3:0:3(2) 이택동 가을

MS696 34.691 신소재공학특론 I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MS697 34.692 신소재공학특론 II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MS698 34.693 신소재공학특론 III 3:0:3(3) 과교수 봄․가을 부제부여가능

연    구

MS960 34.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MS966 34.966 세미나(석사)  1:0:1(3) 과교수

MS980 34.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MS986 34.986 세미나(박사) 1:0:1(3) 과교수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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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MS212 소재열역학의 이해(Thermodynamics of Materials)                               3:0:3(3)

재료분야의 전반에 걸친 실제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열역학의 개념 및 열역학 제 0, 

1, 2, 3법칙에 대해서 강의하고, 구조재료는 물론 자성재료, 유전재료, 압전재료에 대하여 열역학 법

칙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설명한다. 그리고 일반적인 Maxwell 연장방정식, 일반적인 Gibbs-Duhem 연

장방정식, 계면현상, 결함평형의 열역학에 대하여 통일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 

MS213 결정구조 및 회절(Crystallography and Diffraction)                              2:3:3(3)

각종 화학결합, 원자의 충전, 충전으로 만들어진 결정 구조, 결정에서의 격자와 대칭, 역격자를 공부

한 다음, 이들 결정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광, x-선, 전자 회절의 기본 원리와 회절분석 방법을 공부

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각종 결정의 구조를 파악하는 실험을 한다.

MS214 소재열역학의 응용(Thermochemical Proces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3)

이 과목은 고온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열역학적인 거동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고온 재료를 설계하거나 재

료 합성에 필요한 고온 공정 조건을 설정 하는 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주어진 조건에서 평

형상태의 상이나 조성을 계산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험조건을 미리 설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지식을 주입

하고자 한다. 교육 내용은 고체나 액체와 같은 응집상에서 나타나는 상태도, 혼합 열역학 함수들, 활동도 

계산방법 등과 고체상과 기체상과의 평형반응 열역학, 가스/금속 상 안정도표 및 전기화학 열역학 등을 다

루게 된다.  

MS215 소재의 기계적 특성(Mechanical Behavior of Materials) 3:0:3(3)

재료강도를 결정결함과 미세조직과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결정고체의 탄성변형 및 소성변형, 전위의 

운동, 등에 관한 기초이론을 이해시킨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재료의 크리프, 피로거동, 파괴특성, 

등의 변형기구와 재료의 강화방안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MS216 소재의 전기자기적 특성(Introduction to Electrical and Magnetic Properties of Materials) 3:0:3(3)

전자재료, 금속재료, 요업재료, 고분자재료의 물질에 따라 전기장과 자기장에 의한 특성과 응용이 

매우 다르다. 이 과목은 이들 소재의 전기자기적 성질을 이해시키고, 물리적인 기본원리와 필요한 

공정지식을 습득하여 실제실험에 응용 가능케 한다.

MS310 양자화학개론(Introduction to Quantum Chemistry)                              3:0:3(3)

재료공학도에게 소재들의 분자결합, 분자구조, 여러 기본성질들을 양자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

각을 키워주기 위하여 wave-particle duality, Schroedinger equation, 수소모델, 분자와 결합, 분자의 대

칭성, 분광학, 고체형성의 기초개념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MS311 상변화와 미세조직(Phase Transformation and Microstructural Evolution)         3:0:3(3)

학생들에게 결정고체와 박막에서 다양하게 발달하는 미세조직 변화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모

델을 교육하고자 한다.

MS321 신소재실험I (Advanced Materials Lab I)                                       1:6:3(6)

재료과학의 입문이라 할 수 있는 상평형과 재료의 응용공학적 측면에서 신소재가 갖는 전자기적/광

학적/기계적 성질 등에 대한 기초이론의 이해와 적용한계를 실험을 통하여 습득하게 한다. 아울러 

측정방법과 측정자료의 수학적 통계처리법 (Error Analysis 등) 및 기술문서 작성법을 익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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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322 신소재실험II (Advanced Materials Lab II)                                      1:6:3(6)

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제어하는 가공공정기술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

과 관련한 실험을 신소재 및 새롭게 다가오는 나노기술에 대비한 Project-based 미세구조가공을 대상

으로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문적 이론과 공학적 응용을 연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여 창의적이며 실용적인 재료공학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MS331  나노소재기술(Nanomaterials Science & Technology)                            3:0:3(3)

학생들에게 나노기술의 기초와 응용분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과목이다. 나노구조 및 소

자 제조, self assembly 기초, 나노박막제조, 나노분말제조,  원자층 박막제조, 나노패터닝 기술, 소자

응용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MS332 바이오소재(Bio-Materials)                                                      3:0:3(3)

바이오소재를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적 기본 개념과 생체 조직 및 환경과 소재와의 반응 현상들을 

공부한다.  그리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세라믹, 폴리머, 하이드로젤, 복합체등 다양한 형태의 

바이오소재의 제조와 특성 및 평가방법을 소개하고 합성된 소재의 생체적인 측면과 생의학적 

implants 와 devices의 응용을 토의한다.

MS354 부식 및 산화(Corrosion and Oxidation of Metals)                               3:0:3(3)

수용액애서 전극의 열역학 및 반응속도론을 다루고 이를 균일부식, 갈바닉 부식 국부 및 응력부식, 

수소취성, 전기도금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나아가 금속 과 개스 간의 산화반응에 대한 열역학 및 반

응속도론, 산화기구를 다루고 내식 내산화성 합금설계를 논한다.

MS360 소재역학(Mechanics of Materials)                                              3:0:3(3)

재료의 기본적인 역학이론을 통하여 비교적 단순한 구조에서의 역학적 상태를 이해하게 한다. 응력

과 변형율, 축하중, 비틀림 하중, 휨 하중 및 전단 하중에서의 응력상태를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한

다.  응력과 변형율의 변환과 보와 축의 굽힘 이론 및 복합하중 하에서의 응력상태에 대해서도 공

부한다. 이들을 바탕으로 재료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기본적인 역학적 개념들을 습득한다.

MS371 금속소재(Structure and Properties of Engineering Alloys)                       3:0:3(3)

일반금속, 실용합금, Intermetallics 등 금속재료 전반에 대한 특징적인 물성과 재료선택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시키고, 공업적 열처리 등의 응용법을 다룬다.

MS381 고체물리개론(Introduction to Solid State Physics)                               3:0:3(3)

이 과목은 고체 내의 물리적 현상을 파동역학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고

체의 격자진동 이론, 전자기 파동 이론, 전자의 파동이론 이론들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하여 고체의 

비열, 열전도, 전자의 이동 및 산란, 빛의 산란, 투과 및 반사, 이온분극 및 흡수,  반도체 발광, 레

이저 등을 다룬다.

MS412 재료의 설계 및 제작(Material Design and Manufacturing Processes)              2:3:3(5)

재료공학을 전공하는 상급반 학생들에게 재료와 관련된 공학적인 설계과정을 위한 실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과목이다. 재료 설계와 제작을 위한 결정방법, 최적화, 경제적 타당성, 추진계획, 통계적 

처리기법, 신뢰성 및 품질관리기법의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 개념이 재료설계 및 제작에 어떻게 적

용되는가를 체험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제작과정을 실습한다. 또한 COMPUTER를 이용한 재료설계에 

대한 강의를 하며 적합한 software로 실습한다.

MS415 반도체소자개론(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                         3:0:3(2)

반도체 소자의 물리적 동작 원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반도체물리와 Carrier의 생성과 소멸, PN 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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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기적 현상, 반도체와 금속의 접합현상,  MOS Capacitor와 Si/SiO2 계면 현상 및 MOSFET의 

Transistor 동작특성을 이해 하도록 한다.

MS421 세라믹소재(Introduction to Ceramics)                                          3:0:3(3)

세라믹의 결정구조와 결함, 상평형, 재료 계면현상과 미세조직 등을 다룬다.

MS422 고분자소재(Polymer Materials)                                                 3:0:3(3)

고분자소재의 구조와 물성간의 전반적인 연관관계를 이해, 정리하고, 그에 적합한 응용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공성, 열적, 전기, 광학적, 음향학적, 그리고 표편 특성들에 미치는 고분자 구조의 영향을 

고찰 정리한다.

MS423 나노소재공정 시뮬레이션(Computational Modeling and Simulation of Nano Materials and Processing) 3:0:3(3)

학생들에게 나노소재 및 공정 대한 시뮬레이션을 직접하도록 하여 새로운 성질을 가진 나노디바이스

의 설계/예측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나노구조, 표면의 Reconstruction, 카본 나노튜브, STM

를 위한 나노선의 자체성장,  원자증착법, 수소저장재료, 단분자소자 구조/성질 등의 예를 다룬다.

MS424 전자부품시스템의 이해(Understanding of Electronic Systems for Materials Engineers) . 3:0:3(3)

이 과목의 목적은 신소재공학도들에게 전자부품 관련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할 때 효율적이고 능동적

인 연구가 되도록 전자응용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이다. 강의 내용은 메모리 

집적회로, 디스플레이 시스템, 마이크로파 시스템, 전자패키징 등의 이해와 이들과 관련된 신소재공

정 내용들이다.

MS481 반도체공정 (Semiconductor Processing) 3:0:3(3)

기본적인 VLSI 공정기술 즉, 단결정 성장, epitaxy, 산화, 도핑, 이온 주입, 박막 증착, lithography, 식

각, 반도체 공정 integration(Bipolar, MOS 구조 소자 제작), 패키징 및 접속 공정등을 수업한다.

MS482 신소재특강(Special Topic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3)

기존 교과목외에 소재 분야의 새로운 이론이나 응용분야의 소개가 필요할 때, 학기 시작 직전에 주

제를 정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되며 부제부여 가능하다.

❒ 석․박사과정

MS511 열역학과 상평형(Thermodynamics and Phase Equilibra) 3:0:3(2)

재료의 상평형과 주어진 계에서 반응여부를 열역학 법칙으로 예측하고 재료내에 내재한 결함들을 

열역학과 상평형의 관계로부터 유추한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열역학적 주제

들에 관하여 고찰한다.

MS513 고체의 구조 및 결함(Structure and Defects in Solids) 3:0:3(3)

고체의 원자배열 및 대칭요소, 방향과 결정면, 단위정 등에 대한 소개, 고체의 결함, 즉 점, 선 및 

표면결함 및 전위의 성질, 전위와 점결함과의 상호작용, 결정 및 부결정립계의 조직구조를 다룬다.

MS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Mechanical Behavior of Solids) 3:0:3(3)

재료의 기계적성질, 변형 및 파괴에 관한 현상과 이론을 소개하며 기계적성질과 미세구조와의 상관관계

를 이해한다. 주요 내용으로 탄성변형과 소성변형, 전위론, 강화기구, 고온변형, creep, 초소성, 파괴, 피

로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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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521  소재통계 열역학 (Statistical Thermodynamics in Materials System) 3:0:3(3)

통계열역학을 통계학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통계적 개념이 자기적 스핀, 유전체적 분극, 각기 다른 종류

의 원자들이 존재할 때 어떻게 free energy에 기여하는가를 살피고, 이상고체의 열용량, Bose Einstein 

condensation 등을 다룬다

MS523  전자현미경학 및 실험 (Electron Microscopy and Experiment)  2:3:3(3)

원자 종류와 배열을 분석하기 위해 회절, 결상, 분광분석으로 구성된 전자현미경학을 배우는 과목으로 파

와 푸리에 변환, 회절, 간섭, 원자의 회절, 회절상, 키쿠치 회절상, 수렴성빔 전자회절, 현미경 이론, 운동

학적 이론, 동력학적 이론,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학, X-선의원리, 에너지분산, X-선분광분석, 전자에너

지 손실분석 등을 다룬다.

MS524  재료의 상평형 (Phase Equilibria and Phase Diagrams) 3:0:3(3)

금속, 요업, 전자재료를 망라하는 상태도와 상평형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열역학모델과 

컴퓨터계산을 통해 실제 합금계에 적용하며 마지막으로 공정설계 및 합금설계에 응용한다.

MS536  박막제조공학 (Thin Film Processes)                  3:0:3(2)

박막제조의 기초가 되는 진공이론과 플라즈마이론을 숙지하고, evaporation, sputtering, ion plating 

ion-beam deposition, MBE 등의 물리증착법(PVD) 법과 Sol-Gel법 그리고 여러가지 화학증착법(CVD)

에 의한 박막제조법을 다루며 박막형성기구, 박막의 구조 및 성질, 박막분석법 등을 공부한다.

MS541 고체확산현상(Diffusion in Solid) 3:0:3(3)

이 과목은 향후 연구나 개발에서 재료를 설계하거나 재료를 이용하여 소자를 만드는 공정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되는 확산현상의 기초 이론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그 응용 사례들을 접하게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확산 미분 방정식을 풀기위한 기초 균일방정식(Homogeneous Equation)의 

개념과  Eigen value problem 들을 다루게 되며 원자 수준의 확산 기구에서부터 거시적인 열역학적인 측면

에서의 확산현상을 다루게 된다. 응용 적인 측면에서는 금속에서의 확산과 세라믹에서의 확산 그리고 반

도체(주로 Si)에서의 확산을 들어 기초 이론을 적용하는 예로 설명하게 된다.

MS542 나노표면분석(Nanoscale Surface Analysis) 2:3:3(3)

본 강의는 먼저, 최근의 나노 재료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Scanning Probe  

Microscope(SPM)의 중요성과 원리를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이해한다. 다음은 SPM 기술을 적용한 나

노 구조 및 표면 특성(제조) 분석 예를 소개한다. 

MS543 기초전위론(Introduction to Dislocations) 3:0:3(3)

재료내부에 존재하는 선결함(Dislocation)의 구조, 종류, 이동현상, 형성기구, 상호반응, 배열현상등과 

관련된 기초현상 및 이론을 다루며, 선결함과 타결함과의 상호반응과 재료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

해한다.

MS544  연성소재공학 (Engineering of Soft Materials) 3:0:3(3)

본 과목에서는 연성 소재 (고분자, 입자분산계, 양친성분자 그리고 액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소개되며, 특히 각각의 구조 형성과 그에 따른 물리적 성질들이 중점

적으로 다루어진다.

MS545  응용생화학 및 소재 (Applied Biochemistry and Materials) 3:0:3(3)

본 과목은 신소재공학 전공자들이 바이오소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경우 관련 논문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생명공학 전공자들과 원활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생



신소재공학과 / 279

화학적 기본 개념들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단백질을 포함한 각종 생체 물질

들의 구조, 분석, 생산방법 및 이들의 응용에 대하여 공부하고, 최근의 바이오소재 관련 연구동향에 

대하여 토의한다.

MS572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0:3(3)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강화재료와 기지재료의 특성과 선택기준, 강화재/기지의 계면반응, 강화기구 

및 기계적 성질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금속 복합재료, 세라믹 복합재료 및 고분자 복합

재료의 설계, 제조공정, 특성, 응용 등을 다룬다.

MS575  비정질재료 (Non-Crystalline Materials) 3:0:3(2)

비정질재료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리전이 및 유리형성의 이론들을 열역학 및 속도론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비정재료의 구조와 연관하여 공부한다. 그리고 비정질 재료의 대표적인 물리, 화학적

인 성질들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응용기술들도 소개한다. 특히 비정질 재료의 광특성을 이용한 

광통신 및 정보기술의 응용에 중점을 둔다.

MS612 상변태론(Phase Transformation in Solids) 3:0:3(3)

열역학적 안정 불안정상태를 점검하고, 불안정 준안정상태에서 안정상태도의 상전이를 다룬다.  확

산, 비확산 상변태를 또한 다루고 확산형 상변태의 키네틱스를 다룬다.

MS613 고체물리(Solid State Physics) 3:0:3(3)

공학도를 위한 고체물리로서 결정구조, 고체회절, 격자진동, 금속의 자유전자론, 고체의 대구조 이

론, 금속/반도체/절연체에서의 전기의 흐름 및 자기적 성질 등을 다룬다.

MS615  계면조직 및 특성 (Structure and Properties of Interfaces) 3:0:3(3)

계면열역학, 계면 흡착과 편석, 고상 표면의 구조, 입계의 구조 그리고 평형 모양 등의 기초적인 지

식을 바탕으로 액상 소결체와 다결정체에서의 정상 입자성장과 비정상 입자성장, 화학적 변화에 의

한 계면이동 및 불안정성 등의 기구를 알아본다.

MS617  재료전기화학 (Electrochemistry of Solids for Materials Scientist) 2:3:3(3)

산화에 대한 고전적 Wagner 이론을 소개하고 반도체성 산화물의 결함구조, non-stoichiometry 와 전기화

학적 반응성을 고체결함 화학의 입장에서 설명한다. Impedance technique 을 이용한 이온전도

(Diffusion/Migration) 측정에 대한 실험을 강의와 병행하여 수행한다.

MS619  전자세라믹 재료 (Electronic Ceramic Materials)        3:0:3(2)

유전 특성, 쌍극자 능률, 분극현상, 유전파괴, 유전손실, 강유전 특성, 강유전 응용 부품, 압전 특성, 

결정의 탄성 변형, 압전체의 열역학적 고찰, 압전체, 압전 응용 부품에 관한 연구

MS620  광학재료 (Optical Materials)                       3:0:3(3)

광학재료의 물리적현상과 광학소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이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기파의 본질

과 재료에서 전자기파의 전파, 굴절, 반사, 산란, 흡수 및 발색에 대하여 그리고, 광전자재료, 탄성과

학재료, 비선형광학재료 등에 대하여 및 광도파로와 광집적소자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

MS621  유전재료 (Dielectric Materials)    3:0:3(3)

강유전체의 기본 개념, 열역학적 이론 및 표면, 결정 및 Domain 구조를 이해한 다음, 공업적으로 중요

한 강유전체 재료의 확산 상전이, 전기기계, 음향 및 광학적 특성을 재료 공학의 입장에서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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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31  합금설계와 응용 (Alloy Design and Applications)            3:0:3(3)

특수합금 설계상의 기본 원리와 성질을 고찰하여, 그들의 실제적 응용문제를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규칙격자의 결정구조와 상안정성, 소성변형기구, 강화기구, 파괴현상과 인성, 취성, 고온 응력파괴, 

고온 내산화 coating, 등의 금속학적 문제가 포함된다.

MS632  크립와 초소성 (Creep and Superplasticity)          3:0:3(3)

Creep 변형의 정량적 표현과 실험결과에 대한 설명, Creep 변형기구를 전위론과 입계면간의 활주의 

관점으로 설명, 기본 고온재료의 평가와 Creep 변형의 원인 이해를 새로운 고온재료의 개발, Creep 

변형과 초소성간의 비교와 특성을 다룬다.

MS633  고체화학센서 (Solid State Chemistry Sensors) 3:0:3(3)

이 과목은 가스와 고체 간의 표면 흡착현상 이론과 고체나 액체상에서의 표면 흡착현상으로 야기되

는 전기화학적인 현상의 이론들을 다룬다. 과목의 중심은 이와 같은 이론들을 이용한 표면 전도형 

가스센서나 전기화학식 가스센서의 원리를 이해시키고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 감지소자들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있다. 

MS634  결정물리 (Crystal Physics) 3:0:3(3)

재료의 결정구조를 표현하는 방법과 여러 물리적 성질들의 결정학상 특성을 학습함으로써 재료의 

결정구조에 연관된 물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MS635  반도체 공정 설계 (Semiconductor Integrated Process Design) 3:0:3(2)

CMOS 집적화 공정 설계를 위하여 중요 모듈공정기술을 소자의 전기적 특성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듈공정의 기본이 되는 단위공정에서 발생되는 재료공학적 문제점이 소재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해석한다.

MS642 전자패키징기술(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3:0:3(3)

이 과목에서는 미세전자 패키징 관련 기술을 다루며 그 내용은 칩 접속기술, 패키지 재료 설계, 기

계(응력, 열) 설계, 전자 회로 설계기술, 플라스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어셈블리 기술, 또한 최근 패

키징 기술인 다중칩 모듈, LCD 패키징 기술 등을 포함한다.

MS643  소결공정과 이론 (Sintering Process and Theory) 3:0:3(3)

소결의 구동력과 소결현상, 다결정체의 미세조직, 고상소결과 액상소결 모델, 소결의 기본현상인 입

자성장과 치 화에 대한 이론, 소결 중 미세조직 변화에 대한 소결변수의 영향과 해석, compound의 

소결문제, nonconventional 소결공정과 관련 이론, 소결이론의 실제 응용예, 소결체의 특성평가 등을 

다룬다.

MS644  고급고분자소재 (Advanced Polymeric Materials) 3:0:3(3)

고분자가 사슬의 분자구조와 가공조건의 변화에 따라 보이는 다양한 상전이 현상들과 구조변화를 

이해하고 그에 따른 물성의 변화를 물리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MS653  재료의 미시구조 해석 (Microstructural Analysis in Materials Science) 2:3:3(3)

투과전자현미경의 기본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습득하여 재료의 미세조직과 결정결함을 분석 및 해

석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한다. 역격자와 회절법칙, 회절현상과 Fourier방법, 고분해능 전자현미경의 

이론과 응용, 회절콘트라스트의 이론과 결정결함 분석, 전자회절패턴해석과 결정학적정보, 수렴성빔

전자회절과 3차원적 결정학적 정보, 투과전자현미경의 구조와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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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54  표면과학 (Surface Science) 3:0:3(2)

표면과학은 물체의 표면이나 각기 다른 상들간의 특성, 성분구조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현대의 

technology는 표면넓이 대 부피의 비가 작은 소자(직접회로, 박막, 촉매 등)를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으므로, 표면층에 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표면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여러가지 종류의 surface spectroscopy(AES, ESCA, LEED, SIMS, EELS 등)의 원리와 

응용에 관해 공부한다.

MS656  부식 및 표면반응 (Corrosion & Mechanochemical Reactions on Surfaces) 2:3:3(3)

금속과 반도체의 전극에 대한 전기화학의 열역학과 반응속도 이론을 소개하고, 부식, 수소발생이론, 

국부부식(피로부식과 응력부식) mechanochemical 현상을 재료의 구조적 결함과 연결하여 설명한다. 

반도체전극의 전기화학적 반응, 전극/전해질 계면에서의 전기적 이삼중층 및 재료의 파괴에 미치는 

환경인자의 영향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소개한다. 준정상 상태에서의 전기화학적 방법을 이용한 

부식속도 측정과 투과경계조건에서의 수소 확산실험 및 비투과 경계조건에서의 수소 확산실험을 강

의와 병행한다.

MS657  환경과 재료 (Environmental Effects on the Degradation of Materials) 3:0:3(3)

전극반응의 열역학과 속도론을 환경 및 재료파괴에 적용하고, 혼합전위이론, 부동태, 갈바닉 부식, 

틈부식, 피팅, 응력부식, 수소취성, 피론부식, 내식합금설계, 방식법 등을 다룬다.

MS660  파괴역학 (Fracture Mechanics) 3:0:3(3)

Griffith에 의해 제안된 열역학 에너지평형 개념에 입각한 균열 거동 분석을 시작으로, 선형 탄성 및 

비선형 탄성이론에서의 중요한 개념들 - K, G, J적분 변수 등이 소개된다. 또한 취성소재에 있어서

의 화학적 균열성장 모델들과 파괴의 원자구조모델들을 개관한다. 이들 개념들을 바탕으로 crack-tip 

shielding mechanism들을 재료의 미세구조와 연관하여 논의한다. 끝으로 indentation fracture를 소개하

고 reliability와 재료설계요소를 논의한다.

MS661  금속재료의 피로현상 (Fatigue Phenomena in Metals) 3:0:3(3)

Fracture Mechanics 의 이해와 그 원인을 설명하고 금속재료가 반복응력을 받는 상태에서의 Stress 

Concentration Residual Stress의 영향, 그리고 재료의 조직학적 특성이 피로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Micro Mechanism과 파면분석을 이용하여 설명한다.

 

MS662  박막의 기계적 해석 (Mechanical Properties of Thin Films) 3:0:3(3)

최근 첨단산업에 여러 가지 coating이 널리 쓰여지면서 박막의 기계적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박막재료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성질이 왕왕 박막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이다. 박막의 기계적 성질에 대한 관심은 주로 응력의 형태, 근원, 측정 방법, 줄이는 

방법 등을 연구하여 여러 가지 coating에서 박막의 hardness나 wear resistance를 높이는 것이다.

MS670 솔-젤 나노소재공정 (Sol-Gel Nano Materials and Process)                       3:0:3(3)

솔-젤공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제조되는 세라믹 및 유리, 나노복합체, 나노하이브리

드, 나노구조체, 메조다공성소재, 바이오기능 소재등의 나노소재들의 제조와 응용을 공부한다.

MS671 재료양자전산모사 (Frist-principles modeling of materials)                         3:0:3(3)

나노재료와 공정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적용되는 전산모사 방법론을 상세히 가

르침과 동시에 새로운 나노재료와 공정을 설계 또는 이해하는데 영자역학적 전산모사 방법론들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흥미에 따라 그룹

별로 나노테크놀러지에 관계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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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72 나노재료기술특강 (Special Topics on Nano Material Technology)                 3:0:3(3)

나노테크놀로지에 관계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연역을 창

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이 강의를 통행서 학생들은 나노재료 패턴기술과 나노

재료의 다양한 특성을 배울 것이고 각 학생들은 그들의 흥미에 따라 그룹별로 나노테크놀리지에 관

계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비슷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로 하

여금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나노테크놀로지에 관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

디어을 창출시킬 수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MS684  반도체소자공학 (Principles of Semiconductor Devices) 3:0:3(3)

이 과목은 반도체소자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물리 및 반도체소자들의 기본 작동원리를 강의하고 이

들 소자들의 제조 문제점해결을 재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 및 이해시킨다.

MS685  자성물리 및 재료 (Physics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ials) 3:0:3(2)

본 과목에서 취급할려는 것은 크게 “자기의 물리”와 “자기의 응용”이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기본개

념 및 단위, 물질에 왜 자기가 생기는지?, 자계중에서 자성체의 자화과정(직류 및 교류자계), 특히 

자기이방성, 자왜, 자구구조 등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자기재료의 산업적 응용 관점에서, 자

성재료의 전자기 기계에의 응용, 영구자석, 컴퓨터용 외부자기기록 등에 대해서 다룬다. 대상은 일

반물리, 미적분 등을 대학 학부과정에서 공부한 학생이면 가능하다.

MS696  신소재공학특론 I (Special Topics in Advanced Materials I) 3:0:3(3)

기존 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롭게 떠오르는 신소재의 분야를 그때그때 선정된 부제를 붙여서 

심도있게 다룬다.

MS697  신소재공학특론 II (Special Topics in Advanced Materials II) 3:0:3(3)

기존 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롭게 떠오르는 신소재의 분야를 그때그때 선정된 부제를 붙여서 

심도있게 다룬다.

MS698  신소재공학특론 III (Special Topics in Advanced Materials III) 3:0:3(3)

기존 과목에서 다루기 어려운, 새롭게 떠오르는 신소재의 분야를 그때그때 선정된 부제를 붙여서 

심도있게 다룬다.

MS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MS966  세미나(석사) (Ph.D. Seminar)  1:0:1(3)

MS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MS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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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과홈페이지 : nuclear.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802-4

1. 개 요 

   원자력 및 양자공학은 미시세계의 양자현상을 바탕으로 하는 원자력기술과 양자기술을 연구 개발하

는 학문이다. 원자력기술은 원자핵의 분열 또는 융합에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발전, 추진, 난방 등에 사

용하는 기술과 방사선을 의학, 공학, 농학, 기초연구 등에 사용하는 기술이며, 양자기술은 원자, 분자, 전

자, 핵자, 광자 등에 의해 일어나는 양자현상을 의료영상, 양자정보 및 양자컴퓨터, 양자광학, 나노기술 

등에 이용하는 기술이다. 한국과학기술원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에서는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인 이

용과 양자기술 개발을 위한 교육, 기초연구, 응용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창의력과 응용능력을 갖춘 유능한 

원자력 및 양자 공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21세기는 점차 고갈되어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

이며, 또한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원자, 분자, 광자 등을 개별적으로 제어하고 측정할 수 있는 양자기술

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원자력공학 분야는 현재 대체에너지로써 가장 현실성 있는 

원자력 에너지의 다목적 이용을 위하여 안전성 및 경제성이 높은 개량형 경수로와 신형원자로 개발, 우

라늄 이용 극대화로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속증식로 개발, 에너지 문제의 궁극적

인 해결을 위한 핵융합 원자로 개발을, 그리고 양자공학분야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원자 및 분

자 집합체 등의 발생, 제어 및 측정장치 등을 개발하고 이용함으로써 21세기 첨단공학 및 과학기술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학사과정 

학사과정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원자력 및 양자공학을 소개함으로써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인

류가 발견한 “제3의 불”인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자립화와 미래 고급 원자력 에너지 개발에 이바지하고, 21

세기 신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양자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연구자의 기본소양을 쌓게 하는데 있다.

본 과정은 이공계의 기초과목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유의 전공과목으로 그 교과과정이 구성되어 있

다. 따라서 대학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일반적인 이공계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이면 원자력 및 양자공학

과 학사과정을 이수하기가 용이하다. 

❒ 석․박사과정 

본 과정에서는 핵분열 및 핵융합 에너지의 이용에 필요한 원자로의 설계, 노심관리, 원자력 발전소의 안

전성, 원자로 구성재료의 내구성 향상, 핵연료 가공 및 성능향상,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재처리, 원자

력 제어 및 계측, 그리고 방사선의 의학적 이용을 위한 의료진단 및 치료장비, 양자현상을 바탕으로 한 

의료영상, 나노측정, 양자빔 이용 등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할 원자력 및 양자 공학자 양성에 필

요한 교육과 연구를 한다.

원자력 및 양자공학은 이공계의 여러 분야가 한데 모이는 종합과학기술인 점을 감안하여 본 과정의 입

학에는 학사과정에서 원자력 및 양자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응용수학 

및 물리학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모두 문호를 개방한다. 따라서 이 분야중 적어도 한 분야의 기초지식

을 갖추었으면 입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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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술 및 연구활동

  원자력 및 양자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원자로물리 및 입자수송전산

   핵반응과 중성자 수송이론을 기초로 하여 원자로 내의 중성자와 핵반응 산물의 Space-Energy-Time 분

포해석과 계측, 원자로 동특성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하며 원자로 핵설계, 노심관리 및 방사선 수송과 

차폐의 해석을 위한 방법을 개발, 전산코드화 하고 검증한다. 또한 방사선입자의 나노스케일 시스템에서

의 수송현상 시뮬레이션 등도 포함한다.

❒ 원자력 열수력 및 안전

   원자력 열수력학 (Nuclear Thermal-Hydraulics)과 원자로 안전 (Nuclear  Reactor Safety)에 관한 교육과 

관련 기초열수력 실험과 열수력 실증시험 연구와 함께 노심열설계 (Core Thermal Design) 및 안전성 분

석 (Safety Analysis)을 위한 Computer Program의 소프트웨어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 원자력 계측 제어 및 정보공학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및 최적운전을 위한 교육과 연구로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공정계측 및 제

어를 주로 다룬다. 또한, 안전관련 소프트웨어 확인검증문제, 디지털시스템 신뢰도 평가방법, 인간 기계 

연계시스템의 설계 해석 및 안전운전을 위한 Simulation에 관한 Computer Program의 연구개발등도 포함

한다.

❒ 원자력 환경공학 및 방사성 폐기물 관리

   핵연료주기 (Nuclear Fuel Cycle), 방사성산물 관리 및 처분 (Radioactive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처분장 안전성 평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및 중간저장, 냉각재 화학 (Water Chemistry), 동위원소 분리

등 핵화학공학 (Nuclear Chemical Engineering)및 방사선 관리와 보건 물리에 관한 교육과 연구 개발이 포

함된다.

❒ 원자력 재료 및 금속공학

   원자력 분야에 이용되는 제반재료의 내구성과 수명에 관련된 기초와 응용에 관한 교육과 연구를 한

다. 핵연료 및 원자력발전소 구성요소의 제조가공, 시험평가와 신뢰도 향상에 대한 연구를 하며 핵분열

과 핵융합반응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고 이용하기 위한 재료적인 연구와 함께 타 분야에로의 활용가능성

을 모색한다.

❒ 방사선 계측 및 의료영상

   엑스선, 감마선 등 전리 방사선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방사선 방호 및 선량측정, 비파괴검사 및 보

안검사, 의료진단 등에의 활용을 목표로 방사선 거동 전산 모사법, 센서 신재료, 방사선 영상 계측기 설

계, 신호처리 전자회로 및 영상처리 알고리즘 등을 연구한다.

❒ 양자스핀 공학

   중성자, 양성자, 원자핵 등이 갖고 있는 양자스핀이라는 자기적 성질을 이용하는 분야로서 NMR 기

술, 중성자 광학 및 산란기술 등 새로운 측정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체의료 영상 연구와 나

노물질, 스핀물성, 초전도 물질 등 첨단물질에 대한 연구를 한다.

❒ 양자빔 공학

   입자빔과 광자빔을 발생 및 이용하는 교육 및 연구를 하며, 전자빔 및 양성자 빔과 같은 하전입자빔 

발생장치, 입자가속기, 입자빔을 이용한 고휘도 X-선, 감마선, THz 등 광원개발, 양자빔을 나노기술, 재

료, 환경, 생화학, 의료 등에 이용하는 연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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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에너지 정책

   각종 에너지 및 에너지 계통의 기술분석과 경제 및 환경적 측면을 포함한 종합적 에너지 기술분야로

서, 각종 에너지계통 (Energy System)과 에너지전환 (Energy Conversion), 핵분열 에너지 (Fission Energy), 

핵융합 에너지 (Fusion Energy) 및 태양열 에너지 (Solar Energy)등 대체 에너지와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등을 다룬다.

❒ 핵융합로 공학 

   미래의 궁극적 에너지원으로 예측되는 핵융합로에 관련된 기초이론, 공학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 핵융합 반응, 핵융합로 내의 플라즈마 및 에너지 균형, 핵융합로 시스템 연구, 방사선의 영향, 

에너지 추출과 동력주기에 관한 연구 등 핵융합로 개발에 관련된 중요 공학적 문제에 대한 연구 및 교

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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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총 42학점 이상)

       ◦ 전공필수 : 18학점

       ◦ 전공선택 : 24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바. 연구과목(총 3학점 이상)

       ◦ 졸업연구 : 3학점 필수

       ◦ 개별연구, 세미나는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42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중 전공필수 15학점 이상과 전공선택 6학점(총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

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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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

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하여 이수 (이중 CC010 리더쉽강좌는 2002학년도 

봄학기부터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을 제외한 신입생은 반드시 이수하며, NQE595를 

수강한 경우, CC500을 대체 인정 할 수 있음.)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이 중 15학점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12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이상 필수 포함)

       바. 기  타 : 학사과정이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NQE201, NQE202,     

          NQE203, NQE302 중에서 1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함.

2)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

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하여 이수 (NQE595를 수강한 경우, CC500으로 대

체 인정 할 수 있음.)

   - HS586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외국인학생이 수강하며 공통필수나 전공선택과목으로 인정가능)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 2002년도 입학생부터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을 제외한 신

입생은 반드시 이수)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7학점 이상(이중 15학점 이상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6학점 이상(석사개별연구, 세미나 포함)

       바. 기   타 : 2003. 3 이후 입학하는 외국인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9학점 이상(이 중 18학점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세미나 3학점 이상 필수 포함)

   바. 기    타 :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연구학점은 제외)

      ②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이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출신이 아닌 경우에는 NQE201, NQE202, 

NQE203, NQE302 중에서 2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① 2000년도 이전 입학생은 졸업연구 3학점을 포함한 전공과목 최저 이수학점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 개별연구)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

생부터 적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정)에 따라 

적용

     ②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 교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 원자력공학개론 → 원자력공학개론 Ⅰ

          ▪ 원자력특강 →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강 Ⅱ

          ▪ 원자력공학설계프로젝트 → 원자력 및 양자공학 설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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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자력계측제어 및 실험 → 원자력 및 양자 계측제어 및 실험

          ▪ 원자력재료공학 및 실험 → 원자력 및 양자 재료공학 및 실험

          ▪ 방사선생물학 → 방사선 생체물리

          ▪ 방사선의료물리개론 → 의료영상개론

          ▪ 고급방사선계측 → 방사선계측시스템

      ◦ 교과목 폐기에 따른 재수강 대체과목

         ▪ 방사선보건물리 및 실험 → 방사선생체물리     

         ▪ 방사선계측실험 → 양자공학실험

   나. 석사과정

      ①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 중성자 및 방사선수송이론 → 중성자 및 양자입자 수송이론과 전산

          ▪ 핵공학 열수력학 Ⅰ→ 원자력공학 열수력학 Ⅰ

          ▪ 핵전산개론 → 원자력 및 양자시스템 시뮬레이션

          ▪ 원전계측시스템 → 원자력 및 양자 계측시스템

          ▪ 원전제어 → 원자력 및 양자 제어 시스템

          ▪ 핵화학공학 → 원자력화학공학

          ▪ 핵공학 열수력학 Ⅱ → 원자력공학 열수력학Ⅱ

          ▪ 원자력계측제어시스템설계 → 원자력 및 양자 계측제어시스템 설계

          ▪ 입자가속기공학개론 → 입자가속기공학

          ▪ 고급방사선계측 → 방사선계측시스템

          ▪ 방사선보호 및 선량학 → 방사선영상계측

      ② 교과목 폐기에 따른 재수강 대체과목

          ▪ 핵설계와 노심관리 →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다. 박사과정 : 석사과정과 동일함.

   라. 기타사항 

      ① 각과정 교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인정은 2002년도 가을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석사과정의 세미나 2학점 및 박사과정의 세미나 3학점 이상 필수 포함은 2002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한다.(시간제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은 제외)

      ③ 위 각과정 대체과목 이외의 종전 대체과목에 대해서는 학사요람 2001-2002를 참고함.

      ④ 교과석사학위제 대상은 2003. 3이후 입학하는 외국인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에 한하여 인정함.

      ⑤ NQE487 원자력 및 양자공학 영어대화법

         - 학, 석, 박사 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요건 즉, 학사 42, 석사 21, 박사 39학점에 포함

되지 않음.

         - 학사과정 학생이 수강할 경우에는 자유선택으로 인정하며,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강하면 

졸업이수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음.

         - 본 과목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순수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학과 학생이 수

강하고자 할 경우, 학생소속 학과의 졸업이수요건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함.

         - 2005년 봄학기부터 적용(2005년 봄학기 첫 개설)

      ⑥ NQE595 원자력 및 양자공학 영어논문 작성법

         - 성적은 S, U로 부여하며, 학, 석, 박사 졸업을 위한 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이수요건 즉, 

학사 42, 석사 21, 박사 39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NQE595는 공통필수 과목인 CC500을 대체 인정할 수 있음

         - 공통필수 1과목을 수강한 이후 NQE595를 수강해도 졸업을 위한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본 과목은 졸업을 위한 최소요건과는 별도로 extra과목으로 듣는 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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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과목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순수 전공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타 학과 학생이 수

강하고자 할 경우, 학생소속 학과의 졸업이수요건 인정여부를 확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함.

         - 2004년 가을학기부터 적용 (2004년 가을학기 첫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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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필수

NQE201 33.201 원자핵 및 양자학 개론 3:0:3(4) 최성민 봄

NQE202 33.202 원자력공학 개론 Ⅰ 3:0:3(4) 조남진, 성풍현 봄

NQE302 33.302 원자로이론 및 시뮬레이션 3:3:4(6) 조남진 가을

NQE405 33.405 원자력계통공학 및 실험 3:3:4(6) 노희천 봄

NQE409 33.409 원자력및양자공학설계프로젝트 2:6:4(6) 장순흥 가을

전공선택

NQE203 33.203 원자력공학 개론 Ⅱ 3:0:3(4) 김인섭, 이건재 가을

NQE261 33.261 의료영상개론 3:0:3(4) 조규성 가을

NQE271 33.271 에너지와 환경 3:0:3(4) 이병휘 봄

NQE321 33.321 원자력설계 및 제작 1:6:3(3) 장순흥,노희천,성풍현 봄

NQE341 33.341 원자력화학 및 실험 3:3:4(6) 이건재 봄

NQE361 33.361 양자선-물질 상호작용 3:0:3(6) 조성오 봄

NQE362 33.362 방사선생체물리 3:0:3(4) Charles L. Sanders 가을

NQE371 33.371 원자력 경제 및 경영 3:0:3(4.5) 과교수 가을

NQE383 33.383 양자빔 공학 개론 3:0:3(6) 조성오 가을

NQE408 33.408 원자로실험 1:3:2(3) 과교수
봄․여름

가을․겨울

NQE412 33.412 몬테칼로 방법 및 응용 3:0:3(6) 조남진 가을

NQE421 33.421 원자로 열수력학 및 실험 3:3:4(6) 전문헌 봄

NQE426 33.426 초미세공학개론 3:0:3(4) Jong H. KIM 가을

NQE427 33.427 위험도 및 신뢰도 공학 3:0:3(6) Jong H. KIM 봄

NQE431 33.431 원자력및양자계측제어및실험 3:3:4(6) 성풍현 봄

NQE435 33.435 원자력및양자정보공학및실험 3:3:4(6) 성풍현 가을

NQE441 33.441 원자력 환경공학 3:0:3(4.5) 이건재 가을

NQE451 33.451 원자력및양자재료공학 및 실험 3:3:4(6) 김인섭 봄

NQE471 33.471 양자공학실험 2:3:3(4) 조규성,최성민,조성오 봄

NQE472 33.472 양자컴퓨터 및 양자정보 3:0:3(6) 최성민 가을

NQE486 33.486 핵융합로 개론 3:0:3(4) 과교수 가을

NQE487 33.487 원자력및양자공학영어대화법 3:0:3(4) Charles L. Sanders 봄․가을

NQE488 33.488 원자력및양자공학 특강Ⅰ 2:0:2(4) 과교수 봄

NQE489 33.489 원자력및양자공학 특강Ⅱ 3:0:3(6) 과교수 가을

연    구

NQE490 33.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NQE495 33.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NQE496 33.496 세 미 나 1:0:1 과교수 봄․가을

   ※ 4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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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쉽 강좌 1:0:0(0) 봄․가을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6)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3)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선    택 

NQE511 33.511 원자로동력학 3:0:3(3) 조남진 가을

NQE512 33.512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3:0:3(6) 조남진 봄

NQE513 33.513
중성자 및 양자입자
수송이론과 전산

3:0:3(6) 조남진 봄

NQE520 33.520 원자로 공학 3:0:3(6) 전문헌 가을

NQE521 33.521 원자력공학 열수력학Ⅰ 3:0:3(6) 전문헌 봄

NQE522 33.522 원자력발전소 설계프로젝트 3:0:3(6) 장순흥 봄

NQE523 33.523 원자로 안전Ⅰ 3:0:3(6) 장순흥 봄

NQE524 33.524 원자력및양자시스템시뮬레이션 3:0:3(6) 장순흥 겨울

NQE526 33.526 양자 및 미세에너지 수송 3:0:3(6) 장순흥 가을

NQE527 33.527 가스냉각로와 수소 3:0:3(6) 노희천 가을

NQE532 33.532 원자력 및 양자계측시스템 3:1:3(6) 성풍현 봄

NQE534 33.534 원자력 및 양자제어시스템 3:1:3(6) 성풍현 가을

NQE536 33.536 원자로시뮬레이터운전실험 1:3:2(6) 성풍현 겨울

NQE540 33.540 원자력화학공학 3:0:3(6) 이건재 봄

NQE541 33.541 방사성 폐기물 관리 3:0:3(6) 이건재 가을

NQE551 33.551 원자로 재료 3:0:3(6) 김인섭 가을

NQE552 33.552 원자로구조재료건전성 3:0:3(6) 장창희 봄

NQE561 33.561 방사선계측시스템 3:0:3(4) 조규성 봄

NQE562 33.562 방사선영상계측 3:0:3(4) 조규성 봄

NQE563 33.563 방사선생물학 3:0:3(4) Charles L. Sanders 봄

NQE571 33.571 핵자기공명공학 3:1:3(6) 최성민 봄․가을

NQE572 33.572 중성자광학 3:0:3(6) 최성민 봄․가을

NQE575 33.575 원자력 에너지 정책 3:0:3(6) 과교수 봄

NQE581 33.581 핵융합 공학 3:0:3(6) 과교수 봄

NQE582 33.582 플라즈마 응용공학 3:0:3(6) 과교수 가을

NQE595 33.595 원자력양자공학및영어논문작성법 3:0:3(4) Charles L. Sanders 봄․가을

NQE598 33.598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론 Ⅰ 2:0:2(4) 과교수 봄

NQE599 33.599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론 Ⅱ 3:0:3(6) 과교수 가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292 / 2007~2008 학사요람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    택 

NQE621 33.621 원자력공학 열수력학 Ⅱ 3:0:3(6) 전문헌 가을

NQE623 33.623 원자로안전Ⅱ 3:0:3(6) 장순흥 가을

NQE624 33.624 핵연료와 노심설계 3:0:3(6) 노희천 가을

NQE625 33.625 노공학전산 3:2:3(6) 장순흥 겨울

NQE631 33.631
원자력 및 양자 계측제어
시스템설계

2:3:3(6) 성풍현 가을

NQE651 33.651 방사선이 재료에 미치는 영향 3:0:3(6) 이병휘 가을

NQE653 33.653 핵연료공학 3:0:3(6) 김인섭 봄

NQE675 33.675 원자력에너지정책특론 3:0:3(6) 과교수 가을

NQE726 33.726 원자력 안전분석 특론 2:3:3(6) 노희천 가을

NQE727 33.727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특론 2:0:2(4) 장순흥 여름

NQE735 33.735 원자력 및 양자 정보공학 특론 2:3:3(4) 성풍현 가을

NQE743 33.743 핵화학공학 특론 2:0:2(4) 이건재 봄․가을

연    구

NQE960 33.960 논문연구 (석사) 과교수 봄․가을

NQE965 33.965 개별연구 (석사) 과교수 봄․가을

NQE966 33.966 세 미 나 (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NQE980 33.980 논문연구 (박사) 과교수 봄․가을

NQE986 33.986 세 미 나 (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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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NQE201  원자핵 및 양자학 개론 (Fundamentals of Nuclear and Quantum Science) 3:0:3(4)

본 과목은 원자력공학을 시작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 공학의 바탕이 되는 양자역학, 원자물리, 

핵물리의 내용을 제공하는 필수 교과목이다. 입자와 파동설 등 기초 양자역학의 개념으로부터 다전

자 원자, 고체이론, 엑스선 등 원자물리 이론과, 동위원소, 방사능, 핵반응 등 핵물리이론, 그리고 방

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응용을 다룬다.

NQE202  원자력공학 개론Ⅰ(Fundamentals of Nuclear EngineeringⅠ) 3:0:3(4)

원자력공학개론 I은 원자력발전, 원자력추진력, 방사선의 이용 등과 같은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에 관

한 과목이다. 이 강의의 목적은 원자력에너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기본적인 공학적 법칙을 소개하는

데 있다. 주요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다양한 원자력에너지의 이용 분야 소개 (핵분열/핵융합발전, 원

자력선박추진, 원자력로켓, 원자력전지 등) ② 핵반응 및 단면적의 기초 지식  ③ 현재 운전중인 여

러 종류 원자로의 간단한 소개  ④ 핵연료주기의 기초  ⑤ 원자력 발전소의 기본적인 열전달 해석

NQE203  원자력공학 개론 Ⅱ (Fundamentals of Nuclear Engineering Ⅱ) 3:0:3(4)

원자력발전소 설계와 운전에 관계되는 원자력재료를 소개하고 방사선과 부식의 영향을 분석하고 핵

연료의 개념이 설명된다. 이어서 방사선의 영향, 단위 및 계산방법 등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각종 방

사선의 근원과 평가기준, 방사선피폭 및 선량방법이 제시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원칙, 인허가 및 

방사선의 환경방출 영향이 논의되고 원자력발전소의 고장, 사고 및 risk 분석을 간략하게 취급한다.

NQE261  방사선의료물리개론 (Introduction to Radiomedical Physics) 3:0:3(6)

본 교과목은 방사선의료의 바탕이 되는 방사선물리의 기본 개념과 핵의학, 방사선 영상진단, 방사선

치료 등 각 방사선의료분야의 기본원리를 다룬다. 핵의학으로는 PET, SPECT를 다루며, 방사선 의료

영상으로는 Xray-CT, 자기공명영상, 초음파영상 등을 다룬다. 의료영상기법의 기본원리 이해를 돕기

위해 Fouier 변환의 기본개념과 응용을 소개하고, 실제 의료영상의 이해를 돕기위해 기본적인 인체

구조와 인체생리를 소개한다.

NQE271  에너지와 환경 (Energy and Environment) 3:0:3(4)

재생에너지, 화석에너지, 원자력 및 미래에너지의 자원과 이용기술을 비교하고, 에너지 이용에 수반

한 환경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과 방안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에 필요한 에

너지 공급이 환경보존과 조화있게 이룰 수 있는 체계를 추구함.

NQE302  원자로이론 및 시뮬레이션 (Nuclear Reactor Theory and Simulation) 3:3:4(6)

원자로에서 중성자 반응, 핵분열 및 연쇄반응 체계를 다루는 기초 원자로 이론의 소개, 무한매질에

서의 중성자 감속, 중성자 확산이론, 소수군 근사법 및 임계계산의 취급, 비균일 원자로, 동특성 및 

반응도 피이드백의 소개, 주요 원자로이론 분야의 전산체계 소개와 전산코드 실습 (중성자 감속, 2

군 중성자 확산방정식, 핵종 연소계산, 동특성 등)

NQE321  원자력 설계 및 제작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Nuclear Systems)       1:6:3(3)

본 과목은 원자력계통공학을 구성하는 여러 계통의 설계원리, 기능, 설계요건, 설계과정 및 해당 계

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토론하여 수강생들 자신이 관심이 있는 계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한 독창적인 제안과 소규모의 모형들을 직접 제작하여 자신이 제안한 해결책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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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E341  원자력화학 및 실험 (Nuclear Chemistry and Experiments) 3:3:4(6)

원자력공학 기술에 적용되는 원자핵 반응들과 화학적 특성 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방사선 붕괴, 

핵반응, 방사선 상호작용, 각종 방사선원의 특성 및 생성, 방사선 물질의 이용 및 특성, 활성화 방

안, 추적자 기술이용, 방사화학 및 동위원소 기술 및 응용이 다루어진다. 동시에 각 분야에 관련된 

기초실험이 병행된다.

NQE361  양자선-물질 상호작용 (Interaction of Quantum Particles with Matter) 3:0:3(6)

본 교과목에서는 전자기파, 전자, 이온, 중성자 등의 여러 가지 양자선과 물질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 물리적인 현상을 강의한다. 주요 강의내용은 전자, 이온, 중성자, 광자와 같은 여러 가지 양자

선이 물질에 입사되었을때 각각의 물질과의 상호작용, 양자선의 측정 및 계측방법 등이다.

NQE362  방사선 생물학 (Radiation Biology) 3:0:3(4)

본 과목은 방사선 보건물리 및 방사선의 의학, 생명공학적 이용의 기초가 되는 방사선과 생물체의 

상호작용을 세포단위 이하의 미시적 현상으로부터 개체에 이르는 거시적 현상까지를 다루게 된다. 

특히 방사선으로부터의 에너지 흡수, 유전자의 변환 등에 대한 이론적 내용을 익히게 된다.

NQE371  원자력경제 및 경영 (Nuclear Energy Economics and Management) 3:0:3(4.5)

원자력발전소는 대형의 투자자본이 필요하고 이의 관리에는 비용 및 이익의 주의 깊은 경제적 평가

와 예측이 필요하다. 본 교과목의 목적은, 학부생들에게 원자력 산업에의 응용 차원에서 공업경제의 

원리를 가르치고 이와 기술관리 및 정책결정과의 상관관계를 이해시키는데에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인허가, 건설, 운영, 보수 및 규제에 관련된 정량적인 경제해석에 중점을 둔다.

NQE383  양자빔 공학 개론 (Fundamentals of Quantum Beam Engineering)             3:0:3(6)

본 교과목에서는 전자빔, 양전자빔, 양성자빔 등과 같은 입자빔과 레이저, X-선, g-선과 같은 광자빔

을 발생하는 원리 및 그 응용분야를 다룬다. 주요 강의내용은 양자빔 발생원 및 방생방법, 입자빔 

가속원리, 양자빔의 특성, 빔 광학, 양자빔의 특성변 수 및 계측방법, 양자빔의 이용분야 등이다.  

강의를 통해 입자 가속기, 전자현미경, 전자빔 리쏘그래피 장치, 방사광, 자유전자레이저와 같은 양

자빔 이용장치의 기본 동작원리를 배운다.

NQE405  원자력계통공학 및 실험(System Engineering of Nuclear Power Plants and Experiments) 3:3:4(6)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개념과 계통의 전반적 기술, 시스템 제어가 통합적 논의된다. 이를위해 필요한 

기본이론인 기초 엔지니어링 개념과 열역학이 먼저 다루어진다. 증기발생기, 가압기, 펌프, 터빈, 응

축기, 밸브, BOP, CVCS, 공학적 안전설비와 같은 계통의 엔지니어링 설계 개념과 작동원리가 토의

되며, 각 계통관련 실험수행과 마이크로-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시스템 시뮬레이션이 행해진다.

NQE408  원자로 실험 (Reactor Experiments) 1:3:2(3)

실험용 원자로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과 함께 방사성동위원소 생산, 감마선 분광법에 의한 연소도 

측정, 중성자 방사화 분석등의 실험이 행해진다.

NQE409  원자력 및 양자공학 설계프로젝트(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Design Project) 2:6:4(6)

본 과목은 원자로 물리, 제어, 열전달, 안전해석, 재료, 양자공학 등을 종합하여 그룹별로 실제적인 

응용을 수행하는 설계 프로젝트이다. 이 과목을 통해서 다른 교과목에서 획득한 지식을 종합하고 

그 지식을 관심 있는 설계 분야의 실제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NQE412  몬테칼로 방법 및 응용 (Monte Carlo Methods and Applications) 3:0:3(6)

몬테칼로방법은 원자력시스템 설계의 주요 수치해석방법으로서 여러 자연과학 및 공학문제, 사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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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분석모델에 까지 사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기본적인 전산시뮬레이션 기법이다. 이 교과목은 몬테

칼로방법의 기초적인 이론과 최신기법을 소개하고 다수의 응용문제를 다루는 과목으로서 (1) 랜덤변

수 및 랜덤넘버 생산, (2) 샘플링방법, (3) Analog 몬테칼로, (4) Non-Analog 몬테칼로 및 분산감소기

법을 강의하며, (5) 방사성입자 (중성자, γ-선, 전자 및 알파 등 하전입자)의 수송문제, (6) 바이오/핵

의학 시스템 설계 문제, (7) 다중적분 및 적분방정식, (8) 분자역학 및 Quantum몬테칼로 시뮬레이션, 

(9) 사회/경제 예측모델, (10) 기타 최적화문제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표준문제를 선정하여 몬테칼

로 최신기법의 응용성을 검증한다.

NQE421  원자로 열수력학 및 실험 (Nuclear Thermal Hydraulics  and Experiments) 3:3:4(6)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 열수력학에 관련된 기초 이론과 실험방법을 다룬다. 주요 분야는 다음과 같

다. ① 유체역학 및 단상․2상류 열전달 ② 열교환기 설계 및 ③ 노심설계 ④ 원자력 열수력학에 사

용되는 열․물리 특성과 각종 열․유체 변수들의 측정.

NQE426  초미세공학개론 (Introduction to Ultra-small Scale Engineering) 3:0:3(4)

마이크로와 나노기술이 한 축을 이루는 기술적인 추세에 힘입어 극도로 미세한 스케일의 공학이 관

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원자력 및 양자공학도를 위시한 여러 부문의 공학도들이 이러한 

기술분야에 일찍이 접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은, 거시적인 접근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초미세의 새

로운 공학을 다룬다. 주로 상급학년 학부생과 초년의 대학원생들을 이 과목의 기본적인 개념에 접

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에너지, 환경, 원자력 및 양자공학, 열 유체공학, 재료공학, 제조공학, 전

기기계공학 등등에의 응용가능성 및 영향도 다룰 것이다. 자료는 최신의 연구개발결과 등 다양한 

출처를 포함하며 발견적 학습방법에 의거한다. 선 필수조건은 현대물리에 대한 배경 및 지식이며 

아울러 적당한 영어실력이 필요하다. 이 과목의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NQE427  위험도 및 신뢰도 공학 (Risk and Reliability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기술적 위험도 및 신뢰도를 평가하는 원리와 방법론에 초점을 두며, 이 분야에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필수적인 요건

이 되는 원자력에서는 특히 이러한 평가가 절대로 필요하며, 기계 또는 토목 같은 기술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 과목은 확률론 등에 바탕을 둔 응용에 중점을 둔다.

NQE431  원자력및양자 계측제어및실험(Nuclear and Quantum I&C and Experiments)          3:3:4(6)

본 과목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 분야 전공 고학년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전자회로, 전력전자, 

전기송배전, 계측제어 입문 등 기초적인 전기 및 전자 지식을 이론 강의 및 실험을 통해 습득하게

끔 하기 위한 과목이다.

NQE435 원자력 및 양자정보공학 및 실험(Information Engineering for Nuclear and Quantum Applications and Experiments) 3:3:4(6)

본 과목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 분야 고학년 학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디지털 하드웨어, 소프트

웨어, 인지공학 등을 소개하고 인간을 포함한 총체적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방법을 이론강의 및 실

험을 습득하게끔 하기 위한 과목이다. 

NQE441  원자력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of Nuclear Power) 3:0:3(4.5)

원자력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에 따른 환경보전 및 관리대책, 핵연료 주기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배출물 및 폐열관리, 방사선 산물의 환경에의 확산, 발전소 부지선정 및 기술평가 

등을 다룬다.

NQE451  원자력 및 양자 재료공학 및 실험(Nuclear and Quantum Materials and Experiments) 3:3:4(6)

일반공학도를 위한 원자력분야 재료의 기초와 응용에 대하여 강의하고 관련된 성능을 시험하기 위

한 방법과 배경을 실험을 통하여 습득시킨다. 이 과목에서는 재료공학에 필수적인 기초지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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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환경에 의한 손상 및 재료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실험에서는 기계적 시험과 해석

방법, 상변태에 따른 특성의 변화,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통한 미세조직관찰, 부식시험과 저감

대책, 방사선에 의한 영향 등을 취급한다.

NQE471  양자공학실험 (Experimental Quantum Engineering) 2:3:3(6)

본 과목에서는 양자선계측, 영상계측, 하전입자빔, 나노측정, 입자빔 응용 등과 같은 양자공학과 관

련된 기본 실험들을 수행한다.

NQE472  양자컴퓨터 및 양자정보 (Quantum Computer and Quantum Information) 3:0:3(6)

양자현상을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저장, 처리, 전송 등에 새로운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컴퓨터 및 양자정보의 기본개념과 응용분야, 그리고 전세계적인 연구진행 성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NQE486  핵융합로 개론 (Introduction to Fusion Reactor Systems) 3:0:3(4.5)

핵융합로의 조건과 운전을 소개하며 핵융합의 공학적 타당성을 가능케하는 기술적 요건에 관해 논

한다. Plasma 문제, 연료주기, 핵융합반응, 에너지 및 입자의 균형, 재료문제 노심벽 그리고 삼중수소 

증식 및 중성자에 의한 손상, 에너지 추출과 열주기 및 가열방법을 다룬다. 그외 핵융합로 개발에 

관련된 주요 물리적, 공학적, 기술적 문제의 요점을 다룬다.

NQE487  원자력 및 양자공학 영어대화법(Scientific Oral English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3:0:3(4)

20세기에 큰 변화를 가져온 상대성이론과 양자이론은 공간과 시간, 원인과 결과에 관한 우리의 선입

관을 바꾸었다. 본 과목에서는 Richard Wolfson, Middlebury College, Vermont 의 강의를 정리한 

English's Relativity and the Quantum Revolution : Modern Physics for Non-Scientists.를 따른다. 대부분의 

강의는 Wolfson교수의 영상강의(30분 분량의 DVD)로 이루어진다. 본 과목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과학용어들을 사용한 영어 대화에 자신을 갖게 하며 의사소통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NQE488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강Ⅰ(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Ⅰ) 2:0:2(4)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원자력 및 양자공학내의 특정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강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내용에 따라 부제를 부여하여 개설한다.

NQE489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강Ⅱ(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3:0:3(6)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원자력 및 양자공학내의 특정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강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내용에 따라 부제를 부여하여 개설한다.

NQE490  졸업연구 (B.S. Thesis Research) 0:6:3

NQE495  개별연구 (Independent Research) 0:6:1

NQE496  세 미 나 (Seminar) 1:0:1

핵공학 전분야의 최근 문제에 대한 세미나 : 핵공학과 내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원자로 

설계 및 운전, 원자로 동특성, 열전달, 에너지 변환, 방사선 차폐, 핵연료 주기 및 관리, 제어 및 장

치, 재료, 안전, 기타 최근의 관심문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 석･박사과정 

NQE511  원자로동력학 (Nuclear Reactor Kinetics) 3:0:3(3)

시간 종속적 중성자 평형과 반응도 영향을 고려하는 원자로 동력학에 관한 강의로서 시간적으로 변

하는 중성자원이나 반응도에 대한 원자로의 반응과 잡음 실험으로부터 원자로 변수를 측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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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반응도 피이드백, 안정성 해석 등을 다룬다. 시간적․공간적 원자로 동력학과 최적제어의 소개도 

포함한다.

NQE512  원자로해석 및 핵설계 (Nuclear Reactor Analysis and Design) 3:0:3(6)

원자력 동력로의 노심 핵설계와 해석에 관한 강의. 중성자 수송 방정식의 소개와 그에 대한 확산 

이론 근사법, 소수군 및 다군 확산방정식의 해법, 속중성자와 열중성자의 에너지분포 계산, 비균일 

원자로의 균일화 작업을 다룬다. 실제적인 원자로 상황에서 중성자의 시간적-공간적 분포를 예측하

기 위한 최근 방법(예:노달방법)을 포함하며, 실제 원자로 핵설계에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실습도 포

함한다.

NQE513  중성자 및 양자입자 수송이론과 전산(Neutron and Quantum Particle Transport Theory and Computation) 3:0:3(6)

중성자 및 양자입자(광자, 전자, 양전자, 양성자 등 하전입자)의 수송현상에 관하여 연속에너지, 일군 

및 다군 수송해법의 이론 및 수치해석과 전산체계에 대한 강의 : Spherical Harmonics, Discrete 

Ordinates, Integral Transport, Even-Parity Transport, Method of Characteristics, Boltzmann-Fokker-Planck 

방법론 등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기초와 전산알고리듬을 중심으로 각종 원자로 노심설계나 방사선 

차페시설의 설계, 핵융합로, 가속기 및 의료용 방사선 기기설비, 반도체 등 나노양자시스템의 설계

에서 방사선 및 에너지투석 분포 해석을 다룬다.

NQE520  원자로 공학 (Nuclear Reactor Engineering) 3:0:3(6)

동력로의 응용에 중점을 두고 원자로의 공학적 원리를 다룬다. 동력로의 동특성 및 단상․이상 유동

에 의한 노심에서의 대류와 전도열전달 및 기계적인 분석과 설계를 다룬다.

NQE521  원자력공학 열수력학Ⅰ (Nuclear Thermal-Hydraulics Ⅰ) 3:0:3(6)

기존 및 신형원자로의 열, 수력설계에 필요한 기본원리를 다루며, 아울러 원자로 이상유동 및 대류

비등 및 응축분야에 대한 최근의 지식을 다룬다.

NQE522  원자력발전소 설계프로젝트 (Nuclear Power Plant Design Project) 3:0:3(6)

핵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노심과 다른 설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특

정한 원자로형, 출력, 제한온도 등의 변수를 만족하는 원자로심의 독자적인 설계, 노심의 크기, 핵연

료봉의 크기 및 갯수, 간격, 운전온도 등을 전산 Code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열교환기, 증기

발생기, 응축기, 터빈 (Turbine)등을 포함한 원자로 System에 대한 원가 추정 등도 포함한다.

NQE523  원자로 안전Ⅰ(Nuclear Reactor SafetyⅠ) 3:0:3(6)

이 과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목표, 안전특성, 안전해석 방법 및 진단기술을 다룬다. 과도상태 및 

설계 기준사고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과 계통의 신뢰도, 극심사고발생 빈도 및 현상을 포함하는 확

률론적 안전평가가 강조된다. 고장이나 사고의 진단 및 처리도 포함된다. 또한, TMI 사고, Chernobyl 

사고와 기타 중요한 원자로 사고가 실례로 다루어진다.

NQE524  원자력 및 양자시스템 시뮬레이션(Simulation of Nuclear and Quantum System) 3:0:3(6)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반에 적용되는 수치해석 및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법을 다룬다. 수치해석에

서는 중성자 확산, 열수력학, 안전분석, 그리고 구조역학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몬테카를로 방법 등을 다룬다. 인공지능에서는 전문가 시스템, 인공지능언

어, 지식표현 및 추론을 다룬다.  시뮬레이션 기법에서는 컴퓨터 코드의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이 

다루어진다. 

NQE526  양자 및 미세에너지수송(Quantum and Micro Energy Transport) 3:0:3(6)

본 과목은 에너지 수송 현상의 양자역학에 기초한 미시적 이해를 제공한다. 본 과목은 에너지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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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들(포논, 전자 및 광자)의 개념과 이들의 에너지 수송 메카니즘 및 해석방법으로서 분자동역학 시

뮬레이션(Molecular dynamic simulation)의 기본개념을 다루며, 응용분야로서 열전기적 에너지 생산 및 

냉각, 얇은 막(thin film)에서의 열전도 및 상변화 현상, 미세 측정기술 등을 다룬다.

NQE527  가스냉각로와 수소 (Gas-cooled Reactors and Hydrogen) 3:0:3(6)

가스냉각로의 역사를 살펴보며 수소생산용 고온가스로의 미래를 살펴본다. 가스냉각로의 Brayton 

cycle의 기본원리와 핵연료 및 노심설계 개념이 다루어진다. 가스냉각 고속로 소개와 함께 가스냉각

로의 안전개념과 안전이슈가 토의된다. 전기분해와 열화학적 방법을 통한 수소생산 원리와 연료전

지 기본원리가 논의된다. 연료전지-터빈사이클과 고온가스 수소생산 경제성이 분석된다.

NQE532  원자력 및 양자 계측시스템(Nuclear and Quantum Instrumentation Systems) 3:1:3(6)

본 과목은 원자력발전소 및 양자공학 관련 계측시스템 해석과 설계이론을 대학원생 또는 고학년 학

부생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과목으로서 계측이론 및 센서이론 외에 노내.외 핵계측계통, 공정계측

계통, 보호 및 안전구동계통 등 주요 원전계측계통들과 양자공학 관련된 계측계통들을 심도 있게 

다룬다.

NQE534  원자력 및 양자 제어 시스템 (Nuclear and Quantum Control Systems) 3:1:3(6)

본 과목은 제어동작, 안전성평가, 상태공간분석 등 제어이론을 원자력발전소 및 양자공학 분야에 적

용하여 원전제어 및 양자공학 시스템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한 과목으로서 제

어봉제어 시스템, 급수제어 시스템, 가압기 압력 및 수위제어 시스템, 터빈제어 시스템 등의 원전제

어 시스템과 양자공학 관련 제어 시스템 등을 다룬다.

NQE536  원자로 시뮬레이터 운전 실험(Compact Nuclear Simulator Operation Experiment) 1:3:2(6)

본 과목은 고학년 학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원자로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원자로실험

을 할 수 있게 하는 과목으로 정상시, 비정상시, 비상시 운전을 경험하게 한다.

NQE540  원자력화학공학 (Nuclear Chemical Engineering) 3:0:3(6)

원자력공학에 응용되는 전반적 화학공학 공정기술과 원리가 적용되는 제반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핵연료주기 전반에 대한 구체적 적용을 토대로 관련 기술 및 새로 개발된 내용이 세부적으로 논의

된다. 방사능 관련현상 및 분석방법론, 선행핵연료주기 관련 기술개요, 사용후 핵연료에 관련된 특

성 및 분석, 원자력 수화학기초, 동위원소 분리 등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진다.

NQE541  방사성 폐기물 관리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3:0:3(6)

핵연료 주기 시설운영과 원자력 발전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등 종합관리에 관한 

문제를 고찰한다. 발전소내의 기체, 액체, 고체 폐기물 발생원 및 처리 시설, 고화 및 감용 기술, 폐

기물 포장 및 수송, 폐기물과 기사용연료의 임시저장 방법, 종합처분장 안전 설계 및 건설, 방사성 

핵종 지하이동 및 환경감시, 처분장 안전성 평가, 제염 및 폐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을 다룬다.

NQE551  원자로 재료 (Nuclear Materials) 3:0:3(6)

원자로 재료에 대한 재료공학적인 배경을 강도와 내구성 문제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미세조직과 전

위구조가 구조재료의 기계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 상변태와 미세구조의 형성, 온도와 환경에 따른 

변형과 피로특성, 균열의 전파에 관한 파괴역학적인 고찰, 응력부식, 방사선조사의 영향, 원자로재료

의 특성영향을 위한 이론과 응용에 대한 최근 동향을 다룬다.

NQE552  원자로 구조재료 건전성 (Integrity of Nuclear Structural Materials) 3:0:3(6)

본 과목에서는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에 사용되는 다양한 재료들이 운전중 겪게 hel는 경년열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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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소개하고 재료의 열화가 기기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적절한 관리방안에 대해 논

의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요기기의 설계특성, 경년열화 감시방법, 비파괴검사. 균열 및 구

조해석 등이 주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건전성문제 분석 사례를 통해 원자력재료 열화와 

기기건전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NQE561  방사선계측시스템 (Radiation Measurement Systems) 3:0:3(4)

본 과목은 핵 계측 또는 방사선 계측기의 전기적 신호 및 잡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신호의 발

생, 증폭, 전달 및 측정의 원리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방산선계수, 분광, 시간 계측 및 영상

계측시스템 설계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한다.

NQE562  방사선 영상계측 (Radiation Imaging Instrumentation) 3:0:3(4)

본 교과목은 의료 및 비파괴분야에 활용되는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제 방사선의 영상을 계측

하는 영상계측기의 분석에 관한 이론 및 설계기법을 다룬다. 기본적인 2차원 엑스선 라디오그래피

와 고급 감마선 카메라를 포함하여 3차원으로 확대되는 토모그래피 및 라미노그래피기술에 관해 심

도있게 다룬다.

NQE563  방사선 생물학 (Radiation Biology) 3:0:3(4)

본 과목에서는 주로 포유류 시스템에서 분자,세포,기관 혹은 이에 준하는 수준에서 전리 방사선이 미

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또한 기본적인 세포 개념들과 주요 기관 시스템들에 관하여 다루며, 

초우라늄과 방사선치료학, 그리고 실험용 동물에서와 피폭된 사람들의 암 발생에 관하여 다룬다.

NQE571  핵자기공명 공학 (NMR Engineering) 3:1:3(6)

본 과목은 핵자기공명 현상의 기본원리 즉, 원자핵 스핀과 외부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자기공명 영상기법, 핵자기공명 분광기법, 관련된 장치들의 작동원리 등을 다룬다. 또한 

핵자기공명을 이용한 생체의료 연구, 나노다공물질 연구, NMR 양자컴퓨터 연구 등 핵자기공명기술

의 응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며 강의내용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기초적인 핵자기공명 실험

을 수행한다.

NQE572  중성자 광학 (Neutron Optics) 3:0:3(6)

본 과목은 중성자 광학장치개발에 필요한 중성자 광학이론과 물질특성연구에 필요한 중성자 산란이

론을 다룬다. 양자역학의 기본개념, 중성자의 근본특성, 중성자의 핵산란과 자기산란이 토의되며, 이

를 바탕으로 중성자 에너지선택장치, 분극장치, 초반사 거울, 프리즘 등의 중성자 광학장치와 소각

산란장치, 반사율측정장치, 삼축산란장치 등 중성자 산란장치들이 소개된다. 더불어 중성자 산란실

험으로부터 물질의 구조와 물질 구성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예들이 논의된다.

NQE575  원자력 에너지 정책 (Nuclear Energy Policy) 3:0:3(6)

원자력 개발, 이용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경제, 환경, 사회 및 정치적 측면을 

검토 평가한다. 원자력에너지 이용 계획 (발전, 지역 난방, 산업용 열에너지원)의 각국별, 지역별, 국

제적 현황을 분석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국제 핵확산 금지제도의 역할 등을 견주어 봄으

로써, 당면 정책 과제에 입각한 원자력에너지 정책의 개발 전망을 살핀다.

NQE581  핵융합 공학 (Nuclear Fusion Engineering) 3:0:3(6)

핵융합 시스템의 공학 및 설계를 다룬다. 핵융합 기초, 핵융합로 분석, 자장 및 관성 포획에 관한 

실험, 플라즈마 공급 및 가열, 단열 압축 및 핵융합로 점화, 핵융합에너지 경제 및 환경문제 등을 

포함한 핵융합공학 전반에 관한 전제 조건 및 접근 방식을 자세히 고찰한다. 핵융합 기술을 보조하

는 공학 원리 및 설계에 관한 사례연구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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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E582  플라즈마 응용공학 (Applied Plasma Engineering) 3:0:3(6)

저온 플라즈마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기체방전 등 여러 가지 종류의 플라즈마 원들의 발

생 방법과 특성에 대한 강의이다. 아울러 플라즈마의 산업적 응용에 대한 여러 가지 예를 다룬다.

NQE583  입자가속기공학 (Particle Accelerator Engineering) 3:0:3(6)

본 교과목에서는 입자가속기의 동작원리, 입자 빔 발생방법, 전기장 및 자기장에서 상대론적 입자 빔 

운동과 관련된 입자 빔 광학, 입자 빔의 특성변수 및 계측방법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다룬다, 또한 여

러 가지 가속기의 종류와 그 특징들에 대해 논의하고 가속기의 주요 응용분야에 대한 내용도 다룬다.

NQE595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영어논문작성법(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원자력 및 양자공학 관련분야의 국제학술지 논문저술에 필요한 영어논문 작성법을 다룬다. 

실제 또는 가상의 논문발표를 위한 예비 및 최종논문 작성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논문 작성법을 제

공한다. 수업은 2명 혹은 그룹으로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간의 상호평가와 교수의 지도가 이루

어진다. 최종 작성된 논문은 전문적인 학회에서와 같은 형식으로 수업시간에 구두로 발표하게 된다.

NQE598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론 Ⅰ(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Ⅰ) 2:0:2(4)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원자력 및 양자공학내의 특정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강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내용에 따리 부제를 부여하여 개설한다.

NQE599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론 Ⅰ(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Ⅱ) 3:0:3(6)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원자력 및 양자공학내의 특정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강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내용에 따리 부제를 부여하여 개설한다.

NQE621  원자력공학 열수력학 Ⅱ (Nuclear Thermal-Hydraulics Ⅱ) 3:0:3(6)

단상 및 2상유체 유동과 비등열전달에 관한 문제중에서 특히 각종 노형의 노심에 대한 열수력학적 

설계방법과 기준을 다룬다. 정상 가동중 및 사고상태하에서 과도적 열전달과 유체유동의 해석적 수

치적 평가에 관한 기초도 다루며, 전력생산을 위해 노심으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열을 빼어내

는 데에 관한 원자력공학을 위한 열수력학의 최근기법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NQE421)

NQE623  원자로 안전 Ⅱ (Nuclear Reactor Safety Ⅱ) 3:0:3(6)

이 과목은 NQE 523의 연속강좌이며 신뢰도 및 위험해석과 원자로 안전에 있어서 고차적인 문제에 

역점을 둔다. 특별히, 중요한 원자로의 안전문제들을 뽑아 검토하고 참여학생들이 토론하는 

Case-Study가 포함된다. (선수과목 : NQE523)

NQE624  핵연료와 노심설계 (Nuclear Fuel and Core Design) 3:0:3(6)

핵연료의 노심설계를 위해 필요한 열유체와 기계적 분석, 그리고 확률론적 분석의 기본이론과 실제 

응용이 다루어진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해 각 분석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종합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이 논의된다.

NQE625  노공학전산 (Numerical Methods in Reactor Engineering Analysis) 3:2:3(6)

원자로공학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수치적 방법을 다룬다. 열전달, 유체역학, 부품 구조설계, 계통

의 과도분석들의 해를 구하기 위한 유한차분법 및 유한요소법에 대하여 논의한다.

NQE631  원자력 및 양자 계측제어 시스템 설계(Nuclear and Quantum Instrumentation and Control Design) 2:3:3(6)

본 과목은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시스템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설계 능력을 갖추기 원하는 대학원

생 또는 고학년 학부생들을 위한 과목으로서 재래식 및 첨단 원전계측제어 시스템의 세부계통을 다

루고 또한 전체 계통의 통합을 다루며 이와 관련된 원리와 기술을 강의한다. (선수과목: NQE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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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E651  방사선이 재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Effects on Reactor Materials) 3:0:3(6)

방사성 source 에 대한 고찰과 방사선과 물체와의 상호 작용 및 파손에 의한 결정 결함의 성질, 여

러가지 재료의 물리적 성질에 미친 방사선의 영향 등을 고찰한다. 또, 원자로심에서의 재질 변화, 

물 또는 액체금속의 부식에 미친 방사선의 영향, 핵분열 물질의 확산 및 방응, 금속 및 비금속 재료

의 구조적 안전성과 방사선에 의한 재료의 경화, 취화(embrittlement) 및 swelling 등의 문제를 다룬다.

NQE653  핵연료 공학 (Nuclear Reactor Fuel Elements) 3:0:3(6)

원자로 노심에서의 핵연료 및 핵연료 피복관 재료의 거동, 구체적 내용으로 핵연료와 피복관의 

swelling, 핵분열 가스의 방출, 방사선 조사에 의한 creep 와 같은 방사선 조사 및 열로 인한 현상학

적, 이론적 모델링과 실험적 관찰 결과, 핵연료의 설계, 제조가공, 성능평가의 모델링, 컴퓨터를 이

용한 신뢰도 분석, 고속 증식로의 핵융합로 노심재료의 최근개발 동향 등을 폭넓게 다룬다.

NQE675  원자력에너지 정책 특론 (Special Topics in Nuclear Energy Policy) 3:0:3(6)

원자력 에너지 최신 특별 정책과제에 대한 개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해결 방법을 도출할 수 있는 분

석 기법을 개발한다. 이 기법을 이용 최신자료와 전산 코드를 사용 기술, 경제, Cost-Benefit, 

Risk-Benefit, Del-Phi, 또는 사회 정치적 요소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에 입각한 정책 입안을 시도한다.

NQE726  원자력 안전분석 특론 (Special Topics in Nuclear Safety Analysis) 2:3:3(6)

원자력 안전분석을 위해 개발된 안전해석코드의 수치적, 물리적 분석이 행해진다. 이상류의 수학적, 

수치적 모델 개발과 근을 구하는 기술이 논의된다. 분리유동에 관계되는 유동-영역 맵, 벽 응력과 

열전달, 계면에서의 응력과 열전달, 분기현상에 관련된 모델 등의 물리적 모델이 다루어진다. 간단

한 코드개발과 안전해석 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현상에 대한 실습이 이루어진다.

NQE727  확률론적 위험도평가 특론 (Special Topics in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2:0:2(4)

이 과목은 PRA의 방법론들 및 그 응용과 컴퓨터 코드들을 다룬다. 방법론들에 있어서도 확률론적 

분석과 사고결말분석이 있다. 확률론적-분석에서는 자료 처리, 고장 수목, 인간 실수, 공통 고장과 

불확실성 분석을 포함한다. 사건 결말 분석은 격납용기상태, 노심 노출과 용융, 압력용기 융해 관통, 

노심-콘크리트 반응, 대기 Source Terms, 방사핵종 분산과 대중 결말을 포함한다. 또한, 의사 결정 등

을 비롯한 여러가지 응용도 포함한다. 

NQE735  원자력 및 양자 정보공학 특론(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Engineering for Nuclear and Quantum Applications) 2:3:3(4)

본 과목은 대학원생들에게 원자력 및 양자공학에서 쓰이는 정보공학의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

게 하고 개별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경험을 갖도록 하기 위한 과목이다.

NQE743  핵화학공학 특론 (Special Topics in Nuclear Chemical Engineering) 2:0:2(4)

원자력 시설 전반에 관련된 핵화학공학의 응용을 소개한다. 방사성물질 특성 및 영향, 핵분열 물질

의 특성, 방사화학, 핵연료주기, 동위원소분리, 사용후 핵연료의 저장 및 재처리, 방사성 폐기물처리 

및 처분, 방사성폐기물의 환경영향 및 원자력의 환경친화적 평가 등에 관한 고급과제를 다룬다.

NQE960  논문연구 (석사) (M.S. Thesis Research)

NQE965  개별연구 (석사) (M.S. Independent Research)

NQE980  논문연구 (박사) (Ph.D. Thesis Research)

NQE966  세미나(석사), NQE986 세미나(박사) (Seminar) 1:0:1

원자력공학 전 분야의 최근 문제에 대한 세미나: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내.외부의 문가를 초청하여, 

원자로 설계 및 운전, 원자로 동특성, 열전달, 에너지 변환, 방사선 차폐, 핵연료 주기 및 관리, 제어 

및 장치, 재료, 안전, 기타 최근의 관심 문제를 선택하여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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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및전자공학전공

학과홈페이지 : www.e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402-6

1. 개  요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은 통신 및 네트워크, 제어 및 시스템, 나노소자 및 집적시스템, 컴퓨터 및 

SoC 설계, 무선 및 광, 정보시스템 등의 분야를 다루는 국내 유일한 단일 학과로서 많은 교수진과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50여명의 교수진은 국내외 각계 전문분야의 최첨단 연구의 일익을 담당

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전기 및 전자공학분야의 

교육, 연구 및 사회봉사란 3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 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는, 철저한 이론과 실제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공

학전공의 교과과정은 전공지식과 함께 관련 분야의 이론 및 응용력을 기르기 위하여 그룹별 세미나 

활동과 철저한 실험 교과목이수를 강조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학사과정에서는 회로 및 반도체, 신호 및 시스템, 컴퓨터 공학 등 전기전자분야의 과목을 개설하고 

있으며, 실험을 통한 전공분야의 확고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있다. 

회로 및 반도체 분야는 IC설계와 Computer를 이용한 설계자동화를 위한 S/W의 개발,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를 제작하는데 필수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호 및 시스템 분야는 신호처리, 디지털 시스템, 아날로그 및 디지털 통신 이론, 컴퓨터 네트워킹, 

제어 시스템, 광통신 및 무선공학 등의 이론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컴퓨터공학 분야는 컴퓨터 구조, 프로그래밍 등 전기전자공학도로서 필요한 컴퓨터 이론을 습득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실험실습을 강조하여 아날로그회로, 디지털 시스템, 각 분야별 응용시스템을 직접 설계 구현해

봄으로서 이론과 실제 응용 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기전자공학도를 양성하고자 한다. 

❒ 석․박사 과정

  석·박사 과정은 학생의 논문연구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교수의 기본 연구와, 학연산간의 

긴 한 연계를 가지는 수탁연구 등과도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분야별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1. 컴퓨터 및 SoC 설계 분야 : 컴퓨터 구조, 시스템 모델링, 시스템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신

경회로망 컴퓨터, VLSI설계, 설계 최적화 및 CAD tool 개발

2.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 정보통신 네트워크,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설계, 네트워킹 기법 

및 응용, 전화망과 인터넷 전화망, 데이터 통신, 랜덤프로세스, 통

신이론, 이동통신 시스템, 통신망 해석, 대기이론, 부호이론, 정보

이론, 통신망의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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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 분야 : 음성처리, 영상처리, 통신신호처리, 통계학적 신호처리, 패턴인

식, 컴퓨터 비젼, 신경회로망, 의료영상시스템

4. 무선 및 광 분야 : 마이크로웨이브 회로설계, 이동통신 시스템 송수신기, 안테나, 

레이다, 초대용량 광통신망, 광가입자망, 광소자, 광센서 

5. 나노소자 및 집적시스템 : 반도체 소자 및 공정, CMOS 회로설계, 소자시뮬레이터 개발, 

 Micromachining, LD, MMIC, OEIC, Solar Cells, 강유전체·고유전

체, TFT, 적외선 감지소자

6. 제어 및 시스템 분야 : 제어시스템 설계, 로봇 지능화 및 시스템 설계, 산업 자동화 시
스템, 전력변환회로, 전동기 구동시스템

3. 학술 및 연구 활동

  전기 및 전자공학 연구 분야의 주요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컴퓨터 및 SoC 설계 분야

이 분야는 크게 컴퓨터 및 SoC 설계 분야로 나누어진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프로그래밍, 컴퓨터 아키텍처 설계들이 중점 연구된다. 

SoC 설계 분야에서는 마이크로프로세서, DSP 코어, 디지털, 아날로그 및 혼성신호 회로의 설계, 플

랫폼 기반 설계, 설계 최적화 및 검증을 위한 설계자동화 및 방법론, 센서 넷트워크 설계 분야들이 

중점 연구된다. 고성능 저전력 시스템이 요구되는 차세대 무선이동통신, 디지털 TV, 디스플레이 및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위한 기초 연구 및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컴퓨터 및 SoC 설계 분야는 타 그룹과의 활발한 공동 연구와 CHiPS, MICROS, SIPAC, IDEC 등의 

연구센터 활동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유무선 통신망의 통합,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통한 광대역통합망, 차세대이동통신기술, 초고속 인터

넷 망, 각종 다양한 통신 방송 서비스, 센서 네트워크 등의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

행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동통신분야는 부호와 변복조, 동기, 다중 액세스 통신, 간섭제거, 

다중사용자 검파, 통신신호처리, 스마트 안테나, MIMO 안테나, 통신회로, 이종계층(cross-layer) 설계, 

해석 및 최적화 등을 다루고 통신망 분야는 이동통신망, 차세대 인터넷 망, 고성능 교환기/라우터, 

광대역 액세스망, 차세대 무선 LAN, 초광대역(UWB) 통신망 기술, 홈 네트워크, 센서 네트워크, ad 

hoc networks, 프로토콜 설계 및 구현 등을 다룬다.

❒ 정보시스템 분야

정보화 사회의 주축이 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통신, 휴대용 전화, 방송 시스템, 의료 영상시스템과 

같은 곳에 널리 쓰이는 여러 가지 신호처리 방식을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세부분야로는 디지

털 신호처리, 음성처리, 영상처리, 통신 신호처리, 신경회로망이 있다.

음성처리는 음성부호화, 합성, 인식, 전달을 연구 하며, 영상처리에서는 차세대통신의 핵심인 영상 및 

비디오의 압축, 전송/저장에 필요한 부호화 기법, 물체 인식 기법, 3차원 영상 처리 기법, 그리고 의

료영상처리와 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한다. 통신 신호 처리에서는 통신이론, 통계학적 신호처리, 신호 

검파와 추정을 이론적으로 깊이 연구하고 있다. 인간의 두뇌작용을 모방하여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자 하는 신경회로망 분야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 무선 및 광 분야 

초고주파부터 광파까지의 각종 전자파를 이용한 정보의 전달, 저장, 처리, 감시 등에 관한 연구를 수

행한다. 무선그룹의 주요 연구분야는 위성통신 및 이동통신을 위한 마이크로웨이브 회로 설계, 무선 송

수신 시스템 개발, 위성체 및 레이다 개발, 전자파의 전파 특성 및 안테나 연구, 전자파의 산란 및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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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의 해석을 위한 이론적 연구 등이 있다.  광파그룹의 주요 연구분야는 초대용량 장거리 전송시스

템, 전광 전송망, 메트로 통신망, FTTH 방식 광가입자망 등의 광통신망에 관한 연구와 광변조기, 광필

터, 광스위치, 편광변환기, 광센서 등의 광소자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 나노소자 및 집적시스템  

Ⅳ족의 silicon을 이용한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는 rapid thermal/electron cyclotron resonance/photo-CVD/전자선 

및 X선 lithography등의 공정 장비를 이용한 CMOS/BiNMOS/전력소자/SOI/박막트랜지스터(TFT)/태양전지/박막

발광다이오드(TFLED)등의 소자제작 기술 및 시뮬레이션/모델링 연구와 CMOS/BiCMOS등을 이용한 고성능 

고집적 논리 및 아날로그 회로설계/평판 표시기/VLSI신경망 등의 회로 및 이를 위한 CAD tool 연구에 역점

을 둔다. Ⅲ-Ⅴ화합물 반도체 분야에서는 GaAs/InP 기판을 사용하여 MBE/MOCVD/LPE등의 epitaxy 기술과 

직접묘화 전자선 기술을 병합하여 소위 nanotechnology를 이용한 mesoscopic 소자 연구에 역점을 둔다. 여기

에는 양자우물을 이용한 MESFET/HEMT/HBT/laser diode/광 감지소자 등의 소자제작 및 모델링이 포함되고 

이를 수동소자와 적절히 집적하여 MMIC/MIMIC/OEIC등의 고속 집적회로를 개발한다. 이외, HgCdTe를 이용

한 적외선 감지소자, micro-가공기술, field emission, ferroelectrics등의 새로운 재료 및 이의 응용 연구가 있으

며, 또한 multi-chip module hybrid IC 등의 다기능/고속집적회로의 포장/접속/조립 기술연구도 포함되어 있다.

❒ 제어 및 시스템 분야

제어 및 시스템 분야는 시스템 제어, 지능 로봇, mechatronics, 전력전자 등의 제 분야에 대한 계측 

제어 및 자동화 시스템을 포함한다.

시스템 제어 분야는 센서 신호처리, 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제어 시스템 설계 (nonlinear, 

multivariable, adaptive, robust 등), 고신뢰도 공정제어, 실시간 제어, 이산 사건 시스템, 지능 제어 

(fuzzy, neural, genetic, evolutionary algorithm) 등을 연구한다.

지능로봇 분야는 인간형 로봇, 이동 로봇, robot manipulator의 해석, simulation 및 제어, cognition 및 

planning, mobile, service 및 medical robot 등을 연구한다. 또한 차세대 차량제어 시스템에 대한 연구

로서 advanced vehicle system, intelligent vehicle highway system, 고속전철 등에 대해 연구한다. 

전력전자 분야는 전기-기계 에너지 변환, solid-state 모터 제어, chopper, inverter, converter 등의 전력

변환 및 제어회로에 대해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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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

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 (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선형대수학개론, 응용미분방정식, 응용해석학은 필히 포함할 것.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라. 전공과목(총 47학점 이상)

      ◦ 전공필수 : 9학점

         - 전자공학실험Ⅰ, 전자공학실험 Ⅱ, 전자 디자인 랩

      ◦ 전공선택 : 38학점 이상 

         -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시스템, 전기자기학 I, 전자회로 I, 전자회로II, 물리전자

개론,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의 8과목 중 4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개별연구는 4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

   마. 자유선택 

         - 학부의 모든 개설교과목을 인정함.

   바. 연구과목 (총 4학점 이상)

      ◦ 졸업연구(3학점), 세미나(1학점) 반드시 이수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디지털시스템, 전기자기학Ⅰ, 전자회로Ⅰ, 전자

공학 실험Ⅰ을 포함하여 전공학점중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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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

명출원 중 택1

         (단, 확률 및 통계학은 랜덤프로세스로 대체할 수 있음)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임.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 공통필수과목은 선택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전공필수 : 3학점

       - 전기공학실험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 본 학과 EE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2과목(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본 학과 EE400단위의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 모든 학과 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중 4과

목(12학점) 이상 이수 

   마. 연    구 : 6학점 이상

       -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 연구논문작성법 1학점을 반드시 이수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3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3학점

       - 전기공학실험(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라. 선    택 : 36학점 이상 

       - 본 학과 EE600단위 이상의 교과목 2과목(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그 외에 본 학과 EE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2과목(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나머지 과목은 모든 학과 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중에서 선택

      - 석사과정 취득학점을 누적 인정함.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본 학과 EE400단위 학·석사 상호

인정 교과목도 인정함) 

   마. 연    구 : 31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 포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만,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해당학년

도 학사요람에 근거하여 교과목 이수요건을 적용함.

      ◦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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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번별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이수요건

구분 ’94학년도～’98학년도 입학생 ’99학년도～’01학년도 입학생 ’02학년도～’03학년도 입학생 ’04학년도 이후 입학생

전공
필수

36

EE201 회로이론

EE202 신호및시스템

EE203 디지털시스템

EE204 전기자기학Ⅰ

EE206 전자회로Ⅰ

EE207 전자공학실험Ⅰ

EE208 전자공학실험Ⅱ

EE301 전자회로Ⅱ

EE302 물리전자개론

EE307 전자공학실험Ⅲ

EE308 전자공학실험Ⅳ

EE407 프로젝트랩

36

EE201 회로이론

EE202 신호및시스템

EE203 디지털시스템

EE204 전기자기학Ⅰ

EE206 전자회로Ⅰ

EE207 전자공학실험Ⅰ

EE208 전자공학실험Ⅱ

EE209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EE301 전자회로Ⅱ

EE302 물리전자개론

EE307 전자공학실험Ⅲ

EE308 전자공학실험Ⅳ

EE407 프로젝트랩

30

EE201 회로이론

EE202 신호및시스템

EE203 디지털시스템

EE204 전기자기학Ⅰ

EE206 전자회로Ⅰ

EE207 전자공학실험Ⅰ

EE208 전자공학실험Ⅱ

EE209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EE301 전자회로Ⅱ

EE302 물리전자개론

EE405 전자 디자인 랩

9

EE305 전자공학실험Ⅰ

EE306 전자공학실험Ⅱ

EE405 전자 디자인 랩

전공
선택

11 11 17

38

EE201 회로이론

EE202 신호및시스템

EE203 디지털시스템

EE204 전기자기학Ⅰ

EE206 전자회로Ⅰ

EE209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EE301 전자회로Ⅱ

EE302 물리전자개론

중 4과목 이상 포함

연구
EE490 졸업연구 
EE496 세미나

EE490 졸업연구 
EE496 세미나

EE490 졸업연구 
EE496 세미나

EE490 졸업연구 
EE496 세미나

     ※ ’99학년도～’03학년도 입학생은 전공필수의 밑줄친 8과목 중 택 7. 

        ‘0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전공선택의 밑줄친 8과목 중 반드시 4과목 이상 수강.

      -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전자공학실험 Ⅲ → 전자 디자인 랩,         ∘전자공학실험 Ⅳ → 응용전자실험 

      - 위의 경과조치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본 전공의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정함.

      - 교과목명의 변경으로 ’99학년도 이전 미수강 학생 또는 재수강할 학생은 응용수학 I을 응용

미분방정식으로, 응용수학 II는 응용해석학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함. 

   나. 석․박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석사과정 입학생, 2007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만, 

석사 2004학년도 및 박사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학사요람의 이수요건을 따를 것.

      -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물리전자 → 직접회로소자 개론             ∘석사논문세미나 → 연구논문작성법

      - 박사과정 ’97학년도 이후 입학생부터는 ’98 봄학기 이후 학사과정에 개설된 전공교과목(취

득한 학사 및 석사학위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 교과목에 한함)을 지도교수와 전공책

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음.

      -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리더십 강좌, 세미나(석사), 세미나(박사), 연구논문작성법

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2005학년도 석사 입학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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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필수

EE305 35.305 전자공학실험Ⅰ 1:6:3(6) 과교수 봄

EE306 35.306 전자공학실험Ⅱ 1:6:3(6) 과교수 가을

EE405 35.405 전자 디자인 랩 1:6:3(6) 과교수 봄

전공선택

(4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

EE201 35.201 회로이론 3:0:3(6) 과교수 봄

EE202 35.202 신호 및 시스템 3:0:3(6) 과교수 가을

EE203 35.203 디지털시스템 3:0:3(6) 과교수 봄 *CS211

EE204 35.204 전기자기학Ⅰ 3:0:3(6) 과교수 가을

EE206 35.206 전자회로Ⅰ 3:0:3(6) 과교수 가을

EE209 35.209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3:0:3(6) 과교수 봄

EE301 35.301 전자회로Ⅱ 3:0:3(6) 과교수 봄

EE302 35.302 물리전자개론 3:0:3(6) 과교수 가을

전공선택

EE205 35.205 공학적 응용을 위한 자료구성론 3:0:3(6) 과교수 봄

EE308 35.308 응용전자실험 1:6:3(6) 과교수 가을

EE312 35.312 컴퓨터구조개론 3:0:3(6) 박인철 가을 *CS311

EE314 35.314  임베디드 시스템 3:1:3(6) 김병국 가을

EE321 35.321 통신공학 3:0:3(6) 과교수 봄

EE341 35.341 전기자기학Ⅱ 3:0:3(6) 명로훈 봄

EE342 35.342 무선공학 3:0:3(6) 김정호 가을

EE372 35.372 집적회로설계 3:0:3(6) 경종민 가을

EE381 35.381 제어시스템공학 3:0:3(6) 변증남, 이주장 봄

EE391 35.391 전기전자제어 3:0:3(6) 윤명중 봄

EE401 35.401 대화의 기술 2:0:2(4) 과교수 봄

EE402 35.402 미래사회와 전자공학 2:0:2(4) 과교수 가을

EE406 35.406 프로젝트랩 1:6:3(6) 과교수 가을

EE411 35.411 스위칭 및 오토마타이론 3:0:3(6) 김탁곤 봄

EE413 35.413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 3:1:3(6) 이황수 봄

EE421 35.421 통신시스템 3:0:3(6) 이용훈, 정세영 봄

EE432 35.432 디지털신호처리 3:0:3(6) 김형명 가을

EE441 35.441 광통신개론 3:0:3(6) 정윤철 봄

EE461 35.461 반도체소자 3:0:3(6) 과교수 봄

EE481 35.481 지능시스템 3:0:3(6) 과교수 봄

EE484 35.484 전기전자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연  구

EE490 35.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EE495 35.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EE496 35.496 세미나 1:0:1 과교수 봄

   ※ *는 대체과목임.

      4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EE405, EE406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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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십 강좌 1:0:0 가을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EE521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30 11.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전공필수 EE505 35.505 전기공학실험 1:6:3(6) 과교수 봄

선  택

EE511 35.511 전산기구조 3:0:3(6) 박인철 봄

EE512 35.512 시스템프로그래밍 3:0:3(6) 박규호,박대연 가을

EE516 35.51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1:6:3(6) 박규호 가을

EE520 35.520 정보통신네트워크 3:0:3(6) 과교수 봄

EE521 35.521 랜덤프로세스 3:0:3(6) 송익호 봄․가을

EE522 35.522 고급통신시스템 3:0:3(6)
이용훈,전주환,

정세영
가을

EE524 35.524 통신소프트웨어설계 3:1:3(6) 조동호 가을

EE525 35.525 네트워킹 기법 및 응용 1:6:3(6) 성단근,조동호 봄

EE526 35.526 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 3:0:3(6) 성단근 가을

EE527 35.527 데이타통신 3:0:3(6) 조동호 봄

EE535 35.535 영상처리 3:0:3(6) 김성대 봄

EE538 35.538 신경회로망 3:0:3(6) 박철훈 가을 *CS679

EE541 35.541 전자장이론 3:0:3(6) 과교수 봄

EE542 35.542 마이크로파공학 3:1:3(6) 김정호 가을

EE546 35.546 장및파동론 3:0:3(6) 신상영 가을

EE555 35.555 광전자공학 3:0:3(6) 신상영 봄

EE561 35.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3:0:3(6) 과교수 봄

EE563 35.563 디스플레이공학 3:0:3(6) 최경철 봄

EE564 35.564 집적회로프로세스 3:0:3(6) 과교수 가을

EE565 35.565 공학자를 위한 현대물리 3:0:3(6) 권영세,최양규 봄

EE566 35.566 MEMS 전자공학 3:0:3(6) 윤준보 가을

EE567 35.567 태양광발전 3:0:3(6) 임굉수 봄

EE571 35.571 전자회로특론 3:0:3(6) 조규형 봄

EE573 35.573 VLSI시스템개론 3:0:3(6) 경종민 봄

EE574 35.574 VLSI를 위한 CAD 3:0:3(6) 신영수 가을

EE581 35.581 선형시스템 3:0:3(6) 과교수 봄

EE582 35.582 디지털제어 3:1:3(6) 정명진,김병국 가을

EE584 35.584 제어시스템컴퓨터설계 3:0:3(6) 임종태 가을

EE594 35.594 전력전자시스템 3:0:3(6) 윤명중 가을

      ※ *는 대체과목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EE505, EE525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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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  택

EE612 35.612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3:0:3(6) 김탁곤 가을 *CS672

EE621 35.621 부호이론 3:0:3(6) 과교수 봄

EE622 35.622 신호검파론 3:0:3(6) 송익호 가을

EE623 35.623 정보이론 3:0:3(6) 과교수 봄

EE624 35.624 이동통신시스템 3:0:3(6) 성단근 가을

EE627 35.627 통신망 성능분석 3:0:3(6) 정  송 봄

EE628 35.628 영상통신시스템 3:0:3(6) 김성대 가을

EE631 35.631 고급디지털 신호처리 3:0:3(6) 김형명 봄

EE633 35.633 디지털음성처리 3:0:3(6) 유창동 봄

EE634 35.634 패턴인식 3:0:3(6) 김성대 가을 *CS676

EE641 35.641 초고주파 집적회로 3:0:3(6) 권영세,이귀로
홍성철 봄

EE652 35.652 광통신공학 3:0:3(6) 정윤철 가을

EE661 35.661 고체물리 3:0:3(6) 임굉수,홍성철 봄

EE663 35.663 고주파전자소자 3:0:3(6) 홍성철,양경훈 봄

EE676 35.676 아날로그집적회로 3:0:3(6) 조규형 가을

EE678 35.678 디지털집적회로 3:0:3(6) 김이섭,유회준 가을

EE681 35.681 비선형제어 3:0:3(6) 임종태 가을

EE682 35.682 지능제어이론 3:0:3(6) 변증남 가을

EE683 35.683 로보트제어 3:0:3(6) 정명진,김병국 봄

EE686 35.686 최적화이론 3:0:3(6) 박동조 가을

EE687 35.687 실시간제어 3:0:3(6) 김병국 봄

EE726 35.726 통신망 최적화기법 3:0:3(6) 정  송 가을

EE731 35.731 적응신호처리 3:0:3(6) 이용훈 봄

EE733 35.733 다표본신호처리 3:0:3(6) 박현욱 봄

EE735 35.735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법 3:0:3(6) 김성대 봄

EE737 35.737 영상시스템 3:0:3(6) 나종범,박현욱 봄

EE741 35.741 파동의복사 및 회절이론 3:0:3(6) 나정웅 봄

EE742 35.742 전자파를 위한 광선법 3:0:3(6) 명로훈 가을

EE745 35.745 EMI/EMC 설계 및 해석 3:0:3(6) 김정호 봄

EE757 35.757 비선형광섬유광학 3:0:3(6) 이창희 봄

EE762 35.762 고급MOS소자물리 3:0:3(6) 과교수 가을

EE783 35.783 적응제어이론 3:0:3(6) 김종환 봄

EE784 35.784 관리제어이론 3:0:3(6) 임종태 가을

EE785 35.785 강인제어이론 3:0:3(6) 이주장 봄

EE786 35.786 최적제어이론 3:0:3(6) 변증남, 이주장 가을

EE788 35.788 로봇인지 및 계획 3:0:3(6) 과교수 가을

EE789 35.789 시스템모델링 및 동정화 3:0:3(6) 박동조 봄

EE791 35.791 전력변환 회로 및 시스템 3:0:3(6) 조규형 봄

EE792 35.792 전동기고급이론 및 설계 3:0:3(6) 윤명중 가을

EE807 35.807 전기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

EE817 35.817 컴퓨터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

EE827 35.827 통신특강 3:0:3(6) 과교수 봄

EE837 35.837 신호처리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EE838 35.838 영상공학특강 3:0:3(6) 과교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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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선  택

EE847 35.847 전자기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EE857 35.857 광공학특강 3:0:3(6) 과교수 봄

EE867 35.867 물리전자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EE868 35.868 고체물리특강 3:0:3(6) 과교수 가을

EE877 35.877 집적회로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EE878 35.878 VLSI특강 3:0:3(6) 과교수 가을

EE887 35.887 로보트특강 3:0:3(6) 과교수 봄

EE888 35.888 제어이론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EE897 35.897 전력전자특강 3:0:3(6) 과교수 봄

EE898 35.898 지능정보처리특강 3:0:3(6) 과교수 가을

연  구

EE960 35.960 논문연구(석사)

EE966 35.966 세미나(석사) 1:0:1 봄

EE980 35.980 논문연구(박사)  

EE986 35.986 세미나(박사) 1:0:1 봄

EE990 35.990 연구논문작성법 1:0:1(2) 윤준보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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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EE201  회로이론 (Circuit Theory) 3:0:3(6)

회로이론에서는 전기 및 전자회로, 반도체 Memory, 전력전자, 통신 및 제어 시스템, VLSI 회로설계 

연구에 필수적인 저항, 축전기, 인덕터 등의 회로소자와 회로 해석기법, 천이상태 및 정상상태 해석, 

다상회로, 주파수 응답, Laplace 변환기법을 학습하고 응용하여, 창의적인 회로설계를 할 수 있는 기

초소양 및 역량을 키운다. 

EE202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3:0:3(6)

시연속 그리고 이산 신호 및 시스템을 소개한다. 푸리에 급수, 푸리에 변환, 라플라스 변환, z 변환 

및 그들의 응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시불변 선형 시스템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

본다.

EE203  디지털시스템 (Digital System Design) 3:0:3(6)

본 교과목을 통하여 디지털 로직 회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며, 디지털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

념, 구성 요소와 동작을 이해한다.

EE204  전기자기학Ⅰ (Electromagnetics Ⅰ) 3:0:3(6)

본 과목에서는 기본적인 전자기현상과 기초이론을 강의한다. 백터의 해석부터 출발하여 전자기학적 

기본 법칙, 정전장 및 정자장의 경계조건 등을 다룬다. 

EE205  공학적 응용을 위한 자료구성론 (Data Organization for Engineering Application) 3:0:3(6)

본 과목은 학생들이 전기공학 문제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구성론을 강의한

다. 다룰 내용은 정보표현, 자료구조, 객체지향프로그램, 알고리즘 해석 등이며 기본적인 자료구조는 

Array, Linked List, Stack, Queue, Tree, Graph, Sorting 및 Hashing 등이다. 주어진 자료구조를 전기공

학 문제에 응용하는 것을 다룬다.

EE206  전자회로Ⅰ (Electronic CircuitsⅠ) 3:0:3(6)

먼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물리적인 구조와 기본 동작 원리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로부

터 등가회로 모델이 구성되는 것을 이해시킨다, 그리고 이들 소자들을 이용한 기본적인 정류회로, 

소신호 증폭기 회로, 차동 증폭기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한다.

(선수과목 : EE201)

EE209  전기공학을 위한 프로그래밍 (Programming for Electrical Engineering) 3:0:3(6)

과목에서는 전기 및 전자공학에 필요한 자료구조, 알고리즘, Web Programming, JAVA등을 학습한다. 

또한 객체 지향적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하며 프로그래밍 언어로는 C, JAVA를 사용한다.

EE301  전자회로Ⅱ (Electronic Circuits Ⅱ) 3:0:3(6)

이 과목에서는 BJT와 CMOS 아날로그 회로 설계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BJT와 CMOS 

증폭기 회로로부터 시작하여, 주파수 응답, 되먹임, 아날로그 집적회로, 파워 증폭기, Filter 설계 방

법을 배우고, 데이터 변환기, Oscillator, 신호 발생기 등의 응용 회로에 대해서 다룬다.

(선수과목 : EE201, EE206)

EE302  물리전자개론 (Introduction to Physical Electronics) 3:0:3(6)

전자공학 이해 및 응용의 기본개념인 전자의 양자 물리적, 통계 물리적인 특성, 결정고체, 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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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밴드이론, 반도체내에서의 전자와 정공의 움직임, pn 접합특성 및 이를 이용한 반도체 전자 

소자와 관련된 물리현상을 다룬다. 

EE305  전자공학실험Ⅰ (Electronics Lab.Ⅰ) 1:6:3(6)

회로이론과 전자회로에 관한 필수적인 hands-on experience와 design 경험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한다.

회로이론 분야: 1. 각종 측정기기와 RC 과도응답 측정, 2. Phasor 및 AC 정상상태 응답, 3. 3상회로. 

전자회로 분야: 4. Diode 및 BJT 특성 측정, 5. BJT 및 MOSFET증폭기, 6. 연산증폭기 응용. 

Design (각 2주): 7. Sine/square wave function generator 설계, 8. Active filter 설계, 9. DC power supply 

설계 (15V 가변, 최대 2A, Short-circuit protection).

(선수과목 : EE201, EE206)

EE306  전자공학실험Ⅱ (Electronics Lab.Ⅱ) 1:6:3(6)

디지털 시스템의 hardware 및 software 구현에 관련된 필수적인 hands-on experience와 design에 관련

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수행한다.

1. 조합 논리회로 설계, 2. Flip-flop과 counter, 3. Sequential circuit 설계, 4. ALU and carry generator 

using FPGA, 5. Multiplier using FPGA, 6. Coffee vending machine design using FPGA, 7. Digital design 

using microcontroller, 8. Filter design using microcontroller. 

(선수과목 : EE203, EE305)

EE308  응용전자실험 (Applied Electronics Lab.) 1:6:3(6)

응용전자실험은 VLSI, 반도체, 통신, DSP, 초고주파, 광공학, 제어, 전력전자등의 분야중 한 분야에

서 자유로 연구과제를 2인1조로 선택하여, 그 분야의 project를 지도할 수 있는 실험지도교수의 허가

를 얻고, 해당 실험실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프로젝트 과제 선정, 계획서 발표, 중간보고서 발

표, demonstration, 최종보고서 발표의 순으로 진행한다.

(선수과목 : EE305, EE306)

EE312  컴퓨터구조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Architecture) 3:0:3(6)

워크스테이션, PC 등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동

작 원리를 이해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데이터 표현 방법, 중앙처리장치

(CPU)의 하드웨어 구조, 명령어의 형식과 종류, 어셈블러와 컴파일러의 처리 과정, Datapath와 

Controller의 설계 방법, 성능 향상을 위한 파이프라인 기법, 메모리 계층구조와 캐쉬메모리, IO 주변

장치의 동작 원리를 다루며, 고성능 컴퓨터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선수과목 : EE203)

EE314  임베디드시스템 (Embedded Systems) 3:1:3(6)

이 과목은 최근 전자 시스템의 중요한 구현기술의 하나인 embedded 시스템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

인 hardware 및 software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 기술을 습득한다.  Embedded system에서 가

장 널리 쓰이는 ARM processor를 기반으로 제작된 CPU board 및 입출력 board에 대하여 소개하고, 

open source의 가장 보편적인 Linux operating system에 대하여 설명하고, PC를 이용한 개발환경에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하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기본적인 interface들에 대한 device driver 실험을 

병행하여 개념을 확실히 잡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203)

EE321  통신공학 (Communication Engineering) 3:0:3(6)

확률, 통계, 랜덤 프로세스에 관하여 간략히 배운 후, AM, FM, SSB, PLL, Mixer, ADC의 원리, 회로 및 통신

회로의 잡음해석 방법을 공부한다. BPSK, FSK, QAM 등의 디지털 통신 방식에 관하여도 공부한다. 다중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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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시스템의 개요도 간략히 다룬다.  

(선수과목:  EE202)

EE341  전기자기학Ⅱ (Electromagnetics Ⅱ) 3:0:3(6)

본 과목에서는 시변장에서 Maxwell 방정식을 기초로 전자장 기초 이론을 강의한다. Maxwell 방정식

으로부터 출발하여 평면파, 전송선, 도파관 및 안테나의 기본이론을 다룬다. 

(선수과목: EE204)

EE342  무선공학 (Radio Engineering) 3:0:3(6)

현대 무선 통신 시스템의 RF 전단부에서 사용하는 회로, 부품, 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

본 이론을 습득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실습한다.

(선수과목 : EE204, EE206)

EE372  집적회로설계 (Integrated Circuits Design) 3:0:3(6)

이 과목은 연산, 논리 및 기억 기능 블록을 위한 조합/순차 논리 회로에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여 

CMOS 집적회로의 제작, 동작과 설계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다룬다. 또한, 타이밍, 연결선 

및 설계 방법론에 대하여도 배운다.

EE381  제어시스템공학 (Control System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다이나믹 시스템의 분석과 디자인 방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어시스템의 서론, 

시스템의 수학적 모델, 궤환제어시스템의 특성, 궤환제어시스템의 성능, 선형궤환시스템의 안정성, 

근궤적 기법, 주파수 응답 기법, 주파수영역에서의 안정성, 제어시스템의 시간영역 해석, 궤환 제어

시스템의 설계와 보상 등이다.

(선수과목 : EE202) 

EE391  전기전자제어 (Electronic Control of Electric Machines) 3:0:3(6)

자기회로 및 전력변환기기, 전기-기계적 에너지 변환 원리, 회전기기의 기본원리, solid-state 모터제어 

및 과도 특성 동작 등을 배우고 전동기의 산업 응용에 따른 가동, 가속, 감속, 제동 등의 제특성에 

대하여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202)

EE401  대화의 기술 (Communication Skills) 2:0:2(4)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술과 물건을 개발하는 공학자들에게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 뿐  

아니라 이를 십분 발휘하기 위하여 좋은 의사소통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과목은 기술적인 

혹은 비기술적인 영역에서의 모든 효과적인 발표, 강의, 대화, 다자간 토론, 협상에 필요한 원리와 

기술을 다룬다.

EE402  미래사회와 전자공학 (Future Society and Electrical Engineering) 2:0:2(4)

전자공학의 여러 분야의 기술 동향과 미래 사회의 수요를 미리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진로를 기획하고 미래의 변화에 대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E405  전자 디자인 랩 (Electronics Design Lab.) 1:6:3(6)

이 실험은 학부에서 배운 지식을 총동원하여 analog 및 digital, hardware 및 software가 결합된, 주어

진 과제에 대한 설계 과목이다. 예를 들어 AM radio를 analog 회로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voice 

recorder를 Linux 기반의 embedded system을 이용하여 구현하여, 학부과목들의 종합응용을 통한 

chipstone 설계과목의 역할을 담당한다. 

(선수과목 : EE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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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406  프로젝트 랩 (Project Lab.) 1:6:3(6)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간단한 전자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구현/검증하게 함으로써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자로서의 산 경험, 자질과 협동심을 키우고자 하는데 에 그 목적이 있다. 능력과 환경에 

적절한 프로젝트 과제의 선정, 계획에 따른 협력연구의 수행,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연

구결과의 발표 등을 통하여 산 교육을 지향한다. 

EE411  스위칭 및 오토마타이론 (Switching and Automata Theory) 3:0:3(6)

본 과목은 이산수학에 기반 하여 조합논리 회로 및 순서논리 회로를 해석하고 설계하는 기법을 다

룬다. 다룰 내용은 집합의 기초, 관계, Lattice, 스윗칭 Algebra, 스윗칭 함수 합성, Fault 검출, 오토마

타로부터 회로 변환기법. 상태 및 시스템 Identification, 유한상태 기계의 특성, 역 유한기계, 이산 시

스템 검증법 등 이다. 

(선수과목 : EE203)

EE413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 (Networking Design and Programming) 3:1:3(6)

네트워킹 분야 입문을 위한 기초로서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유지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

을 다룬다. Cisco의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네트워

킹의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고급 네트워킹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

여 익힌다.

EE421  통신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s) 3:0:3(6)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구현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둔다. 최근에 상용으로 운용되는 통

신 시스템 한가지를 선택하여 물리계층 전체 소프트웨어 구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본 강의에서 다룰 

주제는 다음과 같다 : (1) 디지털 변복조, 최적수신기, (2) 적응등화기, 동기 기법, (3) 채널 용량, 오

류정정부호. 

(선수과목 : EE321)

EE432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0:3(6)

이 과목에서는 이산 신호 및 시스템의 표현, 분석 그리고 설계에 관하여 다룬다. 개요는 z-변환, 이

산 푸리어 변환, 빠른 이산 푸리어 변환, 이산 시스템 구조, 디지털 필터 설계 방법,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표본화 그리고 에어리어싱에 관한 문제 등 이다.

(선수과목 : EE202)

EE441  광통신개론 (Introduction to Fiber Optic Communication Systems) 3:0:3(6)

본 과목에서는 광통신의 기본 개념과 이에 사용되는 각종 광학, 전자, 통신 기술을 강의한다.  본 

과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광통신의 개요, 기본적 광학이론, 광섬유, 광수신기 설계 및 잡음 분석, 광

통신 시스템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EE461  반도체소자 (Semiconductor Devices) 3:0:3(6)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한다. 기초적인 pn접합과 pn접합 다이오드, 금속-

반도체 이종접합과 반도체 이종접합, Bipolar Transistor, MOSFET과 JFET의 동작 원리 및 특성에 대

하여 폭넓게 다루고 실제 소자의 non-ideal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EE481  지능시스템 (Intelligent Systems) 3:0:3(6)

이 과목의 중요한 두개의 주제는 ‘Modern Control System’과 'Computational Intelligence'이다. 강의는 

제어 이론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것도 다룬다. 강의의 첫 번째 부분은 제

어 시스템 설계를 위한 디지털 제어 이론에 대해 다룬다. 모르는 시스템에 대한 제어를 고려한 기

본적인 시스템 검증 방법 또한 역시 다루게 될 것이다. 일단, modern control system에 대한 개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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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고 난 후에, 현재의 지능 제어 시스템에 대한 최근의 추세를 알아볼 것이다. "fuzzy logic", 

"artificial neural network", 그리고 “evolutionary computation"을 이용한 ”computational intelligence"에 대해

서 다룰 것이다. 주어진 문제를 풀기위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기 위한 과목 프로젝트가 주어질 것이다.

(선수과목 : EE381)

EE484  전기전자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Electrical Engineering) 3:0:3(6)

전기전자공학 분야중 기존 교과목 이외의 새로운 이론 및 응용분야 주제를 필요에 따라 다룬다.

EE490  졸업연구 (B.S. Thesis Research) 0:6:3

전기전자공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아래 졸업연구를 

수행한다.

EE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의 관심 분야를 교수와 상의하여 연구주제로 선정하여 학생이 개별적인 연구를 담당교수의 지도아래 

수행한다.

EE496  세미나 (Seminar) 1:0:1

전기전자공학 분야 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연구 활동 및 방향에 대해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는다.

❒ 석․박사과정

EE505  전기공학실험 (Electronics Lab.) 1:6:3(6)

이 과목에서는 정  측정 방법과 오차 분석 방법을 배우고 전자 회로 설계를 통하여 공학적 감각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되먹임 증폭기, EPLD를 이용한 controller의 설계, 

DSP 보드를 이용한 신호처리 실험,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 RF 실험으로 이루어진 5개의 실

험을 하며 각 실험은 2~3주 정도 진행한다.

EE511  전산기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0:3(6)

컴퓨터 시스템의 구조와 동작원리 이해하고 첨단 프로세서에서 사용하는 성능 향상 방법과 정량적인 성능 

분석 기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파이프라인, super-scalar,  비순차 연산방법 등 성능향상 기법과  

메모리 계층 구조, cache 구조, Virtual Memory, Interrupt 처리 방식을 배우고 정량적으로 해석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또한 SIMD, Multi-threading 등 최근 중요 이슈를 소개하며, 가상적인 전산기에 대한 설

계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203, EE312)

EE512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0:3(6)

시스템 프로그래밍, 특히 운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process의 개념 및 관리, concurrency, 

memory 관리, file system의 구조 및 관리, 입출력, 분산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아울러 소규모 

운영체제 구현을 통하여 위 개념들을 익힌다.

EE516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Embedded Software)  1:6:3(6)

Embedded computer(ARM CPU)에서 embedded system programming방법을 강의한다. 사용하는 

embedded Linux를 사용하여 기본적인 Linux의 구조, 사용법, system call 구현 방법, process 관리방법, 

file system 구조 및 관리, Flash memory file system 구조 및 구현, Linux porting 방법, 새로운 device

를 위한 driver 작성 방법, Bootloader 이해 및 사용 방법등 embedded programming을 위한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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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강의하고 실험을 통하여 Embedded Software 능력을 배양한다. 

(선수과목 : EE209)

EE520  정보통신 네트워크 (Telecommunication Networks) 3:0:3(6)

이 과목에서는 각종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통신망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 통신망

인 LAN/MAN, 패킷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ATM망, 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반에 대

해서 알아본다.

EE521  랜덤프로세스 (Random Processes) 3:0:3(6)

통신 시스템에서 신호를 해석할 때와 같이 전자공학에서 두루 필요한 확률 기법을 다루는 기본과목

이다. 확률과 확률변수, 확률 벡터, 특성함수, 확률과정, 상관함수와 전력스펙트럼의 기초성질의 이

해와 응용을 다룬다.

EE522  고급통신시스템 (Advanced Communication Systems) 3:0:3(6)

본 강의는 이동통신시스템 물리계층 관련한 다음의 주제를 포함한다. : (1) 이동통신 채널 모델, 채

널 용량, (2) 다중반송파 시스템, 확장대역 시스템, (3) 다중안테나 시스템, 시공간 부호.

(선수과목 : EE421)

EE524  통신소프트웨어 설계 (Telecommunication Software Design) 3:1:3(6)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의 설계와 구현을 설명한다. 또한, UNIX 및 

윈도우 소켓을 사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며, SDR 기반의 단말 구조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 과목은 프로토콜 설계, 검증 및 최적화를 다룬다.

(선수과목 : EE527)

EE525  네트워킹 기법 및 응용 (Network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s) 1:6:3(6)

이 과목은 타이밍복구, 등화기, 음성코덱, 전기교환시스템, 라우터, 프로토콜 설계 및 검증,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Winsock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리눅스포팅, 리눅스라우팅, 네트워크 디바이스드라이버, 

CDMA 송수신 시스템, 망관리 등을 다룬다.

EE526  전화 및 인터넷 전화망 (Telephone and Internet Telephony Networks) 3:0:3(6)

이 과목은 전화망과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IP기반 차세대 망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과내용은 

전화망의 개요, 트래픽 이론, 교환기 제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교환망, 전송 시스템, 신호망, 지능

망, VoIP, IP 시그널링 프로토콜, 차세대 NGN 망의 성능평가 등을 포함한다.

EE527  데이터통신 (Data Communication) 3:0:3(6)

데이터 통신에 대한 대학원 기초 과목임. 전반부에서는 데이터통신 개요, 전송, 데이터 통신망, 후반

부에서는 인터넷 프로토콜, 서비스 및 무선 인터넷에 대하여 다룬다.

EE535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0:3(6)

여러 가지 영상신호 발생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처리와 분석, 이해

에 대해 배운다. 주제는 샘플링, 선형과 비선형 영상처리, 영상압축, 영상재구성, 영상분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E538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s) 3:0:3(6)

신경회로망의 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특히 신경회로망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학습과 일반

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신경회로망 모델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경회로망의 여러 가지 응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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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541  전자장이론 (Electromagnetic Theory) 3:0:3(6)

본 과목에서는 전자장 이론과 관련된 도파관 및 안테나 응용을 강의한다. 맥스웰 방정식의 기본 개

념부터 시작하여, 여러 전자기 현상의 해석에 맥스웰 방정식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강의한다.

EE542  마이크로파공학 (Microwave Engineering) 3:1:3(6)

현대 무선 통신 시스템의 마이크로파 및 RF  회로, 부품, 시스템의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고급 이

론을 강의한다. 또한 설계 및 시뮬레이션 실습을 통하여 실제 응용 설계 경험을 제공한다.

(선수과목 : EE204)

EE546  장 및 파동론 (Fields and Waves) 3:0:3(6)

도파로에서의 장과 전원, 결합모드 이론, 그리고 주기적인 구조와 비등방성 매질에서의 파동 현상에 

대해 다룬다. 더불어 그린 함수들과 파동의 복사와 산란에의 그 응용에 대해 논한다.

EE555  광전자공학 (Optical Electronics) 3:0:3(6)

등방성/비등방성 매질에서의 빛의 진행과 가우시안 빔, 물질과 빛 사이의 상호작용, 레이저 원리, 빛

의 변조와 스위칭, 그리고 비선형 광학 현상에 대해 다룬다.

EE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vices) 3:0:3(6)

이과목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적회로소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강

의한다. 양자 역학과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PN 접합 다이

오드, MOS 캐패시터, MOSFET, Bipolar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

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micron 단위 이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차

적인 현상 (Deep submicron secondary effect)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에 대

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3  디스플레이공학 (Display Engineering) 3:0:3(6)

본 강의에서는, 급변하는 전기전자공학 분야의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최신의 기술인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 기술 동향을 소개하고, 기초 이론 및 응용에 대해 살펴본다.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인 

LCD, PDP, OLED, FED 소자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고 그 응용에 대해 본 강좌에서 다룬다. 

EE564  집적회로프로세스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Process) 3:0:3(6)

집적회로 제조에 필수적인 미세패턴 형성, 실리콘 산화막의 성장, 불순물 확산, 이온 주입, 박막 형

성, 상호연결, 패키징, 종합공정 및 새로 등장한 마이크로머시닝 기술 등 집적회로의 제조 공정을 

다룬다.

EE565  공학자를 위한 현대물리 (Modern Physics for Engineers) 3:0:3(6)

공학자를 위하여 양자역학과 통계역학의 기본개념에 중점을 두어 강의한다. 양자 역학에서는 양자론

의 기원, Schroedinger equation, wavepacket, 전자원자, 섭동론, WKB 방법, 자연 및 유도 방출, 다전자원

자 등을 다루며, 통계역학에서는 통계역학의 필요성, Ensemble의 개념, Boltzmann 분포, Fermi-Dirac 분

포, Bose-Einstein 분포, Non-Equillibrium Statistics등을 다룬다.

EE566  MEMS 전자공학 (MEMS in EE Perspective) 3:0:3(6)

본 과목에서는 마이크로전기기계시스템(MEMS)에 대해 전자공학의 관점에서 설계, 제작, 응용에 이

르는 전 과정을 탐구한다. MEMS 설계를 위해 다양한 동작 원리, 반도체 설계 툴을 포함한 MEMS

용 CAD툴, 및 신호처리 회로들을 살펴보고, MEMS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반도체 공정과 마이

크로머시닝 기술들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MEMS의 중요 응용사례들인 마이크로센서들, 무선∙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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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 MEMS, 광학 MEMS, 및 바이오∙마이크로유체 MEMS 속에서 전자공학 측면에서의 중요한 사

안들을 살펴본다.

EE567  태양광발전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3:0:3(6)

태양광발전소자, 즉 태양전지(단결정 실리콘, 다결정 실리콘, 비정질 실리콘, 화합물계, 박막계, 차세

대 태양전지 등)와 태양광발전 시스템 전반에 걸친 내용을 소개하고 태양전지의 기초 이론, 다양한 

태양전지 소자 구조 및 특성, 기술 개발의 최신 동향 등에 관해 다룬다.

(선수과목 : EE302)

EE571  전자회로특론 (Advanced Electronic Circuits) 3:0:3(6)

본 강의는 능동소자 (BJT와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구현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분석방법을 소개한

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근사화와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

고 근사화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수과목 : EE206, EE301)

EE573  VLSI 시스템 개론 (Introduction to VLSI Systems) 3:0:3(6)

이 과목은 SoC(System-on-Chip)을 포함하여 VLSI 칩의 역할, 응용 및 설계와 검증에 관련된 여러 문

제를 다룬다. 추가적인 내용은 HW/SW 동시설계 및 동시검증, 완전주문형 설계, 재구성가능 시스템, 

저전력 시스템, 연결과 패키징 기술, 클록 분배, VDSM(Very Deep Submicron)문제 등이 있다. 학생들

은 이 과목의 주제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른 주제에 대하여 포스터 발표와 구두 발표의 기회를 갖

게 된다.

EE574  VLSI를 위한 CAD (Computer Aided Design of VLSI Circuits and Systems) 3:0:3(6)

VLSI 회로와 시스템 설계를 위한 설계방법론 및 CAD의 기초 개념과 알고리즘을 다룬다. 주요 내용

으로는 상위수준 합성과 로직 합성등을 포함한 자동 합성, 정적 시간 분석, 테스팅 및 테스팅을 고

려한 설계, 시스템 수준 설계 및 합성 등이다.

EE581  선형시스템 (Linear Systems) 3:0:3(6)

회로망, 공학시스템 또는 물리RP 등의 선형 모델에 대한 해석방법을 주로 다룬다. 상태변수 및 상

태방정식, 선형 동적 방정식, 임펄스 응답 행렬, 가 제어성 및 가 관측성, state feedback 및 state 

estimator, 안정도, irreducible realization, canonical decomposition, matrix fraction 과 polynomial 

description, 다변수 시스템의 개요등을 다룬다.

EE582  디지털 제어 (Digital Control) 3:1:3(6)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 및 시스템의 해석방법을 다룬다. Z변환 및 상태변수법에 의

한 여러 가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제어 및 적응제어 기법을 

학습하며, quantization effect 및 sample rate selection을 고려한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제어 알고

리즘의 설계문제를 과제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EE584  제어시스템 컴퓨터 설계 (Computer Aided Control System Design) 3:0:3(6)

선형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개념과 기법에 관해 고찰한다. 모든 설계 기법은 numerical example

과 MATLAB-SIMULINK software tool을 이용하여 구현하고 simulation을 통해 검증한다.

EE594  전력전자시스템 (Power Electronics Systems) 3:0:3(6)

본 과목에서는 Harmonic Analysis를 시작으로 하여, 각종 Converter(Buck, Boost, Buck-Boost)의 동작과 

Inverter의 Commutation(Voltage Source, Current Source) 및 Chopper의 동작원리와 운영에 관해서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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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612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시뮬레이션 (Discrete Event System Modeling and Simulation) 3:0:3(6)

본 과목은 통신네트웍, 생산시스템, 고수준 컴퓨터구조 등을 표현하는 이산사건 시스템의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의 전 과정을 다룬다. 다루는 내용은 시스템 분류, 이산사건 시스템 모델링 방법론, 시뮬

레이션 알고리즘, DEVS 형식론, Petri Nets, 통계적 모델 검증법, 시뮬레이션 출력 분석 등 이다.

EE621  부호이론 (Coding Theory) 3:0:3(6)

이 과목은 오류를 정정 혹은 검출하는 방법을 다루는 고급과정이다. Finite Field Theory를 다루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cyclic code, BCH code, Reed-Solomon code를 다룬다. 그리고 convolutional code, trellis coded 

modulation을 다룬 뒤 최근에 개발된 turbo code, LDPC code, space-time code, adaptive coding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521, EE522)

EE622  신호검파론 (Signal Detection Theory) 3:0:3(6)

이 과목은 주로 대학원 학생을 - 특히 박사과정 학생을 - 대상으로 하며, 신호검파의 통계학적인 기

본이론,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설 검정과 여러 기준, 알려진 신호 검

파, 이산 시간 신호 검파, 확률 신호 검파, 협대역 신호 검파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521)

EE623  정보이론 (Information Theory) 3:0:3(6)

이 과목은 정보통신의 기본 과제인 정보전달과 정보저장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공부한다. 정보량의 

개념과 정의, 정보원의 손상없이 짧게 표현할 수 있는 정보원 부호이론, 잡음이 존재하는 전송로에서 전송

부호 신뢰성 한계, 손상과 표현부호 길이와의 관계를 다룬다.

(선수과목 : EE521, CC511)

EE624  이동통신 시스템 (Mobile Communication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요와 휴대전화 시스템의 구조, 접속 기

술, 무선통신 전파, 페이딩, 안테나, 다이버시티, 링크 분석, CDMA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 물리 계

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트래픽 제어,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조와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EE627  통신망 성능분석 (Performance Analysis of Communication Networks) 3:0:3(6)

본 강좌에서는 고속 통신망의 설계 제어 모델링 및 성능 분석을 위한 최신 기법과 연구주제를 

ATM과 IP 기술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 네트워크 큐잉, 서비스 품질, 네트워크 

알고리듬 및 프로토콜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한다. 

EE628  영상통신시스템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3:0:3(6)

정지영상 및 동영상 신호의 효과적인 압축 부호화 기법과 영상 정보의 전송 및 저장을 위한 표준 기법

들의 원리를 공부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정보의 표현 방법, 표본화 및 양자화 기법, 

엔트로피 부호화, 예측 부호화, 변환 부호화, 부대역 부호화, 벡터 양자화, 이동보상 부호화, 분할기반 

부호화, 이진 영상 압축을 위한 표준기법, 정지영상 및 동영상의 압축을 위한 표준기법들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432)

EE631  고급디지털신호처리 (Advanced Digital Signal Processing) 3:0:3(6)

디지털 신호의 모델링, 필터구현, 최적 디지털필터의 설계, 최적신호추정, 신호전력추정, 적응필터의 기본 

알고리듬을 익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내용으로는 deterministic 신호와 확률신호의 모델링, FIR, IIR, Lattice 

필터구현, 최소자승오차와 평균자승오차 기준적용, 파라미터 추정 알고리듬, Wiener, Kalman 필터 설계, 비

모수 및 모수 전력추정, LMS및 RLS 적응 알고리듬이 포함된다.  

(선수과목 : EE432, EE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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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633  디지털 음성처리 (Digital Speech Processing) 3:0:3(6)

디지털 신호처리 기법들이 음성 통신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초반기에는 신호처리, 

음성의 특성 그리고 생성 과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고, 후반기에 이를 바탕으로 음성 부호

화, 음성인식, 음성 합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생들은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다.  

(선수과목 : EE202)

EE634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3:0:3(6)

Bayes 결정이론, 모수형 확률 도 함수 추정, 비모수형 확률 도 함수 추정 및 인식 기법, 특징 변

환 및 선정, 선형 판별 함수, Support Vector Machine, 다계층 신경회로망, 비관리형 학습법, 

Clustering 등 통계적 방법에 근거한 패턴 인식 기법들에 관하여 강의한다.

(선수과목 : EE521)

EE641  초고주파 집적회로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3:0:3(6)

이동통신을 비롯한 wireless 시스템에 필요한 초고주파 집적회로의 공통되고 핵심된 사항을 다룬다. 

Si 이나 화합물 반도체 소자 공정을 이용한 초고주파 집적회로들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단위회로, 회

로설계방법, 회로구조, 성능평가방법을 포함한다. 

(선수과목 : EE204, EE206)

EE652  광통신공학 (Optical Communication) 3:0:3(6)

본 과목은 광통신 기술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는 방법을 

강의하기 위한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먼저 통신망의 개요를 설명하고, 광섬유의 구조,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왜곡, 광수신기 설계, 광섬유 링크 설계, WDM 시스템 등을 강의한다. 

EE661  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3:0:3(6)

이 강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체, 반도체, 유전체등 고체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양자역학, 통계 및 열역학등 기초적인 물리학이론과 함께 강의하며, 특히, 양자우물, 양자

선, 양자점과 같은 나노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물리적 전기적 특성들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한 

소자들에 대해 다룬다.  

EE663  고주파전자소자 (High Frequency Electronic Devices) 3:0:3(6)

초고주파/초고속 집적회로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자소자들의 물리적 특성과 구조, 소자 동

작원리를 이해하고, 특성 모델링, 제작기법, 초고주파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에의 응용 등에 대하

여 공부한다. 

(선수과목 : EE461)

EE676  아날로그 집적회로 (Analog Integrated Circuits) 3:0:3(6)

기초적인 전자회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할 때 널리 쓰이는 기본 블록들 (광

대역 연산 증폭기, 비교기, 연속시간 아날로그 필터, 스위치-커패시터 필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등)에 대해서 CMOS 중심으로 다루는 고급과정이다. 

(선수과목 : EE571)

EE678  디지털 집적회로 (Digital Integrated Circuits) 3:0:3(6)

본 교과목을 통하여 고성능 CMOS 회로 설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맞춤형 설계 방법을 이

용한 데이터 패스 설계, 클럭킹, CMOS 로직 스타일 등에 대해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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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681  비선형제어 (Nonlinear Control) 3:0:3(6)

비선형 시스템의 해석과 비선형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제반 기법을 소개한다. 비선형 시스템의 

해석기법으로 Liapunov stability, singular perturbations, averaging method등을 다루고 비선형제어 기법으

로 feedback linearization, sliding mode control, backstepping, Liapunov redesign technique등을 논한다.

(선수과목 : EE581)

EE682  지능제어이론 (Intelligent Control Theory) 3:0:3(6)

지능제어 기법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제어기법 중에서 불확실성 처리와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fuzzy 제어기 및 신경회로망 학습제어기 설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fuzzy set 이론 및 fuzzy 논리를 이용한, fuzzy 제어기의 설계 방법 및 응용예를 다루고, ANN을 

Review한 후 이에 기반하여 dynamic 시스템 제어를 위한 ANN-기반 학습 제어 기법과 최적화를 위

한 유전자 알고리즘(GA)등을 포함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지능제어 기법들을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581)

EE683  로보트제어 (Robot Control) 3:0:3(6)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 동역학 및 제어 알고리즘의 설계방법을 다룬다. 특히, homogeneous 

transformations, kinematics equations, motion trajectory planning을 공부한 후 여러 가지 제어 방법을 다

루며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이의 유용성을 비교 학습한다.

EE686  최적화 이론 (Optimization Theory) 3:0:3(6)

일반적인 공학, 경제학, 경영학등에서 제기되는 각종 최적화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이러

한 문제들을 선형 벡터 공간과 함수해석을 통하여 기하학적인 개념과 원리로 접근하는 기법을 배우

며 유전자 알고리즘, 신경 회로망 등의 최신 최적화 기법도 다룬다. 그 내용은 선형계획법, 비선형

계획법, 동적계획법, 함수의 최적화, 최소자승 추정, 쌍대성 원리등이다. 

(선수과목 : EE581)

EE687  실시간 제어 (Real-Time Control) 3:0:3(6)

실시간 제어는 산업 자동화, 항공우주 및 의료기기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오늘날 전산학 

및 공학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고성능, 고신뢰도 및 주변 환경과

의 인터페이스라는, 실시간 제어의 세 가지 특성에 기반을 둔 여러 원리 및 기초 지식을 다루고 있다. 

EE726  통신망 최적화기법 (Optimization in Communication Networks) 3:0:3(6)

본 강좌에서는 최적화 문제를 풀기위한 병렬분산 알고리듬들을 분산 파워제어, 흐름제어, 라우팅과 

같은 다양한 통신 네트워크 알고리듬에 응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배운다. 특히, 비동기식 알고

리듬 모델을 주로 다룬다.

EE731  적응신호처리 (Adaptive Signal Processing) 3:0:3(6)

적응 신호처리의 기반기술 및 핵심기법을 소개한 후 응용분야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신호모델, 최적 

예측이론, Wiener 및 Kalman Filter, Eigen Filter, LMS/RLS 알고리즘 및 그들의 변형, 그리고 적응등

화, 적응 Beamforming, 간섭제거 등에의 응용을 고려한다.

(선수과목 : EE432, EE521)

EE733  다표본신호처리 (Multirate Signal Processing) 3:0:3(6)

표본주파수가 다른 다표본신호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실제 응용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구

체적으로는 표본감소, 표본확대, 다표본 필터뱅크의 이론과 설계방법, 웨이브릿 변환 등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의 응요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선수과목 : EE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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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735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법 (Computer Vision) 3:0:3(6)

본 과목에서는 광학 영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원

리와 응용을 다룬다. 구체적 주제는 (1) 영상 취득에 관한 기하학적 및 측광학적 모델, (2) 영상으로

부터 유용한 특징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3) 다중 영상 분석을 통해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4) 영상 분할 및 추적 등 중간 단계의 비전 기술 및 (5) 궁극적인 물체 인식 방법론의 다섯 부분으

로 구성된다.

(선수과목 : EE535)

EE737  영상시스템 (Imaging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는 몇 가지 의료영상시스템과 여러 영상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해 다룬다. 주제로는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X선 단층촬영기, 단광자 방출 단층촬영기, 양

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영상장치와 관련 후처리 기법들이다.

EE741  파동의 복사 및 회절이론 (Radiation and Diffraction of Waves) 3:0:3(6)

본 과목에서는 파동의 복사 및 회절 현상을 고전적인 그린함수, 모드함 등의 여러 가지 수식으로 

나타내어 설명하고, 수식에 포함된 적분 값을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대표적인 산란

체인 쐐기 유전체에 대한 회절 현상을 자세히 다룬다.  

EE742  전자파를 위한 광선법 (Ray Analysis for Electromagnetic Scattering Problems) 3:0:3(6)

전자파의 산란현상을 규명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광선법 (ray analysis)을 이용하여 해석한다. 광선법의 한 

가지 방법인 GTD (Geometrical Theory of Diffraction)를 소개하고, 이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산

란체에 의한 전자파 산란을 구한다.

EE745  EMI/EMC 설계 및 해석 (EMI/EMC Design and Analysis) 3:0:3(6)

본 교과과정에서는 EMI/EMC 설계 및 해석에 필요한 기본 원리를 강의하고 회로, 모듈, 시스템 수

준의 설계 실습을 통하여 실제 경험을 쌓는다. 

(선수과목 : EE204, EE206) 

EE757  비선형 광섬유 광학 (Nonlinear Fiber Optics) 3:0:3(6)

본 과목에서는 광비선형현상과 광섬유에서의 광신호 전파특성을 바탕으로 광섬유에서의 여러 가지 

광비선형현상들을 강의하고, 이러한 광비선형현상의 응용과 광통신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강의한

다.

EE762  고급 MOS 소자 물리 (Advanced MOS Device Physics) 3:0:3(6)

MOSFET 소자의 물리현상과 소자 소형화에 따른 효과를 도 있게 다룬다. 최근 나노소자 MOSFET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구조, 신물질을 이용한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를 하고, 구체적 응용 

사례로서, 다양한 메모리 소자를 다룬다. 또한 양자효과, 소자의 신뢰성, 모델링을 다룸으로써 차세

대 소자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1)

EE783  적응제어이론 (Adaptive Control Theory) 3:0:3(6)

미지의 시스템 매개변수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스템 동정화법을 다루고 이를 이용한 간접 적응제어

기 설계 및 시스템 동정화 없이 직접 적응제어기 설계를 연속시간 및 이산시간대에서 한다. 시스템

의 비모델 동특성과 불확실성을 고려한 강인 적응제어 및 비선형 시스템에 대한 적응제어기법을 다

룬다.  

(선수과목 : EE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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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784  관리제어이론 (Supervisory Control Theory) 3:0:3(6)

본 과목에서는 이산 사건 시스템의 계통 이론적 해석과 제어를 위해 controllability와 observability를 

소개하고 요구된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관리 제어기의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한다. 또한 

uncontrollable, unobservable한 경우 관리 제어기의 구현과 설계 방법을 논한다.

EE785  강인제어이론 (Robust Control Theory) 3:0:3(6)

물리적인 시스템의 모델링은 실제 시스템의 근사화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또한 프랜트는 모델 피라

미터의 변화와 외란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모델링 오차, 파라미터의 변화 및 외란의 영향에도 

강인한 다변수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선수과목 : EE581, EE681)

EE786  최적제어이론 (Optimal Control Theory) 3:0:3(6)

최대원칙의(maximum principle)의 유도, 최적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대해 공부한다. 최소시간, 최소연

료, 최소에너지시스템의 설계방법과 계산방법을 다루고, dynamic progrmming, discrete maximum 

principle과 응용 등을 학습한다. 또한 optimal control의 advanced topic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581)

EE788  로보트 인지 및 계획 (Robot Cognition and Planning) 3:0:3(6)

로보트 인지는 다른 AI와는 달리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입력센서의 해석 

및 판단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처리 방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higher level program 

solving 방법을 다루며 응용으로서 task planning, scheduling 및 navigation planning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682, EE683)

EE789  시스템모델링 및 동정화 (System Modeling and Identification) 3:0:3(6)

이 과목에서는 자연이나 사회 현상을 입출력을 가진 동적인 시스템으로 수학적 모델링을 하고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기법을 다룬다. 주된 내용은 시스템과 모델, 파라미터 추정기법, 비선형 

모델링, 수렴성과 일관성, 재귀적 추정기법, 실험 설계, 동정화 판정기준, 모델 유용성, 기타 

Cumulants, Cyclostationarity 등 최신 동정화 기법의 고등 논제를 다룬다.  

(선수과목 : MA250)

EE791  전력변환회로 및 시스템 (Power Conversion Circuits and Systems) 3:0:3(6)

전력 컨버터 분야에서 DC/DC 컨버터, 고주파 변압기, 인덕터, Magnetic Amplifier, Snubber, Resonant 

Converters, Feedback Stabilization 및 역률개선회로에 동작원리, 해석, 모델링 및 설계에 대한 기본 기

술을 습득한다. 

(선수과목 : EE391, EE594)

EE792  전동기 고급이론 및 설계 (Advanced Theory and Design of Electric Machine) 3:0:3(6)

Brushless DC Machine 이론과 설계방법을 유도하고 연구하는 과목으로서 Machine의 권선법과 종류, 

공극 자속 분포, 자기회로 해석, 손실 분석, 정수 계산, 고조파 해석, 온도 상승효과 등을 연구한다. 

영구자석의 특성 및 누설자속 계산을 취급하며 영구자석의 기자력 분포, 전기자 반작용 영향 등 

Machine의 해석이론과 설계이론을 다루고 Machine의 성능분석을 행한다.  

(선수과목 : EE594)

EE807  전기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Electrical Engineering) 3:0:3(6)

전기공학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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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817  컴퓨터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Computer Engineering) 3:0:3(6)

컴퓨터공학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E827  통신특강 (Special Topics in Communication) 3:0:3(6)

통신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현재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E837  신호처리특강 (Special Topics in Signal Processing) 3:0:3(6)

신호처리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현재의 흐름을 파악 할 수 있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EE838  영상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Image Engineering) 3:0:3(6)

최근 연구가 활성화 되고있는 영상 관련 알고리즘, 영상시스템들중 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룬다.

(선수과목 : EE432, EE535)

EE847  전자기특강 (Special Topics in Electromagnetics) 3:0:3(6)

본 과목은 정규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기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강의하기 위한 것이다.  

EE857  광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Optical Engineering) 3:0:3(6)

본 과목은 정규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광공학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강의하기 위한 것이다.  

EE867  물리전자특강 (Special Topics in Physical Electronics) 3:0:3(6)

물리전자공학에서의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를 깊이있게 다룬다.

EE868  고체물리특강 (Special Topics in Solid-State Physics) 3:0:3(6)

고체물리학에서의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를 깊이있게 다룬다.

EE877  집적회로특강 (Special Topics in Integrated Circuits) 3:0:3(6)

집적회로분야의 최근 동향 및 연구분야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EE878  VLSI 특강 (Special Topics in VLSI) 3:0:3(6)

최신의 VLSI 시스템의 설계와 관련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룬다.

EE887  로보트 특강 (Special Topics in Robotics) 3:0:3(6)

로보틱스 분야의 최신 주제를 깊이있게 다룬다.

EE888  제어이론특강 (Special Topics in Control Theory) 3:0:3(6)

제어공학자에게 필수적인 최적 파라미터 추정과 제어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그 내용은 최소 분산 

비편이 추정, Cramer-Rao 한계, 최대 가망성 추정, 재귀적 최소 자승, Wiener Filtering, Kalman 

Filtering, 적응제어 등이다. 적용 예는 관성항법장치, 항행 및 유도 Filtering, Global Positioning System

이다.

EE897  전력전자특강 (Special Topics in Power Electronics) 3:0:3(6)

전력전자분야의 특징 topic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다.

EE898  지능정보처리특강 (Special Topics in Intelligent information Processing) 3:0:3(6)

지능과 정보에 대하여 알아본다. 정보를 처리하는 최신의 지능 시스템 구현 기술에 대하여 설명한

다. 지능 시스템을 정보의 흐름과 상관하여 디자인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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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EE966  세미나(석사) (M.S. Seminar) 1:0:1

전기전자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연구활동 및 방향에 대해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를 듣는다.

EE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EE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

전기전자공학 분야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연구활동 및 방향에 대해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

를 듣는다.

EE990  연구논문작성법 (Technical Writing) 1:0:1(2)

이 과목에서는 좋은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필수요소들을 가르친다. 그 요소들은 대학원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좋은 연구를 하는 법, 메모하는 법, 기술적인 글 쓰는 법, 사례조사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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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공학프로그램

홈페이지 : kepsi.kaist.ac.kr

사무실 : 042-869-8584

1. 개  요

  반도체공학프로그램은 ‘반도체 고급인력 양성 프로그램(KAIST Educational Program for 

Semiconductor Industry)’으로서, 1996년부터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과(전기및전자공학분야) 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고도의 학제적 지식과 기술을 갖

추고, 21세기 세계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비학생 정원과 별

도로 해당 기업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특수 학위과정을 개설하였다.

                                                                                             

2. 학위과정 소개

  ❐ 학위 : 전자전산학과(전기및전자공학전공) 공학석사 및 공학박사

  ❐ 교육 및 연구분야: VLSI 회로설계, 차세대 반도체 설계 및 소자 중심.

  ❐ 교육과정 : 석․박사 모두 한국과학기술원 전자전산학과(전기및전자공학분야) 전일제 교과과정

으로 설치 운영한다.

  ❐ 교육비 부담: 모든 직간접 교육 및 연구경비는 참여기업이 KAIST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루

어 진다.

  ❐ 특전 및 의무

     - 과학기술원 장학생으로서의 특전과 의무가 있음

     - 해당 기업체 장학생으로서의 대우와 의무가 있음.

                                                                   

3. 교과목 이수 요건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의 교과목 이수요건과 동일함.

                                                                   

4. 교과목 일람표

  일반적으로 전기및전자공학전공에서 개설하는  모든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특

성상 다음 과목 수강을 추천하고 있음.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KEPSI

필수과목

지정예정)

EE561 35.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3:0:3(6) 봄

EE564 35.564 집적회로프로세스 3:0:3(6) 가을

EE762 35.762 고급MOS소자물리 3:0:3(6) 가을

(KEPSI

권장과목

지정예정)

EE565 35.565 공학자를 위한 현대물리 3:0:3(6) 봄

EE571 35.571 전자회로특론 3:0:3(6) 봄

EE573 35.573 VLSI시스템개론 3:0:3(6) 봄

EE676 35.676 아날로그집적회로 3:0:3(6) 가을

EE678 35.678 디지탈집적회로 3:0:3(6)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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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학전공

학과홈페이지 : cs.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502-5

1. 개  요

   컴퓨터는 현대 첨단 과학기술 및 산업발달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컴퓨터 기술의 비약

적 발전에 따라 컴퓨터의 응용분야도 가정, 공장, 은행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되어 우수한 전산고급인

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여 본 전공은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고 실

제 현장에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전공은 국내 최초로 설립된 대학원 과정의 전산학전공으로서 현재 국내 최고수준의 학사, 석

사, 박사과정을 갖춘 세계수준의 전산학전공임을 자부하고 있다. 본 전공에서는 전산학의 이론과 응

용을 강조하여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실험실습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전산

학은 급속히 발전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연구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여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

도록 학생들이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본 전공은 1972년 설립이

래 1,073명의 학사, 1,436명의 석사, 448명의 박사를 배출하여 우리나라 전산분야의 중추적인 인력을 

공급해 왔다.

  본 전공에는 첨단정보기술연구센터(AITRC), 모바일미디어연구센터(MMRC), 시맨틱웹연구센터

(SWRC), 국방소프트웨어설계특화센터(DSRC), 소프트웨어프로세서개선센터(SPIC), 충무 IT연구센터

(CMRC), 시스템보안연구센터(SSRC), 융합형보안기술연구센터(CFTS)가 있다. 연구조직들은 KAIST 

전산학전공과 더불어 전국의 대학과 연구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명대학 및 연

구소와 공동연구를 하고 있다.

  본 전산학전공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설계 및 제작, 응용 등을 포함한 컴

퓨터과학 전반을 교육한다. 그리고 각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수많

은 첨단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어, 국책과제를 비롯한 정부 출연과제와 많은 산․학․협동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21세기에는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컴퓨터 과학 분

야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 졸업후 활동상황

     학사과정 졸업생들은 석사과정에 진학하거나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으며, 석사 졸업생들은 국내외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기업체와 연구기관에 중견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

다. 졸업생의 창업이 활발하여 핸디소프트, 새롬기술, 퓨쳐시스템, 나다텔 등의 벤처기업을 창업운영

하고 있다. 448명의 박사 졸업생들은 대학교,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취업하여 전산학의 첨단연구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본 학사과정에서는 전산학 전반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이론과 원리의 습득, 이의 응용 및 확장, 

그리고 각종 응용연구 분야에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특별히 

전산학분야의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이를 공학적인 관점에서 설계 및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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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교과목은 단계별로 체계적인 수학이 될 수 있도록 개론 과목, 기초핵심 과목, 기본응용 과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론 과목들로는 전산학 개론, 문제해결 기법, 이산구조, 데이타 구조, 디지

탈시스템 및 실험, 시스템 프로그래밍 등이 있으며, 기초핵심 과목으로는 알고리즘, 마이크로프로세

서 및 실험, 전산기조직, 프로그래밍 언어,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운영체제 및 실험, 데이타베이스 

개론, 심볼릭 프로그래밍 등이 있다. 기본응용 과목은 전산논리학 개론, VLSI 설계개론, 컴파일러설

계, 계산이론, 데이타통신, 전산망개론,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소프트웨어공학 개론, 인공지능 개론,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등이다. 그리고 다양한 새로운 주제들을 위해 전산학 특강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이론과 응용을 익힌 학생들은 국내의 각종 컴퓨터 관련 경시대회를 석권하여 그 실

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석사과정에 진학하거나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다.

❐ 석․박사과정

  1973년 최초로 석사과정 학생모집을 시작한 본 전공은 1975년 8월 6명의 석사를 최초로 배출하였

고, 1975년 9월 박사과정이 개설된 후 1979년 최초로 전산학 박사를 배출하였다. 2007년 2월 현재 

전산학전공에서는 448명의 전산학 박사와 1,436명의 전산학 석사를 배출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에 취업시킴으로써 국내 첨단기술 배양에 기여한 바가 크다.

  본 전공의 석․박사과정에서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고급기술인력의 배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는 고급 이론을 기반으로 실습을 강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기초교과목은 이론분야, 시스

템분야, 소프트웨어 분야 등 세 분야로 대별되며, 각 분야에서 하나 이상의 필수 교과목을 이수한 

후 각자의 전공분야에 따라 관련분야의 기초 및 고급교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전산학은 빠

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전산학전공의 교과목 운영도 교과목 내용의 변경 뿐만 아니라 새로

운 기술에 맞는 과목의 신설 등 학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본 전공의 

교과목 운영에 있어서도 인공지능, 분산 및 병렬처리, 차세대 컴퓨터의 개념, 소프트웨어의 이식체

제, VLSI와 컴퓨터구조, 멀티미디어, 퍼지이론,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등 최근 첨단기술에 관

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그 운영이 유연하여 지도교수와 함께 각자 자신의 연구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우수한 석․박
사 논문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내외 유수한 논문지나 학술대회에 발표하고 있다. 

3. 학술 및 연구활동

  전산학전공은 활발한 연구활동을 전개하여 2006년도에 국외논문 63편을 포함한 84편의 논문을 게

재하였으며 총 101억원의 수탁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전공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 컴퓨터 이론 분야

     컴퓨터 이론 분야는 모든 전산학 분야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과 분석의 틀을 제공하는 기본적

이고 중요한 분야이다. 이 분야에서는 계산복잡도(computational complexity) 이론에 기반하여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연구, 개발한다. 구체적인 연구방향을 살펴보면, 다양한 현실세계를 그래프로 표

현하여 중요한 성질을 파악하는 그래프 이론에 대한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병렬(parallel)/

랜덤(random)/근사(approximation) 알고리즘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표

현을 연구하는 그래프 드로잉, 그래프끼리의 상호 관련성을 연구하는 그래프 임베딩(embedding), 

기하학적인 자료를 처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산기하학(computational geometry) 알고리즘과 그의 

응용들(병렬처리, VLSI, Graphics, Robotics 등), 그리고 병렬 컴퓨터에서의 스케쥴링 알고리즘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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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아키텍춰 분야

     컴퓨터 아키텍춰 분야에서는 컴퓨터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여러개의 processor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하는 고성능 병렬처리 컴퓨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Parallel Processing 분야, 최신의 고성능 CPU들이 채용하고 있

는 superscalar architecture 등 CPU의 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Realtime System분야, 

multimedia를 지원하는 운영체제, Scalabe OS 등 운영체제와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다루는 

Operating System 분야,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을 위한 ATM switch 구조 mobile computing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Data Communication 분야 등이 있다. 최근에는 클러스터 컴퓨팅 및 

Grid 컴퓨팅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는 바람직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언어의 기능을 분석

하고, 설계하며, 그 제반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구조와 의미구조에 대한 기반 연구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한 프로그래밍 언어 시스

템의 최적화 구현 기술을 연구한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프로그램의 문법구조를 효과적으로 검

증하는 기술, 프로그램의 실행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 다양한 파라다임의 언어(값 중심의 언

어 applicative language, 기계중심의 언어 imperative language, 넷트웍 중심의 언어 mobile language, 

논리식 중심의 언어 logic language, 물건중심의 언어 object-oriented language, 함수중심의 언어 

functional language 등)에 특화된 이론과 구현기술, 멀티미디어 저작용 언어와 같이 특정 응용을 

위한 언어 시스템 기술, 전지구적 넷트웍 컴퓨팅 환경에 필요한 스마트 코드의 생성기술 등을 활

발히 연구하고 있다.

❐ 네트워크 분야

     네트워크 분야는 정보산업 시대의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부구조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분야에서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괄하는 Internetworking, 다자간 통신을 위한 Multicasting

과 Group communication 등을 요구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입증하고 요구사항들을 찾기 위한 방법

으로 인터넷 캐슁과 멀티미디어 화상회의 등에 대한 실험들을 병행한다.

❐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

     소프트웨어기술은 정보화시대의 핵심기술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소프트웨어가 우리 

생활의 거의 모든 활동에 쓰이고 있으며 때로는 원전 또는 민간항공기등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시

스템들의 제어에 쓰이는 현실이다. 소프트웨어공학은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면 체계적

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고, 품질을 검증할 수 있으며, 유지 및 보수해 나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특히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시스템에 적합한 개발방법 및 품질보증 기법에 관

한 연구를 비롯하여 분산 및 병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객체지향 기술, 컴퓨터 보안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한다.

❐ 데이타베이스 분야

     데이타베이스 분야는 정보산업시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 분야 중 하나이다. 대용량 데이타

의 관리 및 처리를 지원하는 고성능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멀티미디어 정

보시스템 및 분산 정보시스템 등을 연구한다. 객체관계형 데이타베이스, 검색엔진, 이동 무선 정

보시스템, 준구조적 문서 데이타베이스, 지리 정보 시스템, 지식 탐사 및 발견, 분산 트랜잭션 처

리 등도 주요한 연구 분야이다.  Web 데이타 접근 등 인터넷에서의 데이타베이스 응용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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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분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컴퓨터와 기계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한다. 사람의 감각기관의 시각, 청각을 컴퓨터에 구현하기 위한 문자인식, 음성인식, 영상처리, 컴

퓨터 비젼 등의 연구와 복잡한 환경에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움직이는 지능형 로봇 개

발 및 퍼지제어와 적응제어에 대한 연구, 그리고 가상 현실이나 제스추어를 통하여 사람과 기계 

사이의 더 편리한 상호작용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 자연언어 처리 분야

     이 분야에서는 정보 표현의 주요 매체인 인간의 언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언어 현상을 규명하

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언어 정보 처리 능력을 컴퓨터를 이용해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구체적인 연구 분야로는 자연언어의 형태소 해석, 구문 분석, 의미 해석 등과 자동 기

계 번역, 정보 요약, 분류, 검색 등이 있다. 특히 한글과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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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

   라. 전공과목(총 43학점 이상)

       ◦ 전공필수 : 22학점

       이산구조, 데이타구조, 알고리즘, 전산기조직, 프로그래밍 언어, 운영체제 및 실험, 전산학 

프로젝트(단, 이산구조(CS204)는 이산수학(MAS260)으로 전산기조직(CS311)은 컴퓨터구조

개론(EE312)으로 대체 가능함.)

       ◦ 전공선택 : 21학점 이상

          개별연구는 전공선택으로 4학점까지만 인정함.

   마. 자유선택 : 자유선택으로 취득하는 학점 중 수리과학과에서 개설하는 선형대수학개론(MAS109), 

응용미분방정식(MAS201), 확률 및 통계(MAS250), 논리 및 집합(MAS270), 현대대수학

Ⅰ(MAS311), 상미분방정식과 동역학계(MAS343), 수치해석학개론(MAS365) 중 2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기존의 MA201, MA250, MA365 과목에 각각 대응되는 AM331, AM250, AM321 과  

   목을 중복하여 수강했을 경우 그 중 한 과목만 인정함. 

   바. 연구과목 : 3학점 이상

       ◦ 졸업연구 3학점은 반드시 이수

       ◦ 세미나는 연구학점으로 인정

    사. 영어 이수요건 :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복수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필수과목 22학점을 포함하여 당 학과 전공과

목 중 4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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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신청학과의 졸업연구 등 연구과목이수 제외)

   ※ 부전공 이수요건 : 당 학과의 전공필수과목 15학점을 포함하여 당 학과 전공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주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

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중 택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21학점 이상

       - 필수선택(9학점) : 다음 3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씩 선택 이수

         ◦ Theory :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이론

         ◦ Software :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타베이스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설계(데이타베이스시스템과 데이타베이스설계의 학점인정은 한과목에 한함), 

인공지능

          ※ ‘인공지능’ 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Computer Systems :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아키텍춰

       - 일반선택(12학점 이상) : 이 중 9학점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12학점 이내(세미나 2학점 포함)

   바. 기    타 : 학사과정 재학중 이수한 500단위 상호인정과목은 9학점까지만 인정함.

  2)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이상

        -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중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0학점 이상

       - 필수선택(9학점) : 다음 3분야에서 각각 1과목 이상씩 선택 이수

         ◦ Theory :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이론

         ◦ Software :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타베이스시스템, 데이타베이스 

설계(데이타베이스시스템과 데이타베이스설계의 학점인정은 한과목에 한함), 

인공지능

          ※ ‘인공지능’ 과목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Computer Systems :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네트워크 아키텍춰

       - 일반선택(21학점 이상) : 이 중 9학점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학점 이상 (개별연구, 세미나 2학점포함)

   바. 기   타 : 학사과정 재학중 이수한 500단위 상호 인정과목은 9학점까지만 인정함.

   사. 총 평점 3.0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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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    택 : 39학점 이상

       - 필수선택(9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 일반선택(30학점 이상) : 이 중 15학점은 당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세미나 4학점 포함)

   바. 기    타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①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다만,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학

사요람의 이수요건을 적용하되, 자유선택(지정필수과목)은 본 이수요건을 적용함.

      ② 본 이수요건 중 연구과목(졸업연구, 세미나)의 연구학점 인정은 200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

용하며,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에 대해서는 종전 이수요건(전공학점인정)에 따라 적용

      ③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에게는 타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중 다음 과목은 전공선택 과목으

로 인정함.

          - 전자회로 I, 전자회로II, 회로이론, 현대대수학 I, 현대대수학 II, 수치해석학개론, 전산수

치해석학, 경영정보시스템, OR I, OR II, 컴퓨터 시뮬레이션

      ④ 응용수학 II를 이수한 경우, '94학년도 입학생에서 '98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자유선택과목

(지정필수과목)으로 인정하고, '9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과학기초선택과목으로 인정함.

      ⑤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응용수학 I은 응용미분방정식으로, 응용수학 II는 응용해석

학으로 각각 대체 인정함.

      ⑥ 전공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지정

         ㅇ교과목 변경에 따른 대체과목

           -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실험 →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ㅇ교과목 폐기에 따른 대체과목

           - 시뮬레이션 → 컴퓨터 시뮬레이션(IE363) (2001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전공선택으로 인  

    정)

   나. 석사과정 : 

      ① '9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그래프이론을 전공필수(이론분야)로 인정함.

      ② 2001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정보통신 학제전공 TE628 인터넷 서버를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다. 박사과정 : 석사과정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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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전공필수

CS204 36.204 이산구조 3:0:3(8) 과교수 봄․가을 *MAS260

CS206 36.206 데이타구조 3:0:3(6) 과교수 봄․가을

CS300 36.300 알고리즘 3:0:3(8) 과교수 가을

CS311 36.311 전산기 조직 3:0:3(3) 과교수 봄 *EE312

CS320 36.320 프로그래밍 언어 3:0:3(3) 과교수 봄

CS330 36.330 운영체제 및 실험 3:3:4(12) 과교수 가을

CS408 36.408 전산학 프로젝트 1:6:3 과교수 봄

전공선택

CS200 36.200 전산학 개론 3:1:3(3) 과교수 봄

CS202 36.202 문제해결기법 2:3:3(15) 과교수 가을

CS211 36.211 디지탈시스템 및 실험 3:3:4(10) 과교수 봄

CS220 36.220 프로그래밍의 이해 3:0:3(6) 한환수,최광무,한태숙  봄 혹은 가을

CS230 36.230 시스템프로그래밍 3:0:3(4) 이준원,송준화,김진수 봄․가을

CS310 36.310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3:3:4(10) 윤현수, 맹승렬 가을

CS322 36.322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3:0:3(6) 최광무,한환수,한태숙 가을

CS350 36.350 소프트웨어 공학 개론 3:0:3(2) 권용래,배두환,차성덕 봄

CS360 36.360 데이타베이스 개론 3:0:3(8)
황규영,김명호,이윤준,

정진완
봄․가을

CS362 36.362 화일구조론 2:3:3(3) 과교수 가을

CS370 36.370 심볼릭 프로그래밍 2:3:3(6) 박종철 봄

CS402 36.402 전산논리학 개론 3:0:3(6) 최기선 봄 혹은 가을

CS410 36.410 VLSI설계개론 3:0:3(4) 황규영 봄 혹은 가을

CS420 36.420 컴파일러 설계 3:0:3(6) 한태숙,한환수,최광무 봄

CS422 36.422 계산이론 3:0:3(8)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440 36.440 데이타 통신 3:0:3(6) 전길남,윤현수 봄

CS441 36.441 전산망 개론 3:0:3(9) 전길남,염익준,문수복 봄 혹은 가을

CS455 36.455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2:3:3(4) 권용래,배두환,차성덕 가을

CS470 36.470 인공지능개론 3:0:3(8) 김진형, 양현승 봄

CS480 36.480 컴퓨터그래픽스개론 3:3:4(6) 신성용, 최성희 봄

CS489 36.489 컴퓨터 윤리와 사회문제 3:0:3(2) 김진형 가을

CS492 36.492 전산학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연    구

CS490 36.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봄․가을

CS495 36.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봄․가을

CS496 36.496 세미나 0:2:1 과교수 봄․가을

     ※ ＊는 대체과목임.

        400단위 교과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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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10 36.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36.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36.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36.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36.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36.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3) 가을

필수선택

CS500 36.500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3:0:3(6) 좌경룡, 최성희 봄 **

CS510 36.510 컴퓨터 구조 3:0:3(6) 조정완, 맹승렬 봄 **

CS520 36.520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3:0:3(6)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가을 **

CS522 36.522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이론 3:0:3(6)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봄 **

CS530 36.530 운영체제 3:0:3(6) 김길창, 이준원, 김진수 봄 혹은 가을 **

CS540 36.540 네트워크 아키텍춰 3:0:3(9) 전길남, 염익준, 문수복 봄 혹은 가을 **

CS550 36.550 소프트웨어공학 3:0:3(4) 권용래, 차성덕, 배두환, 김문주 봄 **

CS560 36.560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3:0:3(6) 이윤준, 황규영, 김명호, 정진완 봄 **

CS562 36.562 데이타베이스 설계 3:0:3(6) 이윤준, 김명호, 황규영, 정진완 가을 **

CS570 36.570 인공지능 3:0:3(6) 김진형, 양현승, 김기응 봄 혹은 가을 **

일반선택

CS504 36.504 계산기하학 3:0:3(8) Otfried Cheong, 최성희 봄 **

CS542 36.542 인터넷 시스템 기술 3:0:3(9) 송준화, 김진수 가을 **

CS544 36.544 정보보안 3:0:3(6) 윤현수 봄 **

CS574 36.574 자연언어 처리I 3:0:3(6) 김길창, 최기선, 박종철 가을 **

CS576 36.576 컴퓨터 비젼 3:0:3(8) 양현승 봄 혹은 가을 **

CS579 36.579 계산언어학 3:0:3(6) 최기선 봄 **

CS580 36.580 컴퓨터그래픽스 2:3:3(10) 신성용 봄 **

CS590 36.590 시맨틱웹 3:0:3(6) 최기선, 정진완 봄 혹은 가을 **

CS600 36.600 그래프 이론 3:0:3(6) 좌경룡 가을

CS610 36.610 병렬처리 3:0:3(8) 맹승렬, 윤현수, 이준원 봄 *EE611

CS620 36.620 컴파일러 구성 이론 3:0:3(2)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가을

CS642 36.642 분산처리체계 3:0:3(3) 전길남, 김진수 봄

CS644 36.644 고급 전산망 구조 3:0:3(6) 전길남, 문수복 가을

CS650 36.650 고급소프트웨어 공학 3:0:3(6) 권용래, 배두환, 차성덕, 김문주 가을

CS655 36.655 시스템모델링 및 분석 3:0:3(6) 배두환 봄 *EE612

CS660 36.660 정보축적 및 검색 3:0:3(6) 최기선, 이윤준 봄

CS662 36.662 분산 데이타베이스 3:0:3(6) 김명호, 황규영, 이윤준, 정진완 봄

❐ 석․박사과정

     ※ **표시는 500단위 교과과목으로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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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일반선택

CS664 36.664 고급데이타베이스시스템 3:0:3(6) 황규영, 이윤준, 김명호, 정진완 가을

CS670 36.670 퍼지 및 지능시스템 3:0:3(6) 과교수 봄

CS674 36.674 자연언어 처리II 3:0:3(6) 최기선 가을

CS676 36.676 패턴인식 3:0:3(3) 오영환 가을 *EE634

CS678 36.678 지능형 로보틱스 3:0:3(6) 양현승 봄 혹은 가을

CS682 36.682 디지털 서사학 3:0:3(3) 최기선 봄

CS684 36.684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3:0:3(5) 과교수 가을 

CS700 36.700 계산이론 특강 3:0:3(8)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10 36.710 컴퓨터구조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12 36.712 병렬처리 특강 3:0:3(6) 과교수 가을

CS720 36.720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 3:0:3(2)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30 36.730 운영체제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44 36.744 시스템 아키텍춰 특강 3:0:3(9)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50 36.750 소프트웨어공학 특강 2:3: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60 36.760 데이타베이스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70 36.770 컴퓨터비젼 특강 3:0:3(8)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72 36.772 자연언어 처리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74 36.774 인공지능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76 36.776 인지과학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80 36.780 컴퓨터 그래픽스 특강 2:3:3(10)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88 36.788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특강 3:0: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CS790 36.790 전산학 논문 작성법 2:3:3(6) 과교수 봄 혹은 가을

연    구

CS960 36.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봄․가을

CS965 36.965 개별연구 과교수 봄․가을

CS966 36.966 세미나(석사) 1:0:1 과교수 봄․가을

CS980 36.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봄․가을

CS986 36.986 세미나(박사) 1:0:1 과교수 봄․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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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CS200  전산학 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 3:1:3(3)

컴퓨터 시스템의 기본구조를 익히고, 전산과학에 관련된 폭 넓은 기초지식 및 개념을 얻는데 이 과

목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운영체제, 알고리즘,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공학, 자료구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 관해 해당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의 개념과 전문용어를 소개하여 전산과학전체

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얻도록 한다.

CS202  문제해결기법 (Problem Solving) 2:3:3(15)

이 과목은 문제해결 및 알고리즘의 개발 방법을 소개하고 프로그래밍 기법을 다룬다. 이를 위해 배

열, 스텍, 큐 등의 기본적인 데이터구조 개념과 순환, 탐색 및 정렬 알고리즘 등을 다룬다. 좋은 프

로그램의 구성을 위한 계획, 코딩, 디버깅, 그리고 문서화하는 법을 다양한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하

여 습득한다.

CS204  이산구조 (Discrete Mathematics) 3:0:3(8)

집합이론, 관계, 순열과 조합의 개념과 그 응용 전개함수, 재발관계, 유한 이산구조의 존재와 나열, 

Propositional and predicate logic 등 알고리즘의 설계와 분석 그리고 컴퓨터 전반에 걸쳐 필요한 추상

적인 개념을 다룬다.

CS206  데이타구조 (Data Structure) 3:0:3(6)

추상적 데이타 형의 개념과 배열, 큐, 스텍, 트리, 그래프 등 데이타 구조의 여러 가지 구현방법 및 

storage 관리기법을 습득한다. 또한 여러 가지 탐색, 정렬 알고리즘을 배운다. 

CS211  디지탈시스템 및 실험 (Digital System and Lab.) 3:3:4(10)

이 과목의 목적은 컴퓨터 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디지탈 논리를 익히는데 있

으며, 아울러 앞으로 많이 요구될 인터페이스 구성능력과 나아가 컴퓨터 설계에 있어서의 기초를 습득

하는데 있다. 교육내용은 진법, 부울대수, 순차논리에 이어 레지스터 전송논리를 배우고, VHDL 및 

FPGA를 사용하여 실습한다.

CS220  프로그래밍의 이해 (Programming Principles) 3:0:3(6)

학생들이 적절한 프로그래밍 문제와 실습을 통해서 프로그램 작성의 기본원리와 이론, 프로그래밍 스

타일의 구성요소와 그 미학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대형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드러내는 복잡성을 손

쉽게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래밍 기술을 익히게 된다. 더군다나, 프로그램이 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도구

라는 제한된 시각에서 벗어나 기계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도구라는 시각을 갖추도록 보정해 준다.

CS230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0:3(4)

시스템 프로그램의 두가지 관점인 기계중심의 관점과 산술중심의 관점을 균형있게 익힌다. 기계중

심의 관점에서는 명령어 아키텍쳐의 이해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운영체제의 원리와 실습 등을 다

룬다. 산술중심의 관점에서는 고급의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 기법들을 중심으로, 데이터와 함수, 

반복과 재귀, 함수와 데이터를 이용한 프로그램의 요약, 모듈 프로그래밍 등을 익힌다.

CS300  알고리즘 (Algorithms) 3:0:3(8)

알고리즘의 시간 및 공간 복잡도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기본적인 기법을 습득

하며 정렬, 탐색, 그래프 순방, 문자열 정합, 동적프로그래밍 및 함수와 배열계산을 통하여 이 기법

을 익힌다. NP 완전문제와 병렬 알고리즘의 기본 개념을 다룬다.  (선수과목 : CS204, C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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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310  내장형 컴퓨터 시스템 (Embedded computer systems) 3:3:4(10)

최근 들어 가전제품을 비롯한 많은 전자제품에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이용한 임베디드시스템이 급

격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기능 또한 매우 복잡 해 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이런 임베디드 

시스템의 특성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요소에 대해 배우고, 실험을 통해 시스템 구현을 습득한

다. (선수과목 : CS211)

CS311  전산기 조직 (Computer Organization) 3:0:3(3)

이 교과목의 목적은 기본적인 전자계산기의 구성과 설계에 대한 개념과 기법을 소개하고, 데이타의 

표시방법, 레지스터 전송과 마이크로 동작, 전자계산기 소프트웨어를 위시하여 연산장치, 제어장치, 

기억장치, 입출력장치 등의 구조와 설계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전자계산기를 설계할 수 있는 기초적

인 능력을 얻는데 있다.  (선수과목 : CS211)

CS320  프로그래밍 언어 (Programming Languages) 3:0:3(3)

이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원리,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익힌다. 또

한, 현재 널리 쓰이는 언어들의 특징을 파라다임별로 살펴보고 차세대 프로그래밍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소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소프트웨어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한다.  (선수과목 : 

CS220)

CS322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Formal Languages and Automata) 3:0:3(6)

Finite automa의 여러 가지 형태 및 각종 finite automata로 인식 될 수 있는 언어의 클래스의 성질, contex-free 

문법과 pushdown automata, 그리고 Turing machine과 computability 등의 문제를 다룬다.  (선수과목 : CS204)

CS330  운영체제 및 실험 (Operating Systems and Lab.) 3:3:4(12)

운영체제의 기본개념과 다중처리 및 시분할 처리에 관한 것을 배우고,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오

퍼레이팅 시스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간단한 오퍼레이

팅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작성해 보고 그의 기능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다. 

CS350  소프트웨어 공학개론 (Introduction to Software Engineering) 3:0:3(2)

이 강의에서는 품질 높은 소프트웨어를 경제적으로 개발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본 개념을 소개하며 life 

cycle 모델, 개발 단계별 기법, 자동화 도구, 프로젝트 관리 기술, 신뢰도 및 자원 활용 모델, 소프트웨어 

metrics 등을 논의한다.

CS360  데이타베이스 개론 (Introduction to Database) 3:0:3(8)

데이타베이스의 기본개념을 소개한다. E-R model, 관계 모델, 객체지향 모델등의 데이타모델들과 

SQL, 관계해석, QBE등의 데이타베이스 질의어를 소개하며 데이타 저장을 위한 화일 및 인덱스 구

조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데이타의 종속성과 이를 이용한 데이타베이스 설계 알고리즘을 간략히 

소개하고 데이타베이스보안과 권한관리에 대해 설명한다.  (선수과목 : CS206)

CS362  파일구조론 (File Structures) 2:3:3(3)

정보화 사회를 맞아 많은 양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화일처리기법이 매우 중요하

게 되었다. 또한 화일처리기술은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하부구조를 구성하는 핵심기술로서 그 활

용도가 매우 높다. 이 과목에서는 디스크 입출력의 기본개념인 블러킹과 버퍼링을 소개하고 순차화

일, 해쉬화일, 탐색트리, 색인순차화일, 다중키화일 등 여러 가지 화일구조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구현해 본다. 또한 간단한 관계형 DBMS를 구현해 본다.

CS370  심볼릭 프로그래밍 (Symbolic Programming) 2:3:3(6)

인공지능 분야의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LISP과 PROLOG를 다룬다. LISP과 PROLOG의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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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구문, Symbol 조작기법 등을 공부한다. 지능적인 문제해결 기법을 이용하여 자연언어 처리 프로

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자도해석 프로그램, 패턴 매칭 프로그램, 학습 프로그램, 전문가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작성한다.

CS402  전산논리학 개론 (Introduction to Logic for Computer Science) 3:0:3(6)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로직의 기초에 대하여 공부한다. Propositional calculus, predicate calculus, 

axiomatic theories, 연역 시스템, skolemization, unification, resolution 등에 대하여 공부한다.

CS408  전산학 프로젝트 (Computer Science Project)      1:6:3

학생들이 교과목을 통해 배우지 못하는 내용을 과제 수행을 통해 학습하는 과목이다. 수강생은 팀

을 구성하고 담당교수가 제시하는 과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한다. 과제는 전산학의 다양한 

분야를 응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여러 수강생이 협력해야 해결할 수 있는 크기를 갖는다.

CS410  VLSI 설계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sign) 3:0:3(4)

nMOS 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VLSI chip설계에 대하여 공부한다. 기본적인 설계 방법론으로 stix 

diagram과 layout design에 대하여 공부하고 switch and gate logic, PLA's 2-phase clocking, design rules, 

floor planning, design technique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CS420  컴파일러 설계 (Compiler Design) 3:0:3(6)

이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원리와 실제를 균형있게 익히게 된다. 프로그

램 문법구조의 검증, 프로그램의 의미구조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한 원리와 기술, 그 구현의 최적화 

과정,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파일러와의 관계, 인터프리터의 역할, 실행환경(run-time system), 의미구

조의 정확한 표현과 이해 등에 대해서 익히게 된다.

CS422  계산이론 (Computation Theory) 3:0:3(8)

계산모델, 계산할 수 있는 함수와 계산할 수 없는 함수, 공간 및 시간 복잡도, tractable 및 intractable 

함수 등에 대해 다룬다.

CS440  데이타 통신 (Data Communication) 3:0:3(6)

데이타 통신 중심으로 근거리 통신망(LAN), 원거리 통신망(WAN) 및 음성, 화상 등 기타 media 전

송 기본원칙과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하부계층의 프로토콜 및 네트워크의 topology에 관해 살펴보

며, 통신망 구성에 필요한 제반장치에 관한 전반적인 소개 및 개념정립에 중점을 두어 강의가 진행

된다.

CS441  전산망 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Network) 3:0:3(9)

컴퓨터 네크워크가 구성된 동기와 목적 및 컴퓨터 네트워크 아키텍춰를 소개하고, 운영체제 강좌의 

연장으로 프로세서간 통신 메카니즘에 중점을 두어, 특히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제

반 프로그램의 구현을 통해 컴퓨터 통신의 기본 이해를 돕는데 목적을 둔다 

CS455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Software Project) 2:3:3(4)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기법 및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여 실제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

험적으로 개발한다. 팀 단위의 개발노력과 프로젝트 도큐멘테이션을 강조하고 개발 관리 체계를 도

입하여 프로젝트를 모니터하고 생산성 및 신뢰도를 평가한다.

CS470  인공지능 개론 (Introduc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3:0:3(8)

인공지능의 기본개념과 설계기법을 소개하고 지식표현방법과 추론방법 등을 다루며, 이를 기초로한 

응용시스템을 서계, 제작, 습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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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480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3:3:4(6)

이 과목의 목적은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입출력장치의 기능 및 원리, 그래픽 시스템의 구성 및 특

성, 도형 기본요소의 생성기법 2, 3차원 변환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은선 및 은

면 제거, 색채 모델 등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도 익힌다. 

CS489  컴퓨터 윤리와 사회문제 (Computer Ethic & Social Issues) 3:0:3(2)

컴퓨터는 인류가 발명한 어떠한 기계보다도 우리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컴퓨터를 매

개로 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컴퓨터 전문가에게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는가에 대하여 토론한다.

CS490  졸업연구 (Research in Computer Science) 0:6:3

각 전공별로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개인 또는 연구조를 편성하여 흥미있는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

고 연구결과를 졸업논문으로 작성 발표한다.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

방법, 프로젝트 수행방법, 연구논문 작성기법 등의 실제적인 문제해결방법을 공부한다.

CS492  전산학특강 (Special Topics in Computer Science) 3:0:3(6)

전산학 분야의 다양한 관심분야중에서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문제점 및 연구현황, 전망 등을 알아본다.

CS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학생이 관심있는 분야를 교수와 상의하여 개별적으로 연구주제를 설정하고 학기중에 연구를 수행하

며, 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학기초에 교수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이 과목은 학년에 관계없이 4학점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다.

CS496  세미나 (Seminar) 0:2:1

전산학 전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 석․박사 과정

CS500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Design and Analysis of Algorithms) 3:0:3(6)

Algorithm design에서의 기본적 기법인 divide-and-conquer, greedy method, dynamic programming 등을 소

개하며, 여러 컴퓨터 응용 분야에서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기법들을 익히고 또한 각 알고리즘

의 time 및 space complexity를 분석한다.

CS504  계산기하학 (Computational Geometry) 3:0:3(8)

계산이론을 통해 기하적인 물체의 처리 및 저장에 대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구조에 대하여 공부한

다. 구체적으로 plane sweep 이나 기하적인 divide&conquer 같은 알고리즘 설계 기술이나; point 

location structures, interval trees, segment trees, and BSP trees 같은 데이터 구조; arrangements, 

triangulations, Voronoi diagrams, and Delaunay triangulations 같은 기하 구조에 대해 토론한다.

CS510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0:3(6)

컴퓨터의 비용과 성능에 입각한 계량적인 컴퓨터 설계 원리를 소개하고, 인스트럭션세트와 인스트

럭션 수행 파이프라인의 설계를 다루며, 인스트럭션의 병렬 수행 체제로서 수퍼 스칼라와 VLIW 등

의 인스트럭션 수준의 병렬 수행에 대하여 공부한다. 기억장치에 대하여는 캐쉬와 가상 기억체계를 

포함하는 계층 기억장치의 설계와 보조 기억장치에 대하여 공부한다. 끝으로 입출력 시스템과 병렬 컴

퓨터와 상호 연결망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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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20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s) 3:0:3(6)

이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구조와 의미구조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익힌다. 강의 토픽

으로는 다양한 파라다임의 언어(값 중심의 언어 applicative language, 기계중심의 언어 imperative 

language, 넷트웍 중심의 언어 mobile language, 논리식 중심의 언어 logic language, 물건 중심의 언어 

object-oriented language, 함수중심의 언어 functional language 등)에 특화된 이론과 구현 기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분석하는 정형적인 도구 등을 다룬다.

CS522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이론 (Theory of Formal Languages and Automata) 3:0:3(6)

Context-free grammar의 두가지 대표적인 deterministic 파싱 방식인 LR 및 LL파싱 및 그 변형들에 관

하여 공부한다. 특히 LR(k) 문법의 SLR(k) 및 SLR(1) cover, LL(k) cover인 PLR(k) 문법, 그리고 error 

recovery 등을 다룬다.

CS530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0:3(6)

배취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본개념과 다중처리 및 시분할 처리계에 관한 것을 배우고, 국내에

서 사용되고 있는 오퍼레이팅시스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공부

한다. 간단한 오퍼레이팅시스템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의 기능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다.

CS540  네트워크 아키텍춰 (Network Architecture) 3:0:3(9)

OSI의 Reference model을 아키텍춰 입장에서 고찰하고 각 계층의 프로토콜을 상위계층 중심으로 살

펴본다. 또한 통신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에 관해 살펴보며, TCP/IP, SNA, PC간 네트

워크 등 여러 네트워크 아키텍춰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장단점을 강의 및 토론한다.

CS542  인터넷 시스템 기술 (Internet Systems Technology) 3:0:3(9)

이 교과목에서는 인터넷 및 웹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특징, 프로토콜, 웹서버의 성능, Mobile services 

and systems의 구성, 캐쉬의 구성, 차별화 서비스(quality of service), Peer to Peer 서비스, 전자상거래

를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의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인터넷 분야에서의 연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차세대 인터넷 및 웹 기반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CS544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3:0:3(6)

과목의 목적은 정보보안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교육하는데 있다.  과목내용은 정보보안에 초점을 

두어 수학, 전산 및 통신 분야의 기초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보보안의 개념을 암호, 접근통제, 통

신규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로 재분류, 체계화하여 전반적인 정보보안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한다.

CS550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3:0:3(4)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능률있게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기본개념을 소개하며 life cycle 모델, 개발단계별 

기법, 자동화 도구, 프로젝트 관리기술,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신뢰도 및 자원활용 모델, 소프트웨어 metrics 

등을 논의한다.

CS560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 3:0:3(6)

데이타베이스 운영시스템을 설계,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본개념과 구조를 이해시킬 목적으로 데이타

베이스의 개념, 데이타구조방법, 데이타 모델의 개념, 데이타 기술언어, 질의최적화, 동시성 제어, 원

자성과 신뢰성, 그리고 현 시스템들의 분석을 취급한다.

CS562  데이타베이스 설계 (Database Design) 3:0:3(6)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데이타베이스의 기본적인 이론 및 응용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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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공부한다. 데이타 모델, 데이타베이스 표준언어, 논리적 설계와 물리적 설계, 데이타베이스의 

성능향상 기법,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기본적인 구현 기술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CS570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중요한 개념 및 기본적인 기법과 응용시스템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방법, 경험적 

탐색, 문제해결, 논리 및 추론, 학습 등을 다룬다.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 컴퓨터시각, 음성인식, 신

경망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CS574  자연언어 처리 I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 3:0:3(6)

자연언어 처리의 주요 응용분야의 하나인 기계번역시스템에 관하여 연구한다. 시대적, 국가별 기계

번역 시스템의 발전 배경과 대표적인 기계번역시스템의 특징, 설계기법, 장단점 등을 살펴본다. 기

계번역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에 있어서 자연언어 처리를 위한 제반 언어학 이론들이 어떻게 반영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론적, 방법론적 문제와 기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CS576  컴퓨터 비젼 (Computer Vision) 3:0:3(8)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능 구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응용에 관해 강의한다. 주요 topic은 binary 

vision, gray-scale vision, 3-D vision, motion detection and analysis, computer vision system hardware and 

architecture, CAD-based vision, knowledge-based vision, neural network-based vision등이다.

CS579  계산언어학 (Computational Linguistics) 3:0:3(6)

컴퓨터, 컴퓨터 언어, 문제 처리 기법의 발전에 따른 계산언어학의 제반 이론들과 그 배경, 특징, 장

단점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구문, 의미, 담화의 해석과 생성에 적용되는 계산언어학의 이론들을 다

루고 이 이론들이 적용된 실제 시스템을 연구한다.

CS580  컴퓨터그래픽스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2:3:3(10)

대화형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

본모델과 그래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구성요소 및 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정립

하고 3차원 물체의 모델링 및 렌더링 기법을 다룬다.

CS590  시맨틱웹 (Semantic Web) 3:0:3(6)

시맨틱웹에 의하여 웹자원 처리와 통합의 지능화를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한다.  빠르고 정확한 

웹탐색, 지능형 인터넷 에이전트, 웹 접근가능한 다양한 기기간의 통신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  시

맨틱웹의 구성과 기본인 온톨로지 개발과 표현언어, 추론방식, 대용량 저장, 지식포탈, 환경적응 미

들웨어 등을 연구한다.

CS600  그래프이론 (Graph Theory) 3:0:3(6)

트리, 최소경로, 연결도, 오일러 그래프, 해 톤 그래프, matching, coloring, planar 그래프, network 

flow 등의 기초이론과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CS610  병렬처리 (Parallel Processing) 3:0:3(8)

병렬처리 알고리즘, 병렬처리 컴퓨터구조, 다중처리 컴퓨터구조를 연구하고 현존하는 시스템을 분석

하여 진보된 컴퓨터구조를 이해한다.

CS620  컴파일러 구성이론 (Theory of Compiler Construction)               3:0:3(2)

이 과목에서는 주어진 프로그램의 실행내용을 미리 예측하는 정적분석(static analysis, compile-time 

analysis, 혹은 data-flow analysis)을 프로그래밍 언어의 엄 한 의미구조에 기초해서 설계/검증/구현하

는 기술을 익힌다. 다루어지는 분석 방법들로는 전통적인 데이터 흐름분석(conventional data-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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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요약 해석(abstract interpretation), 집합관계식을 이용한 분석(set-based analysis), 타입유추(type 

inference)등이 있다.

CS642  분산처리체계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s) 3:0:3(3)

Open Distributed Processing(ODP)의 아키텍춰를 중심으로 모델의 구성과 분산 시스템에 관련된 제반

기술에 관해 살펴본다. 분산체계의 관리, 프로세서간 통신, 네이밍, Security등 세부 문제들이 제기, 

토론된다.

CS644  고급 전산망 구조 (Advanced Network Architecture) 3:0:3(6)

본 교과목에서는 전산망의 구조를 다룬다.  특히 인터넷의 구조, 구성요소들, 새로운 기술들과 비즈

니스 환경 등 여러 요소들이 그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본 과목은 수업과 초청 세

미나,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CS650  고급소프트웨어 공학 (Advanced Software Engineering) 3:0:3(6)

객체지향 개념과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분석 및 설계 기법등이 취급된다.  분산 및 실

시간 소프트웨어개발에서 객체지향 개념의 적용 및 주요 연구문제들을 다룬다.

CS655  시스템모델링 및 분석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3:0:3(6)

날로 복잡해지는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모델링 방법을 중심으

로하여 시스템 분석기법을 배운다. 일반적인 모델링 기법들을 다룬후 Petri nets를 이용하여 시스템

의 모델링 방법과 시스템의 정적분석 및 동적분석에 대하여 설명한다. 

CS660  정보축적 및 검색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3:0:3(6)

Information Processing과 Text Processing에 관한 전반적인 과제를 다룬다. text 압축, text 암호와, text 

검색, 파일 접근기법, 자동색인, 정보검색, 자연언어 해석 및 이해에 관하여 연구한다.

CS662  분산데이타베이스 (Distributed Database) 3:0:3(6)

분산데이타베이스의 개념과 설계기법 등이 취급된다. 데이타분산기법, 분산질의 처리의 최적화, 분

산트랜잭션관리, 병행 수행제어와 신뢰도 등 데이타베이스의 분산시 고려되어야하는 문제들이 취급

되며, 고성능 분산 데이타베이스 설계 기법이 연구된다.

CS664  고급데이타베이스시스템 (Advanced Database System) 3:0:3(6)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의 formal foundation에 대하여 공부한다. Deductive database, relational database 

theory, fixed point theory, stratified negation, closed world assumption, safety, multivalued dependency, 

generalized dependendy 등과 파손복구를 포함한 advanced topic들에 대하여 깊이있게 공부한다. CS560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또는 그에 대등한 과목을 먼저 수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CS670  퍼지 및 지능시스템 (Fuzzy and Intelligent System) 3:0:3(6)

이 과목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퍼지이론과 그와 연관된 지능형 시스템에 대하여 다룬다. 퍼

지이론과 그의 응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아울러 신경회로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에 관한 소

개와 응용방법을 다룬다. 여기에는 이상의 다른 기법들의 융합방법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CS674  자연언어 처리 II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I) 3:0:3(6)

자연언어 처리에 필요한 각 과정, 즉 형태소, 구문, 의미, 화용론적 처리에 대한 언어학적 배경과 컴

퓨터에서의 실현을 위한 방법론을 연구한다. 자연언어를 처리하는 실제시스템으로서 해석 시스템, 

생성시스템, 기계번역시스템, 질의응답시스템 등을 구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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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676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3:0:3(3)

문자, 음성, 화상 등의 패턴을 대상으로 패턴공간에서의 패턴클래서의 분류 이론을 다루고, 각 패턴

의 특징 추출방법과 특징에 의한 인식논리를 기존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다양한 패턴에 대

한 인식기기의 설계능력을 양성한다

CS678  지능형로보틱스 (Intelligent Robotics) 3:0:3(6)

지능형 로보틱스의 응용 및 실험을 위주로 한다. 현재 주요 Topic은 mobile robot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서기술 및 지능적 제어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CS682  디지털 서사학 (Digital Storytelling) 3:0:3(3)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고 있다. 텍스트의 디지털화(아이퍼텍스트), 영상의 디지털화(컴퓨터 그래픽스), 음악의 디지털화(디

지털음악)가 가속됨에 따라, 이들 미디어의 심층구조를 이루는 서사(storytelling)를 계산학적 측면에

서 체계적으로 다를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과목에서는 storytelling에 대한 계산학적 접근방법을 추

구하고, 이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인터넷, 컴퓨터 게임, 전자책,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CS684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5)

본 과목의 목표는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분석, 설계, 응용하는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지식과 

적용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문화/사회적 현상과 사용자 요구의 반영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스크의 

분석, 인터페이스의 설계, 디지털 환경의 분석과 설계 등과 같은 전통적인 HCI이슈를 포함, 유비쿼

터스 컴퓨팅, 감성컴퓨팅과 같은 최신 기술의 소개와 응용 등을 다룬다.

CS700  계산이론 특강 (Topics in Computation Theory) 3:0:3(8)

계산이론에 관계되는 최근 논문들을 연구한다.

CS710  컴퓨터구조특강 (Topics in Computational Architecture) 3:0:3(6)

최근 연구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컴퓨터 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특히 symbolic processing을 위한 

새로운 computational models, 고급언어, 컴퓨터 구조 등을 사례를 통하여 연구 분석한다.

CS712  병렬처리 특강 (Topics in Parallel Processing) 3:0:3(6)

병렬처리 과목에서 배운 classic한 병렬처리 개념을 바탕으로 주로 제5세대 이후 컴퓨터에서 응용되

고 있는 혹은 응용될 다양한 병렬처리 구조, 알고리즘, 언어, 응용 등을 최신의 문헌을 중심으로 연

구한다.

CS720  프로그래밍 언어 특강 (Topics in Programming Languages) 3:0:3(2)

프로그래밍 언어에 관련된 이론, 새로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프로그램 언어의 설계 및 구현 등 최

근 연구과제를 취급한다.

CS730  운영체제 특강 (Topics in Operating Systems) 3:0:3(6)

본 강의의 목적은 빠르게 변하는 전산환경에서 운영체제의 역할 및 성능과 관련된 논제들을 연구하

며 토의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운영체제를 설계, 제작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존 운영체계를 보

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디. 강의는 주로 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구성되

며 운영체제의 구조, 성능평가 방법, 파일 시스템, 쓰레드, 병렬 운영체제 등의 토픽을 다룬다.

CS744  시스템 아키텍춰 특강 (Topics in System Architecture) 3:0:3(9)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조와 오브젝트 지향구조에 연관된 개별・프로젝트 및 실험을 통해 컴퓨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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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여러분야를 아키텍춰라는 입장에서 각자 재조명해 보도록하여 아키텍춰의 구성에 관한 안목

을 갖도록 한다.

CS750  소프트웨어 공학 특강 (Topics in Software Engineering) 2:3:3(6)

Formal specification reuse 기법,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테스트 이론, 프로그램 정확성 증명법, design 

paradigm등 소프트웨어 공학의 고급 과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

CS760  데이타베이스 특강 (Topics in Database System) 3:0:3(6)

데이타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최신 기술 및 새로운 응용을 흡수하기 위한 기술에 대

한 것들을 topic별로 선택하여 다룬다.

CS770  컴퓨터비젼 특강 (Topics in Computer Vision) 3:0:3(8)

컴퓨터 시각 기술에 관계된 특정한 몇가지 주요 topic을 정하여 고등 논제를 강의하며, seminar와 

project중심으로 운용된다. 현재 주요 topic은 motion detection and analysis, parallel computer vision 

system CAD-based 3-D vision, knowledge-based vision 및 neural network-based vision등이다.

CS772  자연언어 처리 특강 (Topics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3:0:3(6)

자연어처리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최근의 발전에 관하여 연구한다. 이론적 바탕으로서 언어학의 

제이론, Parsing이론 및 실제, 상황의미론, 믿음모델 등을 다룬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하에 실제 시스

템에 응용을 위한 설계 및 발전 도구에 대하여 연구하며, 최근의 응용사례를 다룬다.

CS774  인공지능 특강 (Top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기법 및 응용시스템에 관한 최근의 발전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 heuristic search, 논리 

및 논리언어, robot planning, 인공지능 언어, 전문가 시스템, 분산 인공지능시스템, 불확정성의 문제 등을 

다룬다.

CS776  인지과학 특강 (Topics in Cognitive Science) 3:0:3(6)

사람의 인지능력을 규명하고 그 능력을 기계에 이식하고자 하는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전산학, 언어

학과 철학의 여러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아직도 컴퓨터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패턴인식, 음

성인식, 자연언어이해 등의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뇌의 계산모형의 neural network에 대하

여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CS780  컴퓨터 그래픽스 특강 (Topics in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2:3:3(10)

본 과목은 기하모델링, 영상생성 및 처리, 동작생성과 제어에 관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고급 연구

주제를 다룬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조사분석하고, 연구주제에 관련된 근본문제와 연구방향을 토론한

다.

CS788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특강 (Topics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6)

본 과목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 용(HCI)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체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와 관련을 가

진다. 본과목은  HCI의 여러분야 중 한 주제애 대해서 최근 연구동향을 Survey하고 분석하여 향후 연

구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CS790  전산학 논문 작성법 (Technical Communication in Computer Science) 2:3:3(6)

IT 전문가들에게 기술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은 꼭 필요하다.  특히 아이디어를 

글로 특히 세계공용어인 영어로 전달하는 능력은 필수적이다.  이 과목에서는 전산한 분야의 논문 등

을 영어로 잘 작성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연구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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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Research)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한다.

CS96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in M.S.) 1:6:3

타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험적인 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 및 

성능평가 위주의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부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수강 신청

전에 담당교수와의 상의를 거쳐야 한다.

CS966 세미나(석사) (Seminar) 1:0:1

전산학 전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CS980  논문연구(박사) (Ph.D. Dissertation Research)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한다.

CS986  세미나(박사) (Seminar) 1:0:1

전산학 전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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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교과목 학점

연구학점 계
공통필수

전공

필수 선택

석사 3 9 18이상 9 39이상

자동차기술대학원

학과홈페이지 : http://gsat.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4102

1. 개요

  국가 주요 기간산업의 하나인 자동차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핵심 

고급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하고, 산업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 서

비스 제공으로 교육 개혁에 앞장서고자 하는 취지로 자동차기술 대학원을 2006년에 설립하였다. 복

합기술, 실무능력, 국제감각, 경영마인드 및 창조성을 갖춘 미래 자동차 산업의 고급인력 양성을 목

표로 효율적인 산학연 연계에 의한 미래형 자동차 기술의 독자적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맞

춤형, 학제간, 프로젝트 기반 교육에 의한 미래 지향적 공학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선도하고자 한

다.KAIST의 자동차기술 대학원은 관련학과의 긴 한 협조 하에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며, 교과과정 

운영, 기술연수, 공동 연구 등에 자동차산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며 세계 유수의 자동차기술 관련 교

육기관과의 전략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기술 교육기관으로 육성하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미래형 자동차 기술을 위한 복합기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경영 과목을 

추가하였으며, 프로젝트 수행과 기술연수를 통해 실무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편성하

였다. 그리고, 기계공학, 전기 및 전자공학, 산업공학, 테크노경영 등 현재 다양한 전공 42명의 교수

가 참여하고 있다.

2. 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으로서 석사과정이 있으며, 학위기에는 "자동차기술전공"이 기록된다. 단, 기계공

학전공 또는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계공학전공" 

또는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의 명칭이 동시에 기록된다.

3. 연구부문

   차세대 동력 장치 및 환경 기술

   안전 및 신뢰성 기술

   고성능/다기능 차량 설계 기술

   차량 제어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

   차량 정보 및 지능형 차량 기술

4. 교과목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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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리더쉽 강좌는 무학점이나 2002년학년도 입학생부터 일반장학생과 외국인 학생을 제외

         하고 반드시 이수해야 함

    다. 전공필수 : 없음

    라. 선택 : 21학점 이상(기계공학과 개설과목이 15학점 이상이어야 함)

    마. 연구 : 12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포함 : 구. 연구원 학생은 면제)

      ※ 석사과정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

1) 논문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9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1과목)

        -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전자계열전공자), 계측개론(기계계열전 공자)

        - CC010 리더쉽 강좌 (무학점, 200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필수 : 9학점(3과목)

        - 기계계열 학부전공자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아날로그 전자공학, 디지털 전자공학

        - 전자계열 학부전공자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구조역학 및 동역학, 열역학 및 유체역학

        - 학부전공 판별 : 첫 학기 수강 신청 시 대학원 책임교수의 승인요망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9학점 이상

        - 논문연구(석사) 6학점 이상

        - 자동차기술세미나 2학점 이상

        - 기술연수 1학점 이상

  2) 교과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9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1과목)

        -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전자계열전공자), 계측개론(기계계열 전공자)

        - CC010 리더쉽 강좌 (무학점, 200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9학점(3과목)

        - 기계계열학부전공자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아날로그 전자공학, 디지털 전자공학

        - 전자계열학부전공자 :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구조역학 및 동역학, 열역학 및 유체역학

        - 학부전공 판별 : 첫 학기 수강 신청 시 대학원 책임교수의 승인요망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 본 대학원에서 개설된 선택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9학점 이상

       - 프로젝트 I, II  6학점 이상

       - 자동차기술세미나 2학점 이상

       - 기술연수 1학점 이상

  3)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 복수전공

    - 기계공학전공 입시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기계공학전공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을 만족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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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요건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재료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중 택1 (단, 확률 및 통계학은 랜덤프로세스로 대체할 수 있음)

      - CC010 리더쉽 강좌 (무학점임. 2002학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3학점

    라. 선택 : 18학점 이상

      - 본 학과 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2과목(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본 학과 400단위 이상의 교과목 및 타 학과 500단위 이상의 교과목 중 4과목 

        (12학점) 이상 이수. (단, 본 학과 400단위 교과목일 경우에는 반드시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이어야 함)

    마. 연구 : 6학점 이상

       - 논문연구 4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 연구논문작성법 1학점을 반드시 이수

  4) 전기및전자공학 석사과정 복수전공

    - 전기및전자공학전공 입시위원회의 허가를 얻고, 전기및전자공학전공의 석사과정 교과목 이수

요건을 만족해야 함.

  5)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2006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 2005년도 ATMP 입학생 중 2006년 GSAT로 이적한 학생의 2005년 수강 교과목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공통필수 : ATM602 경영통계분석

선    택 : ATM551 신제품개발과 프로젝트관리(GSAT 개설 교과목)

                  ATM680 자동차기술 특수논제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MGT514 경영경제학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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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22 11.522 계측개론 2:3:3(6) 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봄

전공필수

AT501 45.501 구조역학 및 동역학 3:0:3(6)

&
AT502 45.502 열역학 및 유체역학 3:0:3(6)

AT503 45.503 아날로그 전자공학 3:0:3(6)

AT504 45.504 디지털 전자공학 3:0:3(6)

AT505 45.505 자동차 메카트로닉스 3:0:3(6)

선택

AT511 45.511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3:0:3(6) **

AT512 45.512 컴퓨터 응용구조 해석 3:0:3(6)

AT513 45.513 내구 신뢰성 3:1:3(3)

AT514 45.514 차량동역학 및 제어 3:1:3(3)

AT531 45.531 자동차 전력전자 시스템 3:0:3(6)

AT532 45.532 자동차 제어 시스템 설계 3:0:3(6)

AT551 45.551 실험계획법 및 DFSS 3:0:3(6)

AT552 45.552 신제품개발과 프로젝트 관리 3:1:3(3)

AT611 45.611 파워트레인 시스템 3:1:3(3)

AT612 45.612 차량 NVH 3:0:3(6)

AT613 45.613 자동차 소재 및 가공 3:0:3(6)

AT631 45.631 자동차 센서 및 텔레미트리 3:0:3(6)

AT632 45.632 지능 차량 제어 시스템 3:0:3(6) +EE682

AT633 45.633 차량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 3:0:3(6) +EE516

AT651 45.651
제품개발정보 및 라이프 사이클 

관리시스템
3:1:3(3) *IE553

AT698 45.698 자동차 기계특강 3:0:3(6)

AT699 45.699 자동차 전자특강 3:0:3(6)

연구

AT960 45.960 논문연구(석사) 0:12:6

AT962 45.962 기술연수 0:10:1
방학중 

4주이상

AT963 45.963 프로젝트 I 0:6:3

AT964 45.964 프로젝트 II 0:6:3

AT965 45.965 개별/그룹연구 0:6:1

AT967 45.967 자동차 기술 세미나 1:0:1

   & 타과 대학원생은 소속학과 승인 후 학점 인정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이고 **는 학·석사 상호인정 과목임.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임. 단, 이 과목들을 자동차기술 선택과목과 전기및전자전공 선택과목으

로 2회 수강할 수 없으며, 자동차기술 선택과목 또는 전기및전자전공 복수전공 선택과목 중 하

나로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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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AT501 구조역학 및 동역학(Structural Analysis in Statics and Dynamics)               3:0:3(6)

이 과목의 전반부에서는 기존의 금속 재료, 혹은 복합재료와 고분자 재료를 포함하는 고등재료로 

이루어진 구조의 강도 및 응용 탄성학을 다룬다. 또한구조 및 기계요소의 파괴 및 손상도 함께 다

룬다. 후반부에서는 강체의 운동학을 다룬다. 즉 강체에 작용하는 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운동과의 

관계를 공부한다.

AT502 열역학 및 유체역학(Thermodynamics and Fluid Flow)                             3:0:3(6)

자동차 공학 석사과정에 진입한비기계공학 전공자를 위한 필수 입문 과목으로, 자동차 동력의 원천

인엔진의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엔진의 진보 및 향후 등장하게 될 신개념 동력원의 발전 방향을 

이해하면서, 공기역학적 설계를 포함한 유체유동의 원리를 집중 단축형으로 학습한다.

AT503 아날로그 전자공학(Analog Electronic Engineering)                              3:0:3(6)

이 과목에서는 회로이론 및 전자회로 전반적인 이론을 다룬다. 저항회로의 해석 방법, OP 앰프, 커

패시터 및 인덕터 회로 및 2차 회로의 해석 기법을 다룬다.

AT504 디지털 전자공학(Digital Electronic Engineering)                               3:0:3(3)

이 과목은 논리 회로의 핵심적인 개념과 디지털 회로의 기본적인 설계 방법을 배우고 컴퓨터의 동

작 원리와 설계 방법을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리 연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조합 회로와 순차 

회로를 기술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다루게 되며, 컴퓨터의 기본적인 동작 원리를 이해한 다음 데

이터경로와 제어부에 대한 설계법을 다루게 된다. 고속 연산을 위해서 필요한 파이프라인과 캐쉬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AT505 자동차 메카트로닉스(Automobile Mechatronics)                                  3:0:3(6)

메카트로니스 시스템에 대한 분석과 설계는 최근 자동차의 안전, 연료경감 등 에 있어서 필수 불가

결한 요소이다. 본 과목에서는 센서, 구동기, 제어, 논리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실시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초이론과 원리를 광범위하게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메카트로닉스시스템의 분석과 

설계방법론을 자동차를 위한 안정성과 통합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룬다. 

 

AT511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Introduction to Fuel Cell and Hybrid Vehicles)  3:0:3(6)

연료전지의 구조와 전기화학적인 에너지변환효율, 그리고 열역학을 이해한다.연료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료전지시스템의 주요 주변장치와 연료전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이

해한다.이를 통해 자동차 시스템에의 응용에 대한 총괄적인 지식을 얻는다.또한 (내연기관 혹은 연

료전지)-(배터리, 혹은 수퍼캐패시터)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개론적으로 이해하며 이

를 위한 제어에 대한 기초를 이해한다. 

AT512 컴퓨터 응용 구조 해석(Finite Element Analysis for Structures)                 3:0:3(6)

자동차 차체와 부품 설계 등에 필수적인 컴퓨터를 이용한 구조해석을 위해서 유한요소법의 기초적 

이론 및 기법과 이를 이용한 응력 및 구조해석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공부하고 상용코드를 이용하여 실제적문제의 해석 경험을 얻도록 유도한다. 

AT513 내구 신뢰성(Endurance Reliability)                                            3:1:3(3)

자동차 구조 및 부품의 내구신뢰성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피로현상과 내구수명해석 방법, 실제변동

하중의 균일진폭하중으로의 변환, 노치해석, 다축응력 상태 하에서 피로현상을 다루고 Weibull 분포 

등 피로 data의 통계적 처리를 다루어서 전반적인 신뢰성평가의 기초를 익힌다. 또한 자동차에 들어

가는 전자부품의 신뢰성평가와 접합부의 피로내구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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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514 차량 동역학 및 제어(Vehicle Dynamics and Control)                             3:1:3(3)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차체를 구성하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현가장치 및 타

이어와 노면 사이의 역학적인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능동 샤

시 제어 기법들을 배운다. 또한 상용 프로그램인 CarSim과 Matlab Simulink를 이용하여 차체의 동특

성 및 능동제어 시스템 성능을 이해하고 term project를 통하여 배운 지식을 심화한다. 

AT531 자동차 전력전자 시스템(Automobile Power Electronics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는 자동차 전기 시스템을 위한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 전력변환회로 및 응용을 다룬다. 

수동소자 특성 및 설계, 반도체 스위칭 소자의 특성 및 관련 회로, 기본 전력변환회로의 설계 및 제

어기법을 다루며 DC Motor 및 AC Motor의 특성 및 제어기법을 다룬다. 

AT532 자동차 제어 시스템 설계(Control System Design for Automobile)                 3:0:3(6)

제어시스템 설계의 개념을 전달함수와 상태방정식을 통해 정립하고, 연속시간 시스템과 이산시간 

시스템의 제어기법에 관해 배운다. 또한 사례 연구를 통해 자동차 제어 시스템을 위한 제어기 설계

기법에 관해 논한다. 

 

AT551 실험계획법 및 DFSS(Experiment Design and DFSS)                                3:0:3(3)

본 과정은 참가자들이DFSS(Design for Six Sigma)를 제품과 프로세스의 고객만족을 극대화하고 성능

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며 각 실습과 사례들을 통해 참가자들이 배운 것

을 스스로 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설계되었다. 

 

AT552 신제품 개발과 프로젝트 관리(New Product Development and Project Management)   3:1:3(3)

이 과목은 세계자동차산업에서의 신제품을 둘러싼 경쟁 환경과 중요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효과적인 

신제품개발 전략 수립과 신제품 프로젝트개발 조직, 기간, 원가, 품질, 지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과 기법을 다룬다. 아울러 이 과목은 신제품개발 프로젝트 관리의 주요영역들을 자세히 소개하

고, 특히 목표관리, 진도관리, 예산관리, 통합관리 등에 대해 학습하며, 실제 사례 및 컴퓨터 Package

를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AT611 파워트레인 시스템(Powertrain System)                                          3:1:3(3)

자동차용 파워트레인 고등 작동원리를 이해하며 성능해석 능력을 쌓으며 고성능, 저배기, 저연비를 

위한 엔진의 설계 기술과 자동차 엔진 성능 및 배기 특성과 이의 처리와 관련한 환경문제에 대해 

논한다. 출력, 효율, 배기성능 등 엔진 운전특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자동차 설계 및 운전변수에 

따른 환경문제를 학습한다. 저배기 엔진 연소기술, 신엔진 기술 및 엔진 연구법을 소개한다. 

AT612 차량NVH(Vehicle NVH (Noise, Vibration, and Harshness))                        3:0:3(6)

자동차의 실내/외 소음 및 진동에 관련하여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을 쌓는다. 소음원 및 진동원의 

특성, 탑승자에 미치는 주관적 영향, NVH 원인의 파악 및 음장, 진동장의 해석 기법과 같은 기초 

지식과 해석 방법론에 대해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각종 마운팅, 제진재, 흡/차음재, 소음기 등의 수

동적/능동적 대책에 대한 원리 및 설계 방법론에 대해 공부하고,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여러 issue들

에 대해 논의 한다.

AT613 자동차 소재 및 가공(Materials and Processes of Automobile Manufacturing)      3:0:3(6)

자동차의 여러 부분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재료의 종류 및 특성과 이들을 가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다. 재료로서는 금속재료, 특히 고강도 강재와 알루미늄 합금, 플라스틱, 세라믹 등의 구조에 대

해서 다루고, 가공방법으로서는 주조, 박판성형, 박판용접 및 자동차 생산시스템 들에 대해서 다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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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631 자동차 센서 및 텔레미트리(Automobile Sensors and Telemetry)                   3:0:3(6)

텔레매트리란 검사장비나 측정장비의 결과값을 멀리 떨어진 기지가 분석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원

격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요즈음 통신 장비와 컴퓨팅 장치의 발달로 인하여 유비쿼터스 환경이 구

축되고 있기 때문에 텔레매트리를 조금 더 실생활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개인에게 

서비스할 수 있게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이러한 유용한 플랫폼은 휴대폰과 자동차이며 이 중 자동

차에는 이미 GPS를 이용한 지도검색 등의 유용한 텔레매트리가 사용되고 있다. 미래에는 지능형 

교통시스템를 이러한 텔레매트리 시스템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강의는 이러한 추세에 발

맞추어 자동차의 센서들에 대해 알아보고 이들과 텔레매트리를 통한 ITS등의 새로운 세대의 자동차 

기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AT632  지능 차량 제어 시스템(Intelligent Vehicle Control System)                    3:0:3(6)

자동차의 지능제어 기법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퍼지제어 기법과 진화연산 등의 다양한 최적화 기

법과 강화 학습법 등을 공부한다. 

AT633 자동차 임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래밍(Automobile Embedded System Programming)     3:0:3(6)

자동차 전자 제어 시스템의 핵심기술의 하나인 embedded 제어 시스템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인 

hardware 및 software에 대하여 분석하고, 시스템 구현 기술을 습득한다.Embeddedprocessor board 및 

interfacing, open source의 가장 보편적인 Linux operating system에 대하여 설명하고, PC를 이용한 개

발환경에서 시스템 생성, 모듈 프로그래밍, character 기기, block 기기, interrupt 처리 등의 시스템 프

로그래밍에 대하여 공부한다. 

AT651 제품개발정보 및 라이프사이클관리시스템(Product Data Management/Product Lifecycle 

Management)    3:1:3(3)

본 강좌의 목적은 제품개발 (product development) 지원을 위한 정보 시스템인 Product Data 

Management (PDM) 및 Product Lifecycle Management(PLM) 시스템의 개념 및 원리를 소개한다. 

PDM/PLM의 기본 개념은 제품구조관리, 워크프로우 관리, 전자볼트 관리, 프로젝트 관리 및 협업적 

상호 운용성 등을 포함한다. 기본 원리는 PDM/PLM 시스템을 위한 기반기술인 Product Development 

Process 및 Data Base 등을 포함한다. 또 본 강좌에서 PDM/PLM 시스템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AT698 자동차 기계특강(Automobile Special Topics in Mechanical Engineering)          3:0:3(3)

필요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 기계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개설 전에 정

하고 공고한다. 

AT699 자동차 전자특강(Automobile Special Topics in Electrical Engineering)          3:0:3(3)

필요에 따라 선정된 자동차 전자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 내용은 개설 전에 정

하고 공고한다.

AT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0:12:6

AT962 기술연수(Industry Training)                                                      0:10:1

산업체에서 4주 이상 실무를 교육 받고 연수한다. 

AT963 프로젝트 I(Project I)                                                             0:6:3

자동차 실무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AT964 프로젝트 II(Project II)                                                           0:6:3

자동차 실무와 관련된 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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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965 개별/그룹연구(석사) (Individual/Group Study in M.S.)  0:6:1

학과에서 정해놓은 연구주제 또는 관심분야의 연구주제를 설정하여, 담당교수의 지도하에, 그룹 또

는 개인으로 학기중에 연구를 수행한다. 

AT967 자동차기술세미나 (Automobile Technology Seminar )                                 1:0:1

최근의 연구 및 응용 동향이나 그 결과들을 초청된 연사들의 강의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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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학제학부

제학부는 자연과학/공학분야 또는 인문사회과학분야 등 다양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

여 새로운 분야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 배양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제적 인재양

성을 목표로 2003년 9월1일 설립되었으며, 이후 하부조직을 설치하여 2004년 4월부터 본

격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국내대학에서는 아직 학제적 연구 활동이 단일적, 계층적, 학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체계적

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복합적, 네트워크, 다학문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학제적 연구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고 있다. 

KAIST는 기존의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탄력적인 제도 적용으로 다학문의 융합을 추구하며, 새로운 

학문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학제학부를 설립하였다.  

학제학부에서는 바이오시스템학과, 의과학대학원, Business Economics 프로그램, 학제전공을 총괄지

원하고 있다.

바이오시스템학과는 학문 융합형 학과로 2002년 1월에 신설되어, 바이오기술(의학, 신경과학 포함)과 

공학(정보, 전자, 기계 등)을 연계하여 미개척 학문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창출과 학제적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적 교육을 목표로 11명의 전임직 교수가 있으며, 2002학년

도 가을학기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현재 총 163명(학사 60명, 석사 44명, 박사 59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총 65명(학사 23명, 석사 41명, 박사 1명)이 배출되었다. 

의과학대학원은 의사(M.D.)를 대상으로 향후 바이오 혁명에 대비한 차세대 의료계 리더급 전문인력 

양성과 이공학과 의학이 접목한 다학제간 전문 연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

여 종합병원, 전문병원 및 의과대학 등과의 협력 체결 및 협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1명의 전임

직 교수가 있으며, 2006학년도 봄학기부터 학생모집을 시작하여 2007년 1월 현재 총  9명 (석박통합과

정 6명, 박사 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다.

Business Economics Program (BE)은 과학기술과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해결 능

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과학기술사회의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전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

며, 경영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이공계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술혁신과 사

회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2명의 전임직 교수가 있으며, 2006년 가을 현재 총 163명의 학생

이 부전공을 신청하였으며, 총 6명이 부전공을 이수 하였다. 

학제전공은 미래전략 분야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1995년도에 처음 설치되었으며 11개의 학제전

공(고분자학, 과학기술학, 나노과학기술, 로봇공학, 문화기술, 반도체, 소프트웨어전문가과정, 의과학, 

정보통신공학, 환경․에너지공학, e-매뉴팩쳐링리더십)이 운영되고 있다. 2007년 1월 현재 학제전공에

는 총 197명(석사 133명, 박사 64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총 202명(석사 153명, 박사 49명)이 배출되어, 

학․연․산 교류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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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시스템학과

학과홈페이지 : biosys.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4302-3

1. 학과소개

❒ Mission Statements

   ✏ MISSION

  우리는 바이오기술에 바탕을 둔 전자 전산 나노 기술의 융합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력을 양성한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국민과 전세계 인류의 미래를 열어줄 기술을 개발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 STRATEGY

  한국의 정보전자기술의 강점을 활용하여, 바이오기술에 바탕을 둔 BioInformation System, BioElectronic 

System, BioNano/Micro System 기술의 융합에 집중하고, 이 분야의 기술혁신을 통하여 한국의 산업에 기

여하고 세계적인 기술진보에 일익을 담당한다.

❒ 소개

  생물학 및 의학과 공학간의 연계를 통해 미개척 학문분야에서의 새로운 지식창출과 학제적 연구를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제적 교육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학과는 생명공학과 정보, 전자, 

기계 공학이 결합된 새로운 학문영역에 도전하고 이러한 신기술 분야에서의 학제적 연구를 수행해 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고자 한다. 생명체운영의 모체인 DNA와 생체분자들의 작용기작을 이해하고, 그 지

식을 기반으로 생체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생체내외적으로 생체특성에 친화적으로 가동할 수 있고 미세조

작이 가능한 바이오 ․ 정보 ․ 전자 ․ 기계 복합시스템에 관한 학문분야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본 학과에

서는 다음 두가지 방향의 연구를 하게 된다.  첫째는 생물학적 연구를 위하여 데이터 베이스, 정보검색 

및 자동분류, 신호 및 영상처리, 집적회로(IC), 극미세 물질의 조작과 제어, 극미세기전집적시스템

(NEMS/MEMS) 등 공학적 해법과 도구를 도입하는 연구를 한다.  둘째로는 지능정보시스템과 생체모사시

스템, 고기능 바이오소자, 신경제어시스템 등 공학적 목표를 위해 생물학적 지식을 도입하는 연구를 한

다.  본 학과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바이오정보 시스템, 바이오전자 시스템, 바이오나노/마이크로 시스템을 

3대축으로 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한다.

  ✏ 바이오정보 시스템

 기존에 발전된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여 DNA/RNA 유전자 염기서열과 유전자 조합을 분석하는 방

법을 탐구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컴퓨터 상에서 처리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또한, 이로부터 특정 기능의 발현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하는 약물의 구성과 

효과를 제시하고, 원하는 기능을 발현시키는 염기서열의 패턴을 예측하는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

한다. DNA, RNA, 단백질, 생명체기능으로 이어지는 유전자 정보는 대용량의 데이터 처리가 필요하

며, 이런 데이터의 저장과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관해 연구한다.

  ✏ 바이오전자 시스템

 생명체 신경신호의 측정과 분석 방법을 연구하고, 생명체의 신호처리 메카니즘을 탐구하며, 이를 활

용한 지능시스템 및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학제적 연구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뇌파와 기능성자기공

명영상(fMRI) 등 의료 신호와 영상의 측정 표시 및 분석기법과, 생명체의 시청각 및 인지 기능에 대

한 뇌정보처리 메카니즘의 이해 및 수학적 모델,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인간기능 소자와 시스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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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법이 중점 연구된다. 또한, 이를 이용한 시각칩과 청각칩 등 장애자를 위한 인체이식용 소자와 

시스템의 개발도 주요 연구분야에 포함된다.

  ✏ 바이오나노/마이크로 시스템

  바이오 물질 및 기능 구조체의 기계적 특성규명과 동작원리의 정량적 분석, 그리고 이들의 제어

와 조작 기능과 생명현상 정보의 추출에 필요한 기전공학적 극미세 도구와 방법을 탐구한다. 극미

세 바이오 현상의 공학적 모델링 및 기능모사, 그리고 이를 응용한 새로운 개념의 고기능 핵심소재, 

생체 처리/조작 기능소자 및 바이오 기전복합시스템 창출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제공한다. 관련 

연구분야로서는 극미세 바이오 센서와 액추에이터, 나노바이오 소자 및 극미세기전집적시스템

(NEMS/MEMS)의 설계 및 해석, 소재 및 제조공정, 시험 및 측정 그리고 관련기술의 응용개발에 중

점을 둔다.

✏ 개설과정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 학생모집 :  - 석․박사 : 2002학년도 가을학기부터,  - 학   사 : 2003학년도 봄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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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 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9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나. 교양과목 (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 2006학년도 이전 입학생 : 영어Ⅰ, 영어Ⅱ, 논술(이상 7학점),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2007학년도 이후 입학생 : English CommunicationⅠ, English CommunicationⅡ, English    

            Reading & Writing, 논술(이상 7학점),  인성/리더십(2AU), 봉사활동(2AU: 32시간), 체육  

            (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

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 (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23학점 이수(다음 각 항의 과목 중에서 1과목 선택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1과목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 바이오시스템학과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④ 일반생물학(BS120)을 가급적 이수하시기  

              바람.(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기초선택 : 9학점 이상(선형대수학개론(MAS109), 응용미분방정식(MAS201))을 이수해야   

     함.(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라. 전공과목 (총 42학점 이상)

       ◦ 전공필수 : 18학점

  바이오정보전자개론, 바이오데이터구조, 바이오나노공학, 시스템생명공학, 바이오컴퓨터공  

 학, 바이오계측실험 등 총 6과목

       ◦ 전공선택 : 24학점 이상

   마. 자유선택

       ◦ 확률 및 통계(MAS250)를 이수해야 함.(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바. 연구 (총 7학점 이내) 

       ◦ 졸업연구 : 3학점(필수)

       ◦ 개별연구 : 2학점 이내

       ◦ 세 미 나 : 2학점(필수)

   사. 영어능력 졸업요건제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iBT TOEFL 성적 83점, TOEIC성적 760점, TEPS 성적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

건을 충족하여야 함. 

   아.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

       ◦ 부 전 공 : 전공필수과목 18학점 이상 이수

       ◦ 복수전공 : 총 42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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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

학사과정의 경우 교양․기초과목의 이수는 입학년도에 따라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이 각각 다르므로 2006학년

도 이전 학생은 반드시 교양․기초과목의 이수요건을 참조하기 바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 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 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 필수 : 3학점 (BiS500 바이오정보전자)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마. 연     구 : 총 12 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바이오융합세미나 2학점 포함)

                  (단,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과정 중에 한국어 강좌(2학점 이상)나 세미나(2학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

  2) 교과석사 : 석․박사학위연계과정자에 한함.

   가. 졸업이수 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 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 필수 : 3학점 (BiS500 바이오정보전자)

   라. 선     택 : 24학점 이상

   마. 연     구 : 6 학점 이상(개별연구, 세미나 포함)

   ※ 교과석사는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 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 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다. 전공 필수 : 3학점 (BiS500 바이오정보전자)

   라. 선     택 : 36학점 이상

   마. 연     구 : 총 30 학점 이상(세미나 2학점, 바이오융합세미나 2학점 포함)

                  (단,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과정 중에 한국어 강좌(2학점 이상)나 세미나(2학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이수학점에 누적됨(단, 연구학점은 제외)

   ※ 타대학 혹은 타학과 출신 박사과정 학생의 이수요건에 관련된 사항은 본 학과 교과과정 위원

회의 토의와 학과장의 인준을 통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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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학점 중 세미나 2학점 포함 이수

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나. 석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학점 중 세미나 2학점 포함 이수

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과정 중에 한국어 강좌(2학점 이

상)나 세미나(2학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

   다. 박사과정

     ◦ 본 이수요건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학점 중 세미나 2학점 포함 이수

는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외국인 학생은 대학원 과정 중에 한국어 강좌(2학점 이

상)나 세미나(2학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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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공필수

BiS200 41.200 바이오정보전자개론 3:0:3(3) 과교수 봄․가을

BiS232 41.232 바이오데이터구조 3:0:3(6) 과교수 가을

BiS271 41.271 바이오나노공학 3:0:3(6) 과교수 봄

BiS321 41.321 시스템생명공학 3:0:3(6) 과교수 봄

BiS331 41.331 바이오컴퓨터공학 3:0:3(3) 과교수 봄

BiS350 41.350 바이오계측실험 1:6:3(2) 과교수 가을

전공선택

BiS221 41.221 일반생화학 3:0:3(6) 과교수 봄

*BS205,
*BS208,
*CH381,
*CH482

BiS222 41.222 일반세포생물학 3:0:3(4) 과교수 가을 *BS202

BiS223 41.223 생물물리학 3:0:3(6) 과교수 가을

BiS252 41.252 바이오전자기초 3:0:3(6) 과교수 가을

BiS272 41.272 생체역학 3:0:3(6) 과교수 가을 *MAE231

BiS324 41.324 생화학및생명공학실험 0:9:3(5)  과교수 가을

BiS332 41.332 바이오데이터베이스시스템 3:0:3(6) 과교수 가을

BiS333 41.333 바이오정보공학 3:0:3(6) 과교수 가을

BiS351 41.351 바이오신호처리 3:0:3(6) 과교수 봄

BiS353 41.353 신경정보처리알고리즘 3:0:3(6) 과교수 봄

BiS354 41.354 아날로그전자회로 3:0:3(6) 과교수 가을

BiS355 41.355 디지털시스템실험및바이오응용 1:6:3(2) 과교수 봄

BiS371 41.371 바이오유체공학 3:0:3(6) 과교수 봄

BiS372 41.372 운동역학 3:0:3(6) 과교수 가을

BiS400 41.400 바이오시스템특강 3:0:3(6) 과교수 봄.여름,
가을.겨울

BiS410 41.410 바이오융합프로젝트 1:6:3(6) 과교수 봄․가을

BiS421 41.421 인체생리학 3:0:3(2) 과교수 봄 *BS351

BiS422 41.422 Science Communication & 
Leadership 3:0:3(6) 과교수 가을

BiS423 41.423 분자생물학 3:0:3(4) 과교수 봄 *BS433

BiS424 41.424 생화학기기분석 3:0:3(6) 과교수 가을 *CH463

BiS431 41.431  시스템모델링 3:0:3(6) 과교수 봄

BiS432 41.432  바이오정보및통계 3:0:3(6) 과교수 가을 *CBE362

BiS451 41.451  인지신경과학 3:0:3(6) 과교수 봄

BiS471 41.471 생체모사시스템 3:0:3(6) 과교수 봄

BiS472 41.472 극미세열및물질전달 3:0:3(4) 과교수 가을

BiS473 41.473 바이오멤스실험 2:3:3(6) 과교수 봄․여름

연구

BiS490 41.490 졸업연구 0:6:3 과교수

BiS495 41.495 개별연구 0:6:1 과교수

BiS496 41.496 세미나 1:0:1 과교수

   ※ *는 대체과목임

   ※ 400단위는 학․석사 상호 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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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십 강좌 1:0:0(0)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CC511 11.511 확률및통계학 2:3:3(6)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CC513 11.513 공업경제및원가분석학 3:0:3(6)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3)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과교수 봄․가을

전공필수 BiS500 41.500 바이오정보전자 3:0:3(3) 과교수 봄

선택

BiS510 41.510 기술산업화와 벤처창업 3:0:3(6) 과교수 가을

BiS521 41.521 공학도를 위한 생물학 3:0:3(6) 과교수 봄

BiS522 41.522 유전체및단백체학 3:0:3(4) 과교수 가을

BiS523 41.523 과학도를 위한 정보전자 3:0:3(6) 과교수 봄

BiS525 41.525 신경동역학 3:0:3(6) 과교수 봄 *BS543

BiS531 41.531 바이오정보학 3:0:3(6) 과교수 봄․가을

BiS532 41.532 바이오정보학실험 2:3:3(6) 과교수 가을

BiS533 41.533 컴퓨팅기술 3:0:3(6) 과교수 봄․가을

BiS551 41.551 의료영상처리 3:0:3(3) 과교수 봄

BiS552 41.552 디지털바이오신호처리 3:0:3(6) 과교수 가을

BiS554 41.554 신경회로망 3:0:3(6) 과교수 가을 *EE538

BiS571 41.571 바이오기전공학 3:0:3(6) 과교수 봄

BiS572 41.572 마이크로트랜스듀서및실험 2:3:3(6) 과교수 가을

BiS573 41.573 바이오포토닉스 3:0:3(6) 과교수 봄

BiS622 41.622 대사공학 3:0:3(3) 과교수 가을 *CBE567

BiS623 41.623 생물전자소자 3:0:3(3) 과교수 봄․가을

BiS631 41.631 데이터마이닝 3:0:3(6) 과교수 봄

BiS632 41.632 바이오통계 3:0:3(6) 과교수 봄․가을

BiS634 41.634 데이터베이스구축론 3:0:3(6) 과교수 가을

BiS651 41.651 음향및청각모델 3:0:3(6) 과교수 봄

BiS652 41.652 인간시각모델 3:0:3(6) 과교수 가을

BiS653 41.653 의료영상시스템 3:0:3(6) 과교수 봄 *EE737

BiS671 41.671 나노물질공정및특성 3:0:3(4) 과교수 봄

BiS672 41.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NEMS) 3:0:3(4) 과교수 가을

BiS721 41.721 계산세포생물학 3:0:3(6) 과교수 봄

BiS722 41.722 세포신호전달네트워크 3:0:3(6) 과교수 가을

BiS731 41.731 바이오패턴인식 3:0:3(6) 과교수 봄

BiS732 41.732 바이오네트워크 3:0:3(6) 과교수 봄․가을

BiS733 41.733 바이오지능 3:0:3(6) 과교수 봄

BiS734 41.734 유전체및단백체정보처리 3:0:3(6) 과교수 가을

BiS735 41.735 컴퓨터그래픽스및바이오응용 2:3:3(6) 과교수 봄 *CS580

BiS752 41.752 신경공학 3:0:3(6) 과교수 봄

BiS771 41.771 나노바이오공학 3:0:3(4) 과교수 봄

BiS772 41.772 나노/마이크로가공공정실습 2:3:3(4) 과교수 가을

BiS800 41.800 바이오정보전자특강 3:0:3(6) 과교수 봄․가을

BiS810 41.810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3:0:3(6) 과교수 가을

연구

BiS960 41.960 논문연구(석사) 과교수

BiS965 41.965 개별연구(석사) 과교수

BiS966 41.966 세 미 나(석사) 1:0:1 과교수

BiS980 41.980 논문연구(박사) 과교수

BiS986 41.986 세 미 나(박사) 1:0:1 과교수

BiS987 41.987 바이오융합세미나 1:0:1 과교수 봄․가을

 ※ *는 대체과목임

 ※ 500단위는 학․석사 상호 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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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BiS200  바이오정보전자개론 (Introduction to Bioinformation and Bioelectronics) 3:0:3(3)

생물학 및 의학과 정보, 전자, 기계 공학 간의 학제적 연계분야에 관한 공통 기초지식과 이들 상호간

의 연관성을 조명한다. 생물학적 작용기작에 관한 과학적 이해와 생물체의 구조 및 생명현상의 원리

에 관한 공학적 분석에 필요한 공통 도구를 제공하며, 바이오 물질 및 현상정보의 인지와 검출, 분석

과 처리, 제어와 조작, 그리고 저장과 활용에 관한 기초이론과 공학적 도구를 종합적으로 다룬다.

BiS221  일반생화학 (General Biochemistry) 3:0:3(6)

생명현상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생화학의 기본 원리, 이론 그리고 측정 방법 등을 살펴보고 생명현

상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BiS222  일반세포생물학 (General Cell Biology) 3:0:3(4)

세포내 및 세포외 신호전달, 세포증식 및 사멸, 발생 및 분화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BiS223  생물물리학 (Biological Physics) 3:0:3(6)

생체물질의 구조와 기능연구에 기초가 되는 열역학 및 동력학 등 물리학적 지식을 이해하고, 생체

물질의 거동과 물성을 분석하는 방법, 구조예측 기법 등에 대해 공부한다.

BiS232  바이오데이터구조 (Bio-Data Structures) 3:0:3(6)

기초 프로그래밍을 위한 컴퓨터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서열 및 유전

자 조절 네트워크 등의 다양한 바이오데이터에 대해 효과적인 표현방법 및 알고리즘을 설계한다.

BiS252  바이오전자기초 (Fundamentals of BioElectronics) 3:0:3(6)

바이오전자공학의 기반을 이루는 시스템 분석 및 모델링 기법을 배운다. 특히 생체시스템의 정적 

및 동적 확률모델, 선형 시불변 동적시스템을 위한 컨볼류션 모델, 그리고 보다 일반적인 비선형 시

변 동적시스템을 위한 미분방정식 모델을 소개한다.

BiS271  바이오나노공학 (BioNanoEngineering) 3:0:3(6)

바이오나노공학의 근간이 되는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제공한다. 바이오지향 및 바이오기반 

나노공학시스템에서의 기계-전자적, 열-유체적, 생명-화학적, 광학-파동적 기능의 원리, 소재, 응용에 

관한 과학적 지식과 공학적 기술을 다루며, 관련 기술간의 상호 연계성을 분석한다.

BiS272  생체역학 (Biomechanics) 3:0:3(6)

생체(자연) 및 공학(인공) 구조체의 변형과 내부 상태에 관한 역학적 해석과 정적인 거동특성에 특

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세부적으로는 생체 및 공학 구조체에 대하여 외력에 의한 정적 

평형조건, 형상과 치수에 따른 변형과 응력, 파손과 수명에 관한 기초이론과 원리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 및 공학 구조체의 정적특성 분석과 설계방법을 다룬다.

BiS321  시스템생명공학 (Systems Bioengineering) 3:0:3(6)

생물학적 지식을 공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생명공학의 기본 개념과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세포공

학 등이 응용되는 현재의 바이오텍 산업을 고찰하고, 보건의료, 식품, 농축수산, 환경, 에너지, 전자 

등 다른 산업에 어떻게 융합, 연계되어 발전되고 있는지를 논의한다.

BiS324  생화학및생명공학실험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 Laboratory) 0:9:3(5)

생화학 및 분자생물학 전반에 관련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실험기법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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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331  바이오컴퓨터공학 (Bio Computer Engineering) 3:0:3(3)

바이오시스템분야에 필수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개념과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데

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고, 바이오시스템 분야에 적용되는 사례를 실

습한다.

BiS332  바이오데이터베이스시스템 (Bio-Database System) 3:0:3(6)

핵산, 단백질 서열 및 구조, 고차원 수치 데이터와 같은 바이오 데이터를 다루는데 주안점을 두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이론, 구조, 동작 원리를 익힌다. 개체-관련성 모델링, 관계형 데이터 모델, 

SQL, XML, 데이터베이스 설계기법 등을 다룬다. 

BiS333  바이오정보공학 (Bioinformatics Engineering) 3:0:3(6)

바이오시스템 연구에 필요한 바이오정보학 분야의 기본 알고리즘과 응용 프로그램들을 논의한다. 

주제로는 바이오데이터베이스, 서열정렬, 유전자예측, 단백질구조예측,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분석, 

바이오네트워크 등을 다룬다.

BiS350  바이오계측실험 (Biological Instrumentation Laboratory) 1:6:3(2)

바이오정보전자공학을 위한 계측 및 컴퓨터 인터페이스 구성 능력을 습득한다. 전반부에는 실세계 

아날로그 신호의 디지털 변환과 이의 컴퓨터 입력기법,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변환하

여 출력하는 기법을 배운다. 이를 이용하여 후반부에는 EEG 등 바이오정보전자공학의 주요 신호를 

측정하는 Term Project를 수행한다.

BiS351  바이오신호처리 (Biological Signal Processing) 3:0:3(6)

바이오 신호를 위한 신호처리 기법을 이해하고 응용 분야를 살펴본다. 먼저 선형시스템의 특성을 

분석하고,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와 시스템 사이의 관계를 Fourier 변환을 통해 연구한

다. 디지털 신호와 z-transform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주파수 분석을 위한 DFT와 FFT 알고리즘, 

FIR 및 IIR 필터의 설계기법을 공부한다. PCA와 k-means clustering 등 데이터분석기법도 소개한다.

BiS353  신경정보처리알고리즘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Algorithm) 3:0:3(6)

생물학적 신경시스템에서의 정보의 부호화(coding)와 자율학습 기법을 다룬다. 먼저 단순화된 신경 

모델로부터 신경신호 펄스의 발생현상을 살펴보고, 이의 정보 부호화 특성을 분석한다. 여러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된 신경계가 자율구성되는 학습기법을 설명한 후, 이를 이용한 군집화(clustering)와 

인식(classification) 등의 기능을 살펴 본다.

BiS354  아날로그전자회로 (Analog Microelectronic Circuits) 3:0:3(6)

다이오드, 트랜지스터의 기본동작 원리 및 등가회로모델을 다루고, 이러한 소자를 이용한 정류회로, 

소신호 증폭회로, 차동 증폭기를 다룬다. 또한, 광대역 증폭기, 궤환, 출력단, OP AMP를 다루며, 데

이터변환, 필터, 오실레이터 등 응용회로를 다룬다.

BiS355  디지털시스템실험및바이오응용 (Digital System Laboratory and Bio-Application) 1:6:3(2)

디지털 논리를 이해하고 컴퓨터 동작원리를 익힌다. 또한, 이를 기초로 디지탈시스템 설계 및 컴퓨

터 인터페이스 구성 능력을 습득한다. 교육내용은 이진법, 부울대수, 조합논리, 순차논리에 이어 곱

셈기 논리를 배운다. 마이크로프로세서의 기본과 이를 이용한 실험을 다룬다.

BiS371  바이오유체공학 (Biofluidics) 3:0:3(6)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동현상을 바탕으로 의료용, 생명공학산업 용으로 활용가능한 극

미세 바이오유체소자의 설계원리 및 기초이론을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바이오유체역학, 생체 물질 

전달, 생화학 상호반응에 있어서 요구되는 생물학적 문제해결을 위한 공학적 접근방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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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372  운동역학 (Dynamic Motion and Response) 3:0:3(6)

생체(자연) 및 공학(인공)시스템의 동역학적 해석과 동적거동 특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제공한다.  세

부적으로는 생체 및 공학 시스템의 동역학적 모델과 운동 및 동적거동 특성에 관한 기초이론과 원

리를 습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체 및 공학 시스템의 동적특성 분석과 설계방법을 다룬다.

BiS400  바이오시스템특강 (Special Topics on BioSystems) 3:0:3(6)

바이오정보전자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신규 연구분야 및 관련 첨단 신기술에 대한 소개와 융합기술

에 관한 심층 토의를 전개한다. 바이오정보, 바이오전자, 바이오 MEMS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루기 

때문에 개설 시점에 따라 강의 주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주제를 특강 부제로 사용한

다.

BiS410  바이오융합 프로젝트 (Bio-Fusion Project) 1:6:3(6)

그동안 배운 다양한 바이오정보 바이오전자 바이오나노 지식을 통합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모든 연구팀은 바이오융합연구주제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며, 그 결과를 발표할 뿐

만 아니라 논문을 작성한다.

BiS421  인체생리학 (Human Physiology) 3:0:3(2)

세포와 조직의 구성, 인체 조절작용의 생리학적 원리, 인체조직과 기관의 기능 등에 관해 강의한다.

BiS422  Science Communication & Leadership                                         3:0:3(6)

'Science Communication & Leadership'은 학생들에게 과학적 글쓰기와 말하기를 교육하고 우리 사회

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소양을 교육하는 교과목이다.

BiS423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0:3(4)

분자생물학의 최신 연구기법과 DNA 복제의 기전, 하등 및 고등 세포의 유전자 발현 조절, 유전자 

재조합 기술 등을 다룬다

BiS424  생화학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for Biomaterials) 3:0:3(6)

기초적인 분석화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생체물질의 분석에 필요한 화학분석기기의 기초이론 및 응

용을 다룬다.

BiS431  시스템모델링 (System Modeling) 3:0:3(6)

페트리네트, 오토마타, 은닉마코프 모델 등 시스템을 정형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한 수학적인 도구를 

익히고, 각 모델링 도구별 특성 및 분석 기법을 이해한다. 핵산 및 단백질 서열, 단백질 모티프, 단

백질 구조, 대사 경로, 신호 경로, 조절 경로 등을 정형적으로 모델링하는 기법을 익힌다.

BiS432  바이오정보및통계 (Bioinformatics and Biostatistics) 3:0:3(6)

바이오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법을 터득한다. 바이오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기

술과 바이오 정보학 활용 방법, 서열 정렬, 조각 조립, mRNA 발현 분석, 단백질 발현 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기법을 배운다. 아울러, 바이오 정보 처리를 위한 통계처리 기법을 다룬다.

BiS451  인지신경과학 (Cognitive Neuroscience) 3:0:3(6)

인간 인지기능의 이해 및 모델을 다룬다. 먼저 EEG, fMRI 등 뇌신경신호의 측정 방법을 다룬 후, 

이를 바탕으로 뇌신경계에서의 학습, 기억, 언어, 정서, 행동 등의 인지과학적 모형을 다룬다.

BiS471  생체모사시스템 (Bio-Inspired Systems) 3:0:3(6)

생물체의 감지 및 운동 기능의 작동원리와 관련 공학적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생물체와 첨단제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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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 원리, 형태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생체모사 기법을 응용한 첨단제품의 공학적 

모델링과 성능의 정량적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정보통신, 의료검진, 전자가전, 환경 및 산업계측 분

야에서의 생체모사 첨단제품과 관련 소자 및 시스템을 분석 발굴하고 이들의 사양과 기능설계 그리

고 구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iS472  극미세열및물질전달 (Micro Heat & Mass Transport) 3:0:3(4)

극미세 영역에서의 열 및 물질 전달에 관한 현상학적인 특성과 공학적 분석도구를 습득한다. 극미

세영역에서의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 특성과 극미세 물질의 확산, 이송 및 반응에 관한 기

초원리, 그리고 극소형 유체분사기, 물질제어기 및 반응기 등 관련 현상의 응용사례를 소개하고 특

성을 분석한다.

BiS473  바이오멤스실험 (Bio-MEMS Laboratory) 2:3:3(6)

바이오멤스 기초공정과 성능분석에 관한 실습 경험을 제공한다.  BINT 융합분야에서 사용되는 바이

오소자의 제조공정과 제작된 소자의 실험적 분석방법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며 실험과정과 결과에 

관한 보고서 작성과 기말 프로젝트 논문을 제출하고 발표한다.

BiS490  졸업연구 (Graduation Research) 0:6:3

BiS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BiS496  세미나 (Semina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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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BiS500  바이오정보전자 (Bioinformation and Bioelectronics) 3:0:3(3)

생물학 및 의학과 정보, 전자, 기계 공학 간의 학제적 연계분야에 대한 최근연구 동향을 조명하고, 최신 

연구기법과 응용 예를 중심으로 바이오정보전자 복합시스템에 대한 설계, 해석,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BiS510  기술산업화와 벤처창업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nd Venture Business) 3:0:3(6)

‘기술산업화와 벤처창업’은 학생들에게 BT, IT, NT 첨단 융합기술의 상업화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및 벤처사업의 창업에 관련된 이론 및 실무를 교육한다.

BiS521  공학도를위한생물학 (Biology for Engineers) 3:0:3(6)

생물학과 공학의 융합분야의 이해와 학제적 기술습득을 위해 공학도들에게 필요한 생물학적 기초지

식을 제공함.

BiS522  유전체및단백체학 (Genomics and Proteomics) 3:0:3(4)

일반 유전학의 기법 및 원리, 인체 유전학의 일반원리, 게놈수준에서의 유전학 등을 다루며, 생체기

능 수행의 핵심요소인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분리 및 정제, 합성법, 구조결정법 등을 이해하고, 이

를 단백질의 기능해석 및 기능설계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

BiS523  과학도를위한정보전자 (Information and Electronics for Scientists) 3:0:3(6)

과학과 공학의 융합분야의 이해와 학제적 기술습득을 위해 과학도들에게 필요한 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정보전자 기초기술을 교육함.

BiS525  신경동역학 (Brain Dynamics) 3:0:3(6)

본 과목은 다양한 뇌 기능을 동역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대뇌모델링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

한다.  비선형 동역학, 정보이론 등을 이용해 대뇌의 동역학을 기술하는 방법을 배운다.

BiS531  바이오정보학 (Bioinformatics) 3:0:3(6)

유전자의 전사, 번역, 상호작용 과정과 유전자 연구를 위한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을 소개하고, 서

열, 구조, 모티프와 같은 고전적인 바이오 데이터 처리 및 cDNA, SNP, 2D PAGE/MALDI, Pathway와 

같은 기능 분석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처리 기법을 익힌다.

BiS532  바이오정보학실험 (Bioinformatics Laboratory) 2:3:3(6)

서열 검색, 다중 서열 정렬, 구조 검색, 모티프 검색, mRNA 발현 데이터 분석, 단백질 발현 데이터 

분석, 대사 경로 분석, 신호 경로 분석, 조절 경로 분석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동작 원리와 활

용 기법을 익히고, 각종 바이오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을 실습한다.

BiS533  컴퓨팅기술 (Computing Technology) 3:0:3(6)

컴퓨터 하드웨어,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분산처리 등 현대 컴퓨팅 기술의 특성, 강점 및 약점을 

근본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컴퓨팅 기술에 기반을 둔 바이오 

정보 전자 시스템의 특성에 대한 통찰력을 습득하고, 아울러 바이오 기반의 새로운 컴퓨팅 패러다

임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론한다.

BiS551  의료영상처리 (Medical Image Processing) 3:0:3(3)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체영상 신호들의 처리와 가시화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영상의 획

득 원리, 신호의 처리, 가시화 방법, image fusion and registration, 3차원 가시화,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계획 및 수술 시뮬레이션 등의 이론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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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552  디지털바이오신호처리 (Digital Biomedical Signal Processing) 3:0:3(6)

바이오 신호처리를 위한 고급 디지털 신호처리 기법을 다룬다. 먼저 신호의 검출과 Wavelet, 시간-주

파수 복합표현 등 디지털신호처리 해석기법을 다룬 후, FIR/IIR 디지털 필터의 설계를 강의한다. 또

한, Wiener, Kalman, Eigen, LMS 적응필터의 설계 및 바이오 신호처리에의 응용을 살펴본다.

BiS554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s) 3:0:3(6)

신경회로망의 이론과 응용, 구현 기술을 다룬다. 신경회로망 학습의 2가지 기본이 되는 자율학습 

Hebb의 법칙과 지도학습 오차역전파 법칙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각종 신경회로망 모델의 구조와 학

습법칙을 설명한다.  각 신경회로망 모델의 주요 응용과 신경회로망의 특징을 살린 hardware 구현을 

포함한다.

BiS571  바이오기전공학 (BioElectroMechanics) 3:0:3(6)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전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기계시스템

과 전자시스템간의 상사 및 기전복합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의료검진 장비의 시

스템적인 구성과 동작원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의료산업에의 응용에 관해 소개한다. 

BiS572  마이크로트랜스듀서및실험 (Microtransducers and Laboratory) 2:3:3(6)

MEMS 기술을 이용한 극미세 트랜스듀서의 관심 물리량과 동작원리에 따른 분류 및 주요 성능 특

성을 소개한다. 극미세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구조, 소재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

들의 동작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바이오 계측 및 관련 응용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극미세 

트랜스듀서의 선정과 공학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BiS573  바이오포토닉스 (Biophotonics) 3:0:3(6)

본 강의는 바이오포토닉스 기초지식 이해 및 최신 응용 연구에 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기하 및 

파동광학, 광섬유, 광반도체소자, 바이오 포토닉 재료등의 기초지식 학습을 통해 최신 바이오 포토

닉 센싱 기술 및 바이오 이미징 관련 기술을 이해한다.

BiS622  대사공학 (Metabolic Engineering) 3:0:3(3)

대사공학은 세포의 대사회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대사 특성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일련의 이론과 기술을 다루는 분야이다. 본 강의에서는 대사공학의 기본 전략과 그 실질적 응용 예

들에 관하여 논한다. 그리고 최근 속속 밝혀지는 게놈 염기서열로부터 대사회로의 구축, 분석 및 최

적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BiS623  생물전자소자 (Bioelectronic Devices) 3:0:3(3)

효소, 항체, 미생물, 동물세포, DNA와 같은 생체물질의 분자인식 기능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바이오

칩 등의 생물전자소자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공학, 정 화학, 의료산업 분야의 응용 

예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iS631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3:0:3(6)

방대한 바이오 데이터로부터 유용한 패턴 혹은 규칙성을 찾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해한

다. 분류(classification), 군집화(clustering), 연관규칙발견(association rule discovery)과 같은 대표적인 데

이터 마이닝 작업의 원리를 익히고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을 이용한 숙제를 통해 실습한다.

BiS632  바이오통계 (Bio-Statistics) 3:0:3(6)

서열 및 구조간 유사성 판단, mRNA 발현 분석 및 단백질 발현 분석 등 바이오 정보처리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익힌다. 확률 분포, 추정, 가설 검증, 회귀분석, 주성분 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바이오 정보처리와 연계하여 깊이 있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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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634  데이터베이스구축론 (Database Construction) 3:0:3(6)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을 논한다. 클라이

언트-서버 및 웹 기반 시스템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로 구성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과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술을 이해한다.

BiS651  음향및청각모델 (Hearing and Auditory Model) 3:0:3(6)

음의 전파 및 산란 등 음향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다룬 후, 인간의 청각시스템을 인지과학, 음향

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비선형, 시간적응, 마스킹(masking) 등 청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

실험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청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세계 음성인식에의 응용을 다룬다.

BiS652  인간시각모델 (Human Visual Model) 3:0:3(6)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인지과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실험자료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시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

고, 실세계 영상인식 및 추적에의 응용을 다룬다. 

BiS653  의료영상시스템 (Biomedical Imaging System) 3:0:3(6)

여러 가지 의료용 영상시스템의 원리와 영상법, 그리고 각각의 응용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며, X-선 

영상, 초음파 영상, X-선 CT, MRI, PET, PACS 등의 영상시스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소개한

다.

BiS671  나노물질공정및특성 (Nanomaterial Process and Behavior) 3:0:3(4)

나노입자 및 물질의 생성과 제어, 그리고 나노구조체의 가공공정을 소개하고, 가공 및 전후처리 공

정조건에 따른 극미세 소재의 구조와 물성, 구조체의 거동특성, 그리고 이들의 안정성, 재현성 및 

신뢰성에 관해 토의한다. 

BiS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 (NEMS) (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3:0:3(4)

극미세 영역에서의 물리현상과 나노기전복합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학적 문제를 다룬다. 나노기전

복합시스템(NEMS)과 마이크로기전복합시스템(MEMS)의 해석과 설계, 소재와 제조공정, 성능시험과 

분석 등에 필요한 학제적 기술기반을 제공하며,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BiS721  계산세포생물학 (Computational Cell Biology) 3:0:3(6)

‘계산세포생물학’은 학생들에게 세포생물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모델링 및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

해 복잡계로서의 생물학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시스템 생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한다.

BiS722  세포신호전달네트워크 (Cell Signaling Network) 3:0:3(6)

‘세포신호전달네트워크’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체 현상을 분자세포생물학 수준의 네트워크로 이해

함으로써 복잡계로서의 생물학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이해하고 질병 치료를 위한 조절 기전에 대해 

교육한다.

BiS731  바이오패턴인식 (Bio-Pattern Recognition) 3:0:3(6)

DNA 칩 이미지 혹은 전기 영동 이미지와 같은 바이오 실험 이미지에 대한 패턴 인식 기법을 다룬

다. 결정론적, 통계적, 구문적 패턴 인식 기술의 기본 이론을 익히고, 바이오 실험 이미지 인식을 위

해 고려해야 할 특성 추출 및 노이즈 처리 문제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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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732  바이오네트워크 (Bio-Network) 3:0:3(6)

신진대사, 신호전달, 조절과 같은 생체 프로세스를 네트워크로 표현하고 상호 작용 및 특성을 분석

할 수 있는 기법을 탐구한다. 그래프, 오토마타, 페트리네트를 포함한 정형화 모델링 도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사, 신호, 조절과 같은 생체 프로세스를 이산 사건, 연속 사건과 같은 형태로 표현

하여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익힌다.

BiS733  바이오지능 (Bio-Intelligence) 3:0:3(6)

생체 메커니즘을 모사하고 표현하는 지능 시스템의 원리와 응용 방법을 다룬다. 유전자 알고리즘, 

진화 연산, 퍼지 컴퓨팅, 신경 회로망과 같은 지능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컴퓨

팅 패러다임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BiS734  유전체및단백체정보처리 (Information Processing for Genomics and Proteomics) 3:0:3(6)

유전체학 및 단백체학을 위한 정보처리 기법을 이해한다. 유전체학을 위한 다양한 실험기법의 원리

를 이해하고 유전자 발굴, 비교 유전체 연구, 유전자 발현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처리 기법을 

다룬다. 아울러, 단백질 발현 분석, 단백질 상호 작용 분석 및 가상 세포 시뮬레이션을 위한 컴퓨팅 

기법을 소개한다.

BiS735  컴퓨터그래픽스및바이오응용 (Computer Graphics and Bio-Application) 2:3:3(6)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mRNA,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 및 각종 생체 기관을 2

차원 및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표현하는 기법을 익힌다. 분자 수준의 생체 현상을 가시화 하기 위

한 과학적 가시화 기법을 다루며, 대표적인 바이오 정보 그래픽스 시스템 사례를 살펴본다. 대상 바

이오 데이터 및 프로세스를 정형적으로 명세하고 표현하는 데이터 모델로부터 다양한 가시화 기술 

등을 소개하고 생체 현상을 가시적으로 모사하는 기법을 설명한다.

BiS752  신경공학 (Neural Engineering) 3:0:3(6)

신경보철, 뇌-기계 접속, 그리고 미세신경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기본 원리, 이론 그리고 기술들을 

다양한 관점(공학, 생물학, 의학)에서 살펴보고 신경공학 분야에 대한 심화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BiS771  나노바이오공학 (Nanobiotechnology) 3:0:3(4)

극미세 생체 물질과 반응에 관한 기계, 재료,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극미세 에너지의 변

환 및 물질 전달, 그리고 관련 소자 및 거동특성을 이해한다. 극미세 바이오 물질의 High Throughput 

분석과 처리를 위한 Bio-MEMS 소자 및 NEMS (Micro/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개발사례 및 

관련 과학기술적 현안을 토의한다.

BiS772  나노/마이크로가공공정실습 (Nano/Micro-Machining Process Laboratory) 2:3:3(4)

나노 및 마이크로 가공공정 장비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가공공정 실습을 통해 나노/마이크로 

구조체의 가공공정에 관한 경험을 습득한다. 물질 및 박막의 형성과 제거, 접합과 패키징, 그리고 

표면개질 및 전후처리 공정 등을 소개하고, 극미세 소자의 공정설계, 제조공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BiS800  바이오정보전자특강 (Special Lecture on Bioinformatics & Bioelectronics) 3:0:3(6)

바이오정보전자분야의 최근 연구동향, 신규 연구분야 및 관련 첨단 신기술에 대한 소개와 융합기술

에 관한 심층 토의를 전개한다. 바이오정보, 바이오전자, 바이오MEMS 분야의 최신 동향을 다루기 

때문에 개설 시점에 따라 강의 주제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관련 주제를 특강 부제로 사용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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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810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Leadership & Communication) 3:0:3(6)

‘Leadership & Communication'은 박사과정 대학원들에게 과학적 글쓰기와 말하기를 교육하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소양을 교육하는 교과목이다.

BiS960  논문연구(석사) (Thesis/Dissertation Research (Master))

BiS965  개별연구(석사) (Individual Study(Master))

BiS966  세미나(석사) (Seminar (Master)) 1:0:1

BiS980  논문연구(박사) (Thesis/Dissertation Research (Doctoral)) 

BiS986  세미나(박사) (Seminar (Doctoral)) 1:0:1

BiS987  바이오융합세미나(Advanced BioSeminar) 1:0:1

석사/박사 과정 학생들이 매 학기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함께 논의해 봄으로써 다양한 분야

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타 분야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자신의 연구에 대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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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대학원 

학과홈페이지 : gsms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4232

1. 학과소개

❒ 소개

  의과학대학원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M.D.) 들을 주요 대상으로 기초의학과 의공학 분야를 교

육하는 Ph.D. 학위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기초 의과학 분야와 의공학 분야의 세부 전공으로 

구분된다.

  기초 의과학분야 과정을 마친 M.D./Ph.D. 들은 현재 알려진 질병을 올바르게 치료할 뿐만 아니라 

각 질병들의 근본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나아가서는 새로

운 질병까지 발견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 21세기의 ‘건강하고 오래 사는 사회’ 구현에 가장 크게 이

바지하는 일꾼이 될 것이다. 

  의공학 분야를 마친 M.D./Ph.D. 들은 의학적인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의료기기와 장비개발에 참여

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진단 및 치료법 개발은 물론이고 의료산업을 이끌어갈 주역

이 되어, 바이오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할 것이다.

  의과학대학원은 전임교수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과, 바이오시스템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기계공학

과, 생명화학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신소재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과, 전산학과 등 KAIST 내 

관련 학과 교수들과 국내․외의 기존 의과대학 교수들이 겸임교수 또는 초빙교수 형태로 참여하여 학

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과정은 기본적으로 박사과정(Ph.D.) 이지만 입학생이 학사(B.S.)일 경우에는 석․박사통합과정으

로 입학하게 된다. 이수요건은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이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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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 석･박사통합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72학점 이상

     나. 교과목 학점 : 42학점 이상

         ◦ 공통필수 : 3학점 (리더십 강좌 포함)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학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계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 반드시 이수, 단,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 제외

         ◦ 선    택 : 39학점 이상

           - MSE501 의생명생화학 , MSE502 의생명분자생물학 , MSE503 의생명분자      

   세포생물학 I, MSE504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I, MSE505 의생명바이오정보전자    

   중 3과목 이상을 이수 

           - 타 학과 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교과목 중 30학점 이상 이수.

     다. 연구학점 : (논문연구, 세미나) 세미나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단, 일반장학생은 세미나 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72학점 이상

      나. 교과목학점 : 42학점 이상

         ◦ 공통필수 :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학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계론, CC530 

             기업가정신과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 1

        ◦ 선    택 : 39학점 이상

           - MSE501 의생명생화학 , MSE502 의생명분자생물학 , MSE503 의생명분자      

   세포생물학 I, MSE504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I, MSE505 의생명바이오정보전자    

   중 3과목 이상을 이수 

           - 타 학과 교과목을 포함하여 선택 교과목 중 30학점 이상 이수.

      다. 연구학점 : (논문연구, 세미나) 세미나 3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단, 일반장학생은 세미나 2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타 대학 및 과기원 타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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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석․박사과정

과목
구분

교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 고

공통

필수

CC010 11.010 리더십 강좌 1:0:0 봄·가을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선 택
(택 3)

MSE501 46.501 의생명생화학 3:0:3(3) 의과학대학원교수 봄 * CH581, **

MSE502 46.502 의생명분자생물학 3:0:3(3) 의과학대학원교수 봄 * BS524, **

MSE503 46.503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 3:0:3(3) 의과학대학원교수 봄 * BS611, **

MSE504 46.504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I 3:0:3(3) 의과학대학원교수 가을 * BS612, **

MSE505 46.505 의생명바이오정보전자 3:0:3(3) 의과학대학원교수 봄  가을 * BiS500, **

선 택

MSE551 70.551 의생명분자생물학 실험기법 3:0:3(3) 유욱준 가을 신설

BM501 70.501 의과학개론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502 70.502 임상의학개론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1 70.521 인체해부생리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2 70.522 인체병리학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523 70.523 신경생물학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4 70.524 실험동물학 3:0:3(6)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5 70.525 암유전학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6 70.526 응용임상학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701 70.701 의과학특강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702 70.702 의공학특강 3:0:3(3) 의과학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S524 21.524 고급분자생물학 3:0:3(3) 유욱준 봄

BS525 21.525 유전자발현 3:0:3(3) 강창원 봄

BS526 21.636 분자바이러스학 3:0:3(3) 최준호 가을

BS543 21.543 고급신경생물학 3:0:3(1) 김은준 봄 * BiS525

BS611 21.611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3:0:3(3) 생명과학과교수 봄

BS612 21.612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I 3:0:3(3) 생명과학과교수 가을

BS626 21.626 핵산생화학 3:0:3(3) 강창원 가을

BS672 21.672 동물세포공학 3:0:3(2) 이균민 가을

BS685 21.685 고급발생학 3:0:3(6) 김재섭 봄

BS722 21.722 발암생화학 3:0:3(3) 정안식 가을

BS750 21.750 생물공학특강 3:0:3(0) 생명과학과교수

BS782 21.782 세포신호전달 3:0:3(6) 정종경 가을

BiS500 41.500 바이오정보전자 3:0:3(3)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가을

BiS523 41.523 과학도를위한정보전자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

BiS531 41.531 바이오정보학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가을

BiS551 41.551 의료영상처리 3:0:3(3)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

BiS554 41.554 신경회로망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가을 * EE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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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교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 고

BiS571 41.571 바이오기전공학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

BiS623 41.623 생물전자소자 3:0:3(3)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가을

BiS632 41.632 바이오통계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가을

BiS653 41.653 의료영상시스템 3:0:3(6)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 * EE737

BiS672 41.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NEMS) 3:0:3(4)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가을

BiS771 41.771 나노바이오공학 3:0:3(4) 바이오시스템학과교수 봄

PH507 20.607 전자기학 I 3:0:3(4.5) 물리학과 교수 가을

CH521 23.521 고급유기화학 3:0:3(3) 이희윤, 최인석 봄

CH581 23.581 고급생화학 3:0:3(3)
이영훈, 이지오, 
최병석

봄

CH610 23.610 핵자기공명분광학 3:0:3(3) 최병석 봄 가을

CH782 23.782 생화학특강 I 3:0:3(3)
화학과 
생화학분야교수

봄 가을

CH783 23.783 생화학특강 II 3:0:3(3)
화학과 
생화학분야교수

봄 가을

선 택

MAE510 40.510 고등유체역학 3:0:3(6) 현재민 봄

MAE521 40.521 점성유동 3:0:3(6) 최도형 가을

MAE530 40.530 고등고체역학 3:0:3(6) 임세영,엄윤용 봄

MAE561 40.561 선형시스템제어 3:0:3(6) 박영진,장평훈 봄

MAE563 40.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2:3:3(6) 오준호 가을

MAE564 40.564 신경망 이론 및 응용 3:0:3(6) 권대갑, 조형석 봄

MAE604 40.604 측정학 2:3:3(6) 김승우 봄

MAE642 40.642 생체역학 3:0:3(6) 윤용산 가을

MAE655 30.655 로보트 공학 3:1:3(6) 장평훈 가을

CBE662 39.662 생물분리공정공학 3:0:3(3) 이상엽 가을

CBE664 39.664 재조합미생물공정 3:0:3(3) 이상엽 봄

MS514 34.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3:0:3(3) 홍순형 가을

MS572 34.572 복합재료 3:0:3(3) 홍순형 가을

MS622 34.622 유리과학기술 3:0:3(2) 배병수 봄

NQE561 33.561 방사선계측시스템 3:0:3(4) 조규성 봄

NQE562 33.562 방사선영상계측 3:0:3(4) 조규성 봄

EE535 35.535 영상처리 3:0:3(6) 김성대 봄

EE561 35.561 집적회로소자개론 3:0:3(6) 윤의식 봄

EE682 35.682 지능제어이론 3:0:3(6) 변증남 가을

EE737 35.737 영상시스템 3:0:3(6) 나종범, 박현욱 봄

연구

MSE960 46.960  논문연구 (석사) 봄·가을

MSE966 46.966  세미나 (석사) 1:0:1 의과학대학원교수 봄·가을

MSE980 46.980  논문연구 (박사) 봄·가을

MSE986 46.986  세미나 (박사) 1:0:1 의과학대학원교수 봄·가을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이며, ** 는 학∙석사 상호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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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석･박사과정

MSE501  의생명생화학 (Biomedical Biochemistry)    3:0:3(3)

생명현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내 중요한 분자들의 구조와 특성, 대사 

작용 조절 작용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룬다.

MSE502  의생명분자생물학 (Biomedical Molecular Biology)                  3:0:3(3)

DNA에서 RNA를 거쳐 단백질에 이르는 센트럴 도그마의 근본 원리와 관련 조절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검토한다.

MSE503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 (Biomedical Cell Biology)  3:0:3(3)

세포 기관들의 구조와 기능을 다양한 각도로 공부한다. 세포기관들의 독특한 기능뿐만 아니라 세포 

상호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에 대해 다루고 세포내 물질들의 변화에 대해서 공부하며 나아가서는 

의과학에 어떻게 응용될 것인가에 대하여 토의한다. 

MSE504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I (Biomedical Cell Biology)    3:0:3(3)

의생명분자세포생물학 I의 연장으로 세포수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명현상을 살펴봄으로써 의과

학 연구를 위한 기본적이면 포괄적인 이해능력을 배양한다.

MSE505  의생명바이오정보전자 (Biomedical Bioinformatics) 3:0:3(3)

생명과학 및 의학과 정보, 전자, 기계 공학 간의 학제적 연계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을 살펴보

고, 최신 연구기법과 응용 예를 중심으로 바이오정보전자 복합시스템에 대한 설계, 해석, 개발 능력

을 배양한다.

MSE551  의생명분자생물학 실험기법

(Experimental Techniquies of Biomedical Molecular Biology)                       3:0:3(3)

의생명분자생물학 연구의 기본이 되는 최신 실험기법을 공부한다.

BM501  의과학개론 (Current Topics of Biomedical Research) 3:0:3(3)

기초 의과학과 의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앞으로 중요한 연구분야

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과제들을 소개한다.

BM502  임상의학개론 (General Clinical Medicine) 3:0:3(3)

인체 각 계통의 정상구조와 기능, 질병의 발생기전 및 치료, 예방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BM521  인체해부생리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3:0:3(3)

의과학의 주대상인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적 측면에서 다룬다.

BM522  인체병리학 (Human Pathology) 3:0:3(3)

질병의 발생기전, 증상, 진단, 경과, 치료효과, 예후 등을 다루며 나아가 각 신체부위별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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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523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3:0:3(3)

인체의 최고 중추인 뇌의 신경생물학에 초점을 두고 신호의 세포생물학, 운동인식, 조직화, 발달, 고

위정신기능의 다섯가지 주제를 다룬다.

BM524  실험동물학 (Experimental Animals) 3:0:3(6)

기초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해부생리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동물실험의 기초기법, 동물

마취법, 독성시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모델동물에 대해 강의한다.

BM525  암유전학 (Genetics of Cancer) 3:0:3(3)

다양한 암조직에서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발암유전자의 세포증식에 대한 영향과 암억제유전자의 유

전적, 후유전적 변이기작을 설명한다. 암발생부위에 따른 유전적 변이의 원인과 특징적인 발암 기작

에 대하여 강의한다.

BM526  응용임상학 (Applied Clinical Science) 3:0:3(3)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기술에 힘입은 영상의학과 방사선 치료기술의 소개, 또한 점차로 공학

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발전하고 있는 혈관공학, 환자 및 환자의 가족 검체를 이용하여 질환을 규

명하고자 하는 유전적 연구 등 최신의 의료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이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임상의학의 이해뿐만 아니라 의과학의 임상의학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BM701  의과학특강 (Special Topics in Biomedical Sciences) 3:0:3(3)

의학과 과학이 상호 연관성있는 분야에서 최근에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를 선정하여 강의한다. 반복수강이 가능하다.

BM702  의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Biomedical Engineering) 3:0:3(3)

의학과 공학이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최신 추세를 강의한다. 인체대체조직과 새로운 진단기기의 

개발 등 의학분야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한다. 반복수강이 가능하다.

BS524  고급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3:0:3(3)

DNA의 구조와 복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명현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

아보고 DNA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생화학적 특성과 이러한 효소들이 존재하게 된 진화적 

이유를 DNA 구조와 관련지어서 논의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근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지식이 어떻게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BS525  유전자발현 (Gene Expression) 3:0:3(3)

이 과목은 유전자발현과 그 조절의 기작에 관한 모든 단계의 근본적 원리들을 다루며, 특히 원핵세

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전사조절 과정의 여러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RNA의 가공과 편집, 번

역과정의 조절, 단백질의 활성화 등을 다룬다. 

BS526  분자바이러스학 (Molecular Virology) 3:0:3(3)

이 과목은 바이러스의 구조 및 복제와 여러 유전자의 기능을 분자수준에서 파악하여 바이러스의 구

조적, 생화학적, 분자생물학적 특성을 다룬다.

BS543  고급신경생물학 (Advanced Neurobiology) 3:0:3(1)

뇌신경세포와 관련된 기본적 사항 (신경세포의 발생, 신경전달 및 신경가소성 등)과 다양한 뇌기능 

및 뇌질환 (감각, 운동, 수면, 기억 및 정신병 등)과 관련된 분자 세포생물학적 기전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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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611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 (Advanced Molecular Cell Biology I)    3:0:3(3)

이 과목은 대학원생의 학위수행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대 생명과학의 고급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과

정으로 최신의 연구결과를 포함한 분자세포생물학 과정을 다룬다.

BS612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I (Advanced Molecular Cell Biology II)      3:0:3(3)

이 과목은 고급분자세포생물학 I의 연장으로 세포수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생명현상을 

분자기작 측면에서 강의함으로 대학원생의 학위연구에 필요한 필수적인 현대 생명과학의 고급지식

을 습득케 한다.

BS626  핵산생화학 (Nucleic Acid Bi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핵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기능들을 

다룬다. DNA curvature, tetraloop RNA, pseudoknot RNA, catalytic RNA (ribozymes), telomerase RNA, 

guide RNA, DNA/RNA의 의약품 개발 등을 다룬다.

BS672  동물세포공학 (Animal Cell Biotechnology) 3:3:3(2)

이 과목은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세포로부터 각

종 단일군항체, 백신 및 기타 유용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인간골수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생산 등의 Tissue Engineering의 최근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S685  고급발생학 (Advanced Developmental Biology)     3:0:3(6)

1. 고등 동물의 발생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증진한다.

2. 동물발생과정의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 생화학적 기반에 대해 배운다.

3. 비교발생학 및 진화발생학에 익숙하게 된다.

첫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수정, 배의 발생축 결정, 기관 발생 등의 분자적 기작에 대해 강의가 진

행될 것이다. 두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초파리와 닭의 날개 및 다리 발생, 개구리와 닭의 신경

계 발생 및 외배엽의 조직분화, 꼬마선충의 생식기 발생 과정 등에서 일어나는 세포간의 신호전달, 

세포분화, 세포운명결정, 프로그램사멸 등을 구체적으로 논할 것이다. 세 번째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기 다른 생물체의 body patterning에서 Hox complec의 적용차이와 각기 다른 곤충에서의 다리 분화과

정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될 것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

과 실험적 접근법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 학생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BS722  발암생화학 (Biochemistry of Carcinogenesis) 3:0:3(3)

이 과목은 암의 유발을 분자적 상호작용과 유전적인 변화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과정을 다

루고자 한다. 발암물질, 산소레디칼, 암유전자, 암억제 유전인자, 세포성장인자, 세포주기 조절 등에 

의한 상호의 작용을 토대로 발암과정을 설명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의 예방 및 유전자 치료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BS750  생물공학특강 (Selected Topics in Biotechnology)                                   3:0:3(0)

이 과목은 생물공학분야에서의 최신 연구동향과 중점연구분야를 소개하고 관련된 지식과 연구방법 

등을 이해시킨다.

BS782  세포신호전달 (Cell Signal Transduction)      3:0:3(6)

이 과목은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분자수준의 신호전달 기작을 최근 발표된 논문 중심으로 

토론 강의한다.

BiS500  바이오정보전자 (Bioinformation and Bioelectronics)      3:0:3(3)

생물학 및 의학과 정보, 전자, 기게 공학 간의 학제적 연계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을 조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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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연구기법과 응용 예를 중심으로 바이오정보전자 복합시스템에 대한 설계, 해석,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BiS523 과학도를위한정보전자 (Information and Electronics for Scientists)                     3:0:3(6)

과학과 공학의 융합분야의 이해와 학제적 기술습득을 위해 과학도들에게 필요한 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정보전자 기초기술을 교육함.

BiS531 바이오정보학 (Bioinformatics)                                       3:0:3(6)

유전자의 전사, 번역, 상호작용 과정과 유전자 연구를 위한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을 소개하고, 서

열, 구조, 모티프와 같은 고전적인 바이오 데이터 처리 및 cDNA, SNP, 2D PAGE/MALDI, Pathway와 

같은 기능 분석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처리 기법을 익힌다.

BiS551 의료영상처리 (Medical Image Processing)             3:0:3(3)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체영상 신호들의 처리와 가시화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영상의 획

득 원리, 신호의 처리, 가시화 방법, image fusion and registration, 3차원 가시화,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료계획 및 수술 시뮬레이션 등의 이론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BiS554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s)                     3:0:3(6)

신경회로망의 이론과 응용, 구현 기술을 다룬다. 신경회로망 학습의 2가지 기본이 되는 자율학습 

Hebb의 법칙과 지도학습 오차역전파 법칙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각종 신경회로망 모델의 구조와 학

습법칙을 설명한다. 각 신경회로망 모델의 주요 응용과 신경회로망의 특징을 살린 hardware 구현을 

포함한다.

BiS571 바이오기전공학 (BioElectroMechanics)            3:0:3(6)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전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기계시스템

과 전자시스템간의 상사 및 기전복합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의료검진 장비의 시

스템적인 구성과 동작원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의료산업에의 응용에 관해 소개한다. 

BiS623 생물전자소자 (Bioelectronic Devices)                             3:0:3(3)

효소, 항체, 미생물, 동물세포, DNA와 같은 생체물질의 분자인식 기능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바이오

칩 등의 생물전자소자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공학, 정 화학, 의료산업 분야의 응용 

예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iS632 바이오통계 (Bio-Statistics)                                     3:0:3(6)

서열 및 구조간 유사성 판단, mRNA 발현 분석 및 단백질 발현 분석 등 바이오 정보처리에 광범위

하게 적용되는 통계적 기법을 익힌다. 확률 분포, 추정, 가설 검증, 회귀분석, 주성분 분석과 같은 

통계적 기법을 바이오 정보처리와 연계하여 깊이 있게 다룬다. 

BiS653  의료영상시스템 (Biomedical Imaging System)     3:0:3(6)

여러 가지 의료용 영상시스템의 원리와 영상법, 그리고 각각의 응용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며, X-선 영

상, 초음파 영상, X-선 CT, MRI, PET, PACS 등의 영상시스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소개한다.

BiS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 (NEMS) (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3:0:3(4)

극미세 영역에서의 물리현상과 나노기전복합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학적 문제를 다룬다. 나노기전

복합시스템(NEMS)과 마이크로기전복합시스템(MEMS)의 해석과 설계, 소재와 제조공정, 성능시험과 

분석 등에 필요한 학제적 기술기반을 제공하며, 관련 연구동향과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개별 프로젝

트를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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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771  나노바이오공학 (Nanobiotechnology)     3:0:3(4)

극미세 생체 물질과 반응에 관한 기계, 재료,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극미세 에너지의 변

환 및 물질 전달, 그리고 관련 소자 및 거동특성을 이해한다. 극미세 바이오 물질의 High 

Throughput 분석과 처리를 위한 Bio-MEMS 소자 및 NEMS (Micro/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개발사례 및 관련 과학기술적 현안을 토의한다.

PH507  전자기학Ⅰ(Advanced Electrodynamics I)               3:0:3(4.5)

전자기에서의 경계치문제, Maxwellqkdwjdtlr, 평면파, 도파관과 공동에서의 전파양식, Multiple Fields

와 복사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PH231, PH232)

CH521  고급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화합물의 화학결합, conformational analysis, 입체화학, nucleophilic substitution, elimination

과 addition 그리고 유기반응 mechanism에 대하여 다룬다.

CH581  고급생화학 (Advance Biochemistry)       3:0:3(3)

이 과목은 복제, 유전자발현, 단백질 합성 등 생체 고분자의 생합성을 심도있게 강의하고 단백질 및 

핵산구조의 특징과 기능적 측면을 토의한다.

CH610  핵자기공명분광학 (NMR Spectroscopy)         3:0:3(3)

이 과목은 NMR의 기본원리와 새롭게 개발된 최신 방법론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유기, 무기 및 

생물고분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응용을 다룬다.

CH782  생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 3:0:3(3)

이 과모은 핵산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며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주제에는 핵산의 성질 및 구조, 유전자 구조 및 기능, 유전자 발현,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응용이 포함되어 있다.

CH783  생화학특강 Ⅱ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단백질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다. 주제에는 단백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정제, 단백질-리

간드 복합체의 형성, 효소반응론, 효소작용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MAE510  고등유체역학 (Advanced Fluid Dynamics) 3:0:3(6)

유체유동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다룬다. 지배방정식의 유도와 이에 따른 유체유동 모형을 정리한다. 

점성 및 비점성유동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MAE521  점성유동 (Viscous Fluid Flow) 3:0:3(6)

Navier-Stokes 방정식의 특성과 해법; 해석적 엄 해 및 수치해; 유동영역 및 근사; 층류경계층 - 방

정식, 해석기법 및 응용; 유동의 안정이론 소개; 난류경계층 - 시간평균 및 Reynolds 응력 방정식, 난

류모형, 경계층 해법 및 응용을 다룬다. 

MAE530  고등고체역학 (Advanced Mechanics of Solids) 3:0:3(6)

학부수준의 고체역학 개념을 확장하고 연속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고체역학의 기

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MAE561  선형시스템제어 (Linear System Control) 3:0:3(6)

동적시스템의 상태변수 모델링,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해석과 설계, 다변수제어이론 및 가제어성과 

가관측성 이론, 관측기설계 (Kalman filter 포함), 모사함수를 사용한 비선형시스템 해석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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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563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2:3:3(6)

마이크로컴퓨터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계언어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탈 신호처리 등의 과제를 공부한 후, 실험을 통하여 

80196계열, PIC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MAE564  신경망 이론 및 응용 (Artificial Neural Network : Theory and Application) 3:0:3(6)

인공 신경망 전반에 대해서 이론 및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하며, 인공 신경망이 생체의 신경망을 어

떻게 모방하고 있는지와 이의 적용 효과를 강조한다.

MAE604  측정학 (Metrology) 2:3:3(6)

기계공학에서 요구되는 가공제품의 치수 및 형상정 도와 공작기계제작과 관련된 정 도 성능 평가

에 요구되는 제반 측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해석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최근에 발달된 측정방법 중 삼차원 측정기 및 전자기학과 광학을 이용한 측정

기법의 기본원리 및 응용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MAE642  생체역학 (Biomechanics) 3:0:3(6)

인체의 골-근육계의 구조와 기능 및 거동을 이해하고 공학의 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골-근육계의 

물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계공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다룬다.

MAE655  로보트 공학 (Robotics Engineering) 3:1:3(6)

이 과목은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본 계측원리, 로봇의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인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장치, 제어방법과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도 다룬다. 주로 로봇이 생산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CBE662  생물분리 공정공학 (Bioseparation Process Engineering) 3:0:3(3)

일반적인 분리법에 의할 경우 파괴되기 쉬운 생화학 물질의 분리 및 정제법의 기본을 다루며, 1차 

분리인 불용성 물질의 제거, 생성물의 2차 분리, 정제공장 및 고급화 방법을 다룬다. 강의는 여과 

원심분리, 세포분쇄, 추출, 흡착, 크로마토그라피, 침강, 한외여과, 전기영동법 등에 초점을 맞춘다.

CBE664  재조합 미생물공정 (Process for Recombinant Microorganisms) 3:0:3(3)

이 과목에서는 재조합 미생물공정에 의한 유용물질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

룬다. 플라스미드 (벡터) 개발, 유전자 클로닝 및 조작기술을 포함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숙주 세

포의 선택, 형질 전환, 그리고 재조합 미생물의 안정성을 포함한 특성해석 등에 관하여 논한다. 또

한 전반적인 재조합 균주개발기술과 재조합 미생물의 발효공정을 다룬다.

MS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Mechanical Behavior of Solids) 3:0:3(3)

재료의 기계적 성질, 변형 및 파괴에 관한 현상과 이론을 소개하며 기계적 성질과 미세구조와의 상

관관계를 이해한다. 주요 내용으로 탄성변형과 소성변형, 전위론, 강화기구, 고온변형, creep, 초소성, 

파괴, 피로 등을 다룬다.

MS572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0:3(3)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강화재료와 기지재로의 특성과 선택기준, 강화재/기지의 계면반응, 강화기구 

및 기계적 성질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금속 복합재료, 세라믹 복합재료 및 고분자 복합

재료의 설계, 제조공정, 특성, 응용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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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22  유리과학기술 (Glass Science and Technology) 3:0:3(2)

유리의 형성, 유리의 구조, 유리내의 이동현상, 유리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상현상과 결정화와 유리

의 제조기술에 관한 고급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각 학기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유

리와 결정화 유리의 최근 응용분야들도 다루며 특히, 유리의 광특성을 이용한 광통신 및 정보기술

의 응용에 중점을 둔다.

NQE561  방사선계측시스템 (Radiation Measurement Systems) 3:0:3(4)

본 과목은 핵 계측 또는 방사선 계측기의 전기적 신호 및 잡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신호의 발

생, 증폭, 전달 및 측정의 원리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방산선계수, 분광, 시간 계측 및 영상

계측시스템 설계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한다.

NQE562  방사선 영상계측 (Radiation Imaging Instrumentation) 3:0:3(4)

본 교과목은 의료 및 비파괴분야에 활용되는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제 방사선의 영상을 계측

하는 영상계측기의 분석에 관한 이론 및 설계기법을 다룬다. 기본적인 2차원 엑스선 라디오그래피

와 고급 감마선 카메라를 포함하여 3차원으로 확대되는 토모그래피 및 라미노그래피기술에 관해 심

도있게 다룬다.

EE535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0:3(6)

여러 가지 영상신호 발생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처리와 분석, 이해

에 대해 배운다. 주제는 샘플링, 선형과 비선형 영상처리, 영상압축, 영상재구성, 영상분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E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vices)   3:0:3(6)

이 과목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적회로소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강

의한다. 양자 역학과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PN 접합 다이

오드, MOS 캐패시터, MOSFET, Biopolar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

리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micron 단위 이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차

적인 현상 (Deep submicron secondary effect)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에 대

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682  지능제어이론 (Intelligent Control Theory) 3:0:3(6)

지능제어 기법으로 알려진 여러가지 제어기법 중에서 불확실성 처리와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fuzzy 제어기 및 신경회로망 학습제어기 설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fuzzy set 이론 및 fuzzy 논리를 이용한, fuzzy 제어기의 설계 방법 및 응용예를 다루고, ANN을 

Review한 후 이에 기반하여 dynamic 시스템 제어를 위한 ANN-기반 학습 제어 기법과 최적화를 위

한 유전자 알고리즘 (GA) 등을 포함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지능제어 기법들을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581)

EE737  영상시스템 (Imaging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는 몇 가지 의료영상시스템과 여러 영상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해 다룬다. 주제로는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X선 단층촬영기, 단광자 방출 단층촬영기, 양

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영상장치와 관련 후처리 기법들이다.

MSE960  논문연구 (M.S. Thesis Research)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 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386 / 2007~2008 학사요람

MSE966  세미나 (M.S. Seminar)                               1:0:1

의과학, 의공학, 생명공학 전분야의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

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한다.

MSE980  논문연구 (Ph.D. Thesis Research)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 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MSE986  세미나 (Ph.D. Seminar)                     1:0:1

의과학, 의공학, 생명공학 전분야의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

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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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Economics Program

학과홈페이지 : http://bep.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4332-3

1. 개요

KAIST Business Economics Program (BE)은 과학기술과 경영 및 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문

제해결 능력,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갖춘 과학기술사회의 새로운 리더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경영 및 경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전공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마인드와 기업가 정신을 가진 새로운 이공계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세계적

인 기술혁신과 사회변화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있다. 

 

2. 교과과정 

   ● 강의운영

       - 사례 중심의 강의

         경영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case들의 성공/실패 사례를 이론에   

        접목시켜 강의를 진행함.

       - 현업에 종사하는 Consulting professor의 활용

강의와 연관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한 학기에 3-4명 정도의 팀으로  구성되어 

(Consulting professor), 교재에서 제공하는 경영적 지식만이       아니라 현실에서 요구 하

는 경영적 지식들을 중심으로 학습함.

       - 소그룹 과제 등을 통한 Hands-on Experience

         강의 내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투자 등 다양한 그룹 과제를 통해서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해 볼 수 있고, 창의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도록 함.

       - 경영․경제 관련 각종 경진 개최

         Entrepreneurship Essay Competition, Case Study Competition 등과 같은 행사들 

         통해 학생들의 경영․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려고 함.

3. 교과목 이수요건 (총18학점 이수)

    ① 부전공 필수

        - 경영학개론 (BEP400)

    ② 부전공 선택

        - 경제학원론(BEP405) 또는 경제학개론(HS144) 중 택1하여 이수

    ③ 부전공 선택

         - 부전공 선택Ⅰ(6학점 이상)

         - 부전공 선택Ⅱ(3학점 이상)

        

  ※ BEP481 Business Economics 특수논제는 부제가 다를 경우 6학점까지만 인정함.



388 / 2007~2008 학사요람

4.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 고

부전공필

수
BEP400 42.400 경영학개론 3:0:3(3) staff 봄,가을 *MGT210

선택

(3학점)

BEP405 42.405 경제학원론 3:0:3(3) 김원준 봄,가을

HS144 10.144 경제학개론 3:0:3(3) satff 봄,가을

부전공

선택Ⅰ

(6학점

이상)

BEP410 42.410 재무관리 3:0:3(3) staff 봄․여름 *MGT341

BEP411 42.411 투자론 3:0:3(3) staff 봄,가을 *MGT432

BEP420 42.420 회계학원론 3:0:3(3) staff 봄,가을 *MGT342

BEP430 42.430 마케팅 3:0:3(3) 김원준 봄,가을 *MGT346

BEP450 43.450 기업가 정신과 벤처 3:0:3(3) 양태용 봄,가을

BEP491 42.491 CEO 세미나 1:0:1(0) 양태용 봄,가을

CC530 3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6) 양태용 봄

선택Ⅱ

(3학점 

이상)

BEP440 42.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 3:0:3(3) staff 봄,가을

BEP441 42.441 특허법과 경영 3:0:3(3) staff 봄,가을

BEP442 42.442
문화콘텐츠 관련법과 

지적재산권
3:0:3(3) staff 봄,가을

BEP460 42.460 경영정보시스템 3:0:3(3) staff 봄,가을 *MGT320,
IE461

BEP471 42.471 시장경제의 이해 3:0:3(3) staff 봄,가을

BEP481 42.481 Business Economics 특수논제 3:0:3(3) staff 봄,가을

IE200 31.200 OR개론 3:1:3(4) 봄,가을

IE525 31.525 프로젝트관리 3:1:3(4) 봄

※ 400, 500단위는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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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BEP400  경영학개론(Introduction to Management)              3:0:3(3)

본 과목은 동태적 환경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 기업의 효과적/효율적 경영과제와 

접근방법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개설된다. 기업의 본질과 경영활동 및 경영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경영학 전반에 걸친 개념적 틀을 바탕으로, 경영과정의 기본기능의 구체적 내용들을 살펴보고, 주요 

경영학 분야, 조직변화와 혁신, 기업가정신에 대한 최근 동향도 다룬다. 

BEP405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Economics)              3:0:3(3)

본 과목은 기본적인 경제 법칙들, 특히 미시 경제 법칙들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경제 분석의 

개념, 수요공급 이론, 소비자 선호와 소비자 효용, 소비자 선택, 생산요소와 생산함수, 비용곡선과 

비용 최소화, 완전경쟁 시장, 독과점, 게임이론 등과 같이 내용들을 다룬다.

BEP410  재무관리(Financing)              3:0:3(3)

재무관리의 기초과목으로서, 기업 경영과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목표를 둔다. 기업가치, 투자안의 평가, 위험의 역할과 위험에 대한 평가, 기업의 

자기자본과 부채 비율 관련 논의, 시장의 효율성 논의 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BEP411  투자론(Investments)              3:0:3(3)

본 과목은 투자의 기본적인 이론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둔다.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익힌 뒤, 포트

폴리오 최적화와 자산가격 결정이론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에서 투자 문제에 적용해서 연습해 본다. 

또한 투자전략과 관련된 각종 모형들을 살펴보고 투자의 종류, 투자의 특성을 이해한다.

BEP420  회계학원론(Principles of Accounting)              3:0:3(3)

회계정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의 필요성 및 기업이 재무제

표를 작성, 공시하는 이유를 이해 한다. 회사의 재무정보를 요약분석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

여, 주요 회계처리방법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또한, 고급

회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 소양을 배양하고 재무분석에 대한 이해를 통해 회계정보의 의미를 정

보이용자 입장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BEP430  마케팅(Marketing)                      3:0:3(3)

공학도를 위한 마케팅은 이공계 학생들에게 마케팅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준다. 본 수업에서는 

비경영학도들을 위해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주요 이슈를 전반적으로 학습하고, 학습된 개념을 바탕

으로 기술 지향적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의 마케팅을 이론과 결부하여 학습효과를 높인다.

BEP440  벤처기업 관련법과 사례분석(Legal Aspects and Cases of Entrepreneurship)    3:0:3(3)

이공계 벤처기업의 기술과 창업 관련 법률 자문을 실무에서 담당하는 법무 법인이 사례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과 벤처 창업 및 운영에 있어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 사례 등에 대해서 소개한다.

 

BEP441  특허법과 경영 (Patent Law and Management)              3:0:3(3)

본 과목에서는 기업 혹은 개인의 연구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결과물의 성격과 그러한 결과물을 특

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적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개인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절

차적 측면과, 보호 받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 형성된 이후 권리행사의 일환을 행해지는 Licensing 등 

특허 경영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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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442  문화콘텐츠 관련법과 지적재산권(Laws on Cultural Contents and Intellectual Properties)   3:0:3(3)

본 과목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웹페이지,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의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사

업을 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관련 법 지식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도모하며, 문화 콘텐츠의 개발, 제

작, 배급에 이르기까지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제작자로서 알아야할 저작권, 상표권, 도메인네임관련 

법률, 초상권, 명예훼손, 프라이버시,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법지식을 강의와 사례연구 등을 통

해 연마하도록 한다.

BEP450  기업가 정신과 벤처(Entrepreneurship & Venture Business)              3:0:3(3)

기업가 정신과 벤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벤처 기업과 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알

려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본 수업에서는 공학도들에게 벤처 기업의 기본 개념과 기업가 정신을 훈련시

킨 뒤,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통해 현실에서의 벤처 기업과 창업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다.

BEP460  경영정보시스템(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3:0:3(3)

교육내용을 크게 2단계로 전개 한다. 우선 정보시스템의 종류와 발전 형태를 조망한 뒤 소프트웨어

와 데이터의 분리를 통한 data의 개념을 정립한다. data 가 information 으로 다시 knowledge로 변해가

는 과정을 설명하고 전형적인 DBMS, KMS, CMS를 소개한다. 방대한 자료에서 지식을 추출하는 

mining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1부를 마친다. 2부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 시스템을 언급하고 

ERP, SCM, CRM 의 실증적 개념과 실습을 전개한다.

BEP471  시장경제의 이해(Introduction to Market Economy)              3:0:3(3)

본 강목은 체계적 경제학 지식이 없는 일반 대학생에게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소개하고, 시장경제

를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 변화, 기업의 발전, 법제도의 변환, 금융구조의 변화 및 국제질서의 새로

운 흐름 등의 근본원인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과도한 경제학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한 경제학적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것이 주목적이며, 이를 통해서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BEP481  Business Economics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Business Economics)  3:0:3(3)

현 교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개설 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BEP491  CEO세미나 (CEO seminar)                       1:0:1(0)

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취한다.

HS144  경제학 개론(Introduction to Economics)      3:0:3(6)

일상의 생활에서 발생하는 제반 경제적 행태의 설명을 위해 정립된 미시적 경제이론의 내용과 발전

과정, 기초적 분석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또한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한 제반 경

제정책을 중심으로 발전된 거시적 경제의 기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CC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Entrepreneurship and Business Strategies)   3:0:3(6)

세계시장을 지향한 글로벌 벤처기업의 창업 및 경영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에 대해 강

의하고 사례를 소개함.

IE200  OR 개론 (Introduction to Operations Research)        3:1:3(4)

OR은 인간, 기계, 물자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분야이다. 다루는 내용은 크게 최적화 방법과 확률론적 분석 방법등 

두 가지이다. 본 과목은 이러한 내용을 OR을 전공하지는 않지만 OR의 기법들에 대하여 흥미를 가

지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OR 입문 강의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최적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공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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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525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3:1:3(4)

프로젝트관리 개념과 계획모델 및 알고리듬, 작업분할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프로젝트관리 

프로세스, 관리시스템을 학습하고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와 SW개발/SI프로젝트의 관리에 적용하는 기

술을 교육,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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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경영대학  ▷ 테크노경영대학원

 ▷ 금융전문대학원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영 교육 분야 선도적 역할

KAIST 경영대학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경영교육과 학문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일류 경영대학원의 비전을 표방하며 1996년 

개원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을 토대로 국내 최초 미국식 전일제 MBA를 도입하여 경영학 교육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교과과정, 국제적 수준의 연구활동, 활발한 산학 및 글로벌 

협력을 통해 2003년 경영대학 국제인증 AACSB를 획득하였고, 2006년에는 국내외 경영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금융전문대학원과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을 개원하여 금융과 정보미디어 교육분야에서 새

로운 도약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 테크노경영대학원

    Ο학위과정  

       ― 경영공학전공(MS/Ph.D)

       ― MBA(테크노MBA/IMBA)

       ― Executive MBA

    Ο고위경영자과정

❚금융전문대학원

    Ο금융 MBA

    Ο금융전문가과정 KFMP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Ο정보미디어 MBA

    Ο텔레콤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 ATM

❚국제화 지표

   Ο AACSB(경영대학 국제인증) 2003 획득 

   Ο AAPBS(아시아 태평양 경영대학협회) 2004 창설 

   Ο IS(정보시스템) 분야 세계 13위

❚이유 있는 No. 1

   Ο The First MBA in Korea 

     국내 최초 전일제 MBA, 10년 전통의 국내 MBA 브랜드 대명사 

   Ο The Industry-Specific Curriculum 

     기술과 경영을 아는 리더를 양성하는 특화된 커리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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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Ο Global Leadership Program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국제화 프로그램 

   Ο Quality Program 

     철저한 학점관리, 사례분석, 팀프로젝트, 토론 중심의 수준 높은 교육 

   Ο Real Business Experience 

     인턴십, 경영자문실습 등 현장 경험을 통한 비즈니스 스킬 함양 

   Ο World-Class Study Environment 

     세계적 수준의 연구 환경 및 연구 space 제공

❚ 비학위과정

    최고경영자와 관리자들이 단기간 내에 최신 경영기법을 접하고 이해하며 실제 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Open Enrollment Programs

      ⌑ 최고경영자과정(AIM): 글로벌 경쟁시대를 선도할 최고경영자를 위한 최신 경영이론 및 

새로운 관리기법 교육      

      ⌑ 최고컨설턴트과정(AIC): 회사 중견관리자들에게 최신 경영이론과 변화관리 컨설팅기법 교육

      ⌑ 정보미디어 최고경영자과정(ATM): 디지털 경영전략, 정보통신/미디어/컨텐츠 산업계의 

경영자를 위한 교육과정     

      ⌑ KAIST 금융전문가과정(KFMP):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국제적 수요에 기반을 둔 

맞춤형 교육 실시

      ⌑ 전자정부고위과정(AeG): 전자정부 관련 고위공무원과 민간기업 고위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식정보 마인드를 확산하고 조직혁신관리에 대한 IT 체계적인 교육 실시

  • Customized Programs

      ⌑ 현대･기아자동차-KAIST 글로벌전문과정(HKMC): 현대‧기아자동차의 우수 인재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실제이론과 기법 교육

      ⌑ CJ-KAIST AMP/GMP 과정: CJ 그룹 임원진 및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경영전반 지식과 경영

스킬을 집중적으로 교육, 차세대 리더 양성 목표

❚ 연구센터

경영 관련 연구 및 제반 산학협동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테크노경영연구소와 분야별 센

터를 두고 있다. 분야별로 용역연구와 자문활동 등을 수행하고 MBA 과정과 고위경영자, 정책전

문가 과정 등 비학위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현재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공정

거래연구센터, 금융공학연구센터, 비즈니스법률연구센터, 사회책임경영연구센터, 정보미디어연

구센터, 지식경영연구센터, 지식기반전자정부연구센터, 혁신 및 기업가정신 연구센터, BPM/RTE 

연구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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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테크노경영대학원  ▷ 경영공학전공

 ▷ MBA과정

  ▹ 테크노경영전공

  ▹ IMBA전공

  ▹ 이그제큐티브전공

술과 경영의 결합, 세계 초일류 경영대학원

1995년 설립된 테크노경영대학원은 학문적 연구의 탁월성에 초점을 둔 경영공학전공 

석⋅박사 과정과 기업의 경쟁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자를 양성하기 위한 

MBA 과정, 미래 최고경영자로 성장할 기업의 핵심인재를 위한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Executive 

MBA 과정, 그 외에 고위경영자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기술”과 “경영”을 접목한 교과과정과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2003년 AACSB 국제인증 취득 및 유수 외국 경영대학원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수준의 경영대학원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교육목표

  Ο 비전: 기술과 경영의 결합을 통한 세계 초일류 경영대학원

  Ο 미션: 기술/경영분야 글로벌 경영인력 양성과 연구

           교육과 연구의 탁월성 추구

           경영교육과 기술교육의 통합추구

           정부, 사회, 기업 요구에 부응

  Ο 교육방향

     경영공학: 세계 수준의 연구자, 학자 배출

     MBA 전공: 탁월한 경영인, 기술을 하는 경영인 양성

     고위경영자과정: 산업체 최고 경영자 재교육

■ Motto : "Research & Art"

21세기 글로벌 경영자의 핵심 자질로 인문 예술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리능

력을 넘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신화를 창조하는 자질이 경영인에게 있어 갈수록 중요하게 여겨지

게 되었습니다.  

■ 교육 및 운영 방침

범세계적 시야를 가진 21세기 경영자 양성 

  Ο 교육방침(Global Tips)

    - GLOBAL Perspective - 세계화를 위한 전략적 시각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 새로운 미래와혁신을 창조하는 리더십

    - Integration of Cross-Disciplinary Functions - 통합적인 지식과 안목

    - Professional Foundations - 전문분야의 탁월한 역량

    - Scientific Analysis - 과학적 분석과 논리적인 접근

  Ο 운영방침(TEAM)    

    - Team Approach - 팀 접근방법 및 부분간 통합 추구

    - Excellence - 세계 수준의 경영/정책부문 리더 양성

    - Alliance with Partners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계

    - Market Orientation - 수요자의 요구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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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공학전공

전공홈페이지:  www.kaistgsm.ac.kr/master/

전공사무실:  02-958-3601-3

1. 개  요

  경영분야에서 학문적 연구의 탁월성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과학적 방법론과 이론적 전문지식을 바탕으

로 다양한 응용연구능력을 교육하여 경영공학전공 학사(BS), 석사(MS)와 박사(Ph.D.)학위를 수여한다. 본 

전공 졸업생들은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책결정자, 경영관리자, 최고정보결정자, 교육자로서 국내기업, 대

학, 연구소 등에서 연구 및 강의를 담당하며, 이들을 필요로 하는 대학, 연구소, 정부기관, 기업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추천을 요구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취업할 수 있다.

2. 과정별 소개

❒ 학사과정

   경영공학전공 학사과정(학‧석사학위 연계과정)은 산업경영학과가 학사운영 개편 방침에 따라 2001학년

도부터 학‧석사 학위 연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사과정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대학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학사과정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과대학/학부(School)로 경영공학전공 학

사과정은 석‧박사과정과 연계된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전산학 등의 기본 과목을 이수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에서 기업경영 및 사회경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고학년에서는 경영정

보시스템, 통신경영 등 정보통신 관련 교과목들과 경영전략, 투자관리, 벤처경영 등 심화/통합 교과목들을 

통해 정보경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문제 인식 및 해결능력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리더

십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 석･박사과정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은 KAIST의 핵심목표인 학문적 탁월성을 추구하는 정규과정이다. 현재 

경영공학전공에는 학문적으로, 경영관리(전략 및 조직, 마케팅, 기술 및 생산경영, 국제경영, 환경경

영, 기술경영), 정보기술(MIS, Databases, 지식경영시스템, 통신경제 및 통신정책, 통신경영), 경영분석

(재무학, 금융공학, 회계학, 경제학, 통계학)의 3분야로 나누어 집중연구를 하고 있다. 경영공학전공 

학생들은 졸업 후 계량 분석 능력과 정보기술을 기본으로 각 전공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로서 대학교, 국책연구소, 정부기관 및 민간기업으로 진출하고 있다.

3. 교과과정 및 연구분야

   경영공학전공에서는 기술/정보통신/환경의 시대인 21세기에 한국을 이끌어 갈 유능한 경영 및 정책전

문가 양성을 위하여 지정된 공통과목을 이수한 후 다음과 같은 집중분야를 선택하고, 각 집중분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및 기타 이수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경영관리 (전략 및 조직, 마케팅, 기술 및 생산경영, 국제경영, 환경경영, 기술경영)

   경영학의 전통적 분야인 조직이론, 경영전략, 마케팅, 기술 및 생산경영 등 경영학의 고유분야를 교육/

연구한다.  조직이론/경영전략분야에서는 조직구성원의 개인행태나 Team 관리 및 리더십, 전체 조직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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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및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전략과 인적자원관리 등을 연구한다. 마케팅 분야는 고객의 욕구를 보

다 체계적으로 파악, 충족시키기 위한 마케팅 모형 개발, 광고 및 판촉정책 등을 행태적, 계량적 접근 방

법을 통해 분석 연구하며, 신상품개발 및 디자인 경영 등을 연구한다. 기술 및 생산경영 분야에서는 국제

화시대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기능의 전략적 관리와 Total Quality Management, Supply Chain 

Management, 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등 생산시스템의 설계, 계획 및 통제와 관련된 분석기법들

을 연구한다.

✐ 정보기술 (MIS, Databases, 지식경영시스템, 통신경제 및 통신정책, 통신경영)

   경영정보시스템 및 통신경영에 필요한 컴퓨터기술과 경영정보 분석기술을 연구한다. 경영정보 분야는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ntelligent System, Software Engineering, Data Management 등을 다루며, 통

신경영 분야에서는 통신시스템 경영, 통신경제/정책, 통신시스템 개발 등을 연구한다. 아울러 경영과학의 

전문 이론을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의 전략경영, 통신망설계 및 운용관리,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의 개발 등 

정보통신경영에 필요한 제반 연구를 수행한다.

✐ 경영분석 (재무학, 금융공학, 회계학, 경제학, 통계학)

   경영학의 재무적 분야인 재무학 및 회계학, 경영학의 기초이론을 제공하고 있는 경제학 및 통계학을 

교육/연구한다. 재무학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운용을 다루는 기업재무, 자본시장을 연구하는 투자론 등을 

포함한다. 회계학은 기업의 내부관리를 다루는 관리회계와 외부정보제공을 다루는 재무회계, 재무제표분

석 등을 다룬다.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및 거시경제학을 토대로 산업조직론, 화폐금융론, 한국경제론 등을 

공부한다. 통계학은 경영학의 기초로서 확률, 수리통계 및 계량경제학을 공부하며 이를 연구방법론 및 예

측기법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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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 학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130학점 이상

   나. 교양과목(총 28학점 이상 및 8AU)

     ◦ 교양필수: 영어Ⅰ, 영어Ⅱ, 논술(7학점 이상), 봉사활동(4AU: 64시간), 체육(4AU: 64시간)

     ◦ 인문사회선택: 과학기술학계열, 문학과 예술계열, 역사와 철학계열, 사회과학계열, 외국어와  

  언어학계열(제2외국어)에서 각각 1과목 이상(21학점 이상)

   다. 기초과목(총 32학점 이상)

      ◦ 기초필수 : 다음 각호의 과목 중에서 1과목씩 선택하여 23학점 이수

          ① 기초물리학 I(3), 일반물리학 I(3), 고급물리학 I(3) 중 1과목 선택

          ② 기초물리학 II(3), 일반물리학 II(3), 고급물리학 II(3) 중 1과목 선택

          ③ 일반물리학실험 I(1) 이수

          ④ 기초생물학(3), 일반생물학(3) 중 1과목 선택

          ⑤ 미적분학 I(3), 고급미적분학 I(3) 중 1과목 선택

          ⑥ 미적분학 II(3), 고급미적분학 II(3) 중 1과목 선택

          ⑦ 기초화학(3), 일반화학 I(3), 고급화학(3) 중 1과목 선택

          ⑧ 일반화학실험 I(1), 고급화학실험(1) 중 1과목 선택

          ⑨ 프로그래밍기초(3), 고급프로그래밍(3) 중 1과목 선택

       ◦ 기초선택 : 선형대수학개론(MA111), OR개론(IE200)을 포함하여 9학점 이상 이수

   라. 전공과목(총 45학점 이상)

       ◦ 전공필수 : 21학점

          - 경영학원론, 경영통계Ⅰ(대체:경영통계Ⅱ), 미시경제학, 정보시스템개론, 경영조직론, 

            회계학원론, 경영과학[대체:수리계획법]을 반드시 이수

       ◦ 전공선택 : 24학점 이상 이수

          ※ 타 학과(전공) 교과목 중 전자전산학과(전기및전자공학전공, 전산학전공), 수학과(수학

             전공, 응용수학전공), 산업공학과 전공과목, BEP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 

   마. 연구과목: 3학점이상

      - 졸업연구: 3학점(필수)

      - 개별연구: 1학점까지만 인정

   바. 자유선택: 22학점 이상

   사. 영어 이수요건: 입학 전 또는 재학 중에 PBT TOEFL 성적 560점, CBT TOEFL 성적 220점, 

TOEIC 성적 760점, TEPS 670점 이상 중에서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9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 부전공 이수요건(18학점 이상)

       - 인문사회선택 및 기초선택과목 중에서 경제학개론과 OR개론을 반드시 이수하고, 

       - 그 외에 경영학원론을 포함하여 경영공학 전공필수 및 선택과목 중 6과목 이상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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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45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 

                 [대체: MGT500 확률 및 통계,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다. 전공필수: 12학점

       -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을 공통필수과목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MGT665 계량경제학,   

         MGT602 예측이론 및 응용 중 택일)

       - MGT506 수리계획법 [대체: MGT700 확률모형론]

       - MGT564 미시경제분석 [대체: MGT668 미시경제이론]

       - MGT611 조직행태론은 반드시 이수

   라. 선    택: 21학점 이상 이수

      ◦ 경영분야: 다음 7개 교과목 중 3개 교과목 이수(9학점)

         MGT560 재무회계   MGT610 연구방법론   MGT613 경영전략론   MGT620 마케팅이론

         MGT660 재무론     MGT665 계량경제학   MGT700 확률모형론

      ◦ 기술분야: 다음 3개 교과목 중 1개 교과목 이수(3학점)

         MGT505 경영과 프로그래밍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GT587 인터넷기술개론 

   마. 연    구: 9학점 이상, 세미나 1학점은 반드시 이수하고, 개별연구는 3학점까지만 인정

       (단, “CC010 리더십강좌”를 이수한 경우 세미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총 8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석사과정과 동일

   라. 선    택 : 39학점 이상 이수

   마. 연    구 : 30학점 이상(개별연구는 7학점까지만 인정)

                 단, 연구 학점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경과조치

   가. 학사과정

      1) 본 이수요건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3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나. 석사과정

      1)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무학점 과목인 “CC010 리더십강좌”로 세미나 이수를 인정받은 경우 1학점은 다른 연구과

목으로 이수하여야한다

   다. 박사과정

      1)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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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학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비 고

전공필수

MGT210 53.210 경영학원론 3:0:3(3) 이진주, 이제호, 김보원 *BEP400

MGT211 53.211 경영통계Ⅰ 3:1:3(3) 김병천 *MGT212

MGT250 53.250 미시경제학 3:0:3(3) 안병훈, 김재철, 이창양

MGT300 53.300 경영과학 3:1:3(5) 전공교수 *MGT506

MGT320 53.320 정보시스템개론 3:1:3(3) 전공교수 *BEP460

MGT340 53.340 경영조직론 3:1:3(3) 김영배

MGT342 53.342 회계학원론 3:0:3(5) 한인구, 정구열 *BEP420

전공선택

MGT212 53.212 경영통계Ⅱ 2:3:3(6) 김병천

MGT301 53.301 확률모형개론 3:1:3(5) 차동완

MGT312 53.312 계량경제학 3:0:3(3) 이회경

MGT341 53.341 재무관리 3:0:3(3) 전공교수 *BEP410

MGT346 53.346 마케팅원론 3:0:3(3) 전공교수 *BEP430

MGT350 53.350 생산경영원론 3:0:3(3) 김보원, 이승규

MGT351 53.351 거시경제학 3:0:3(3) 성태윤

MGT411 53.411 경영예측 및 의사결정 3:1:3(3) 전덕빈, 안재현

MGT420 53.420 경영정보기술론 3:1:3(4) 이희석, 김영걸

MGT430 53.430 통신경영개론 3:1:3(3) 차동완

MGT432 53.432 투자관리 3:0:3(3) 전공교수 *BEP411

MGT442 53.442 경영전략과 사례분석 3:1:3(3) 김영배, 이제호, 김성희

MGT444 53.444 벤처경영론 3:0:3(3) 이진주, 배종태

MGT451 53.451 정보기술 사례연구 3:0:3(3) 전공교수

MGT452 53.452 경영관리 사례연구 3:0:3(3) 전공교수

MGT497 53.497 특강 3:0:3(3) 전공교수

연    구

MGT490 53.490 졸업연구 0:6:3 전공교수

MGT495 53.495 개별연구 0:6:1 전공교수

MGT496 53.496 세미나 1:0:1 전공교수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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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김병천 봄․가을

전공필수

MGT502 53.502 통계적분석방법론 3:1:3(6) 전공교수 봄․가을 *

MGT506 53.506 수리계획법 3:1:3(5) 전공교수 가을 *

MGT564 53.564 미시경제분석 3:0:3(3) 전공교수 봄 *

MGT611 53.611 조직행태론 3:0:3(5) 김영배 봄

선   택

(경영분야)

MGT560 53.560 재무회계 3:0:3(6) 정구열 봄

MGT610 53.610 연구방법론 3:1:3(4) 전공교수 가을

MGT613 53.613 경영전략론 3:0:3(3) 전공교수 가을

MGT620 53.620 마케팅이론 3:0:3(4) 한민희 봄

MGT660 53.660 재무론 3:0:3(5) 전공교수 봄

MGT665 53.665 계량경제학 3:1:3(3) 이회경 봄

MGT700 53.700 확률모형론 3:1:3(6) 차동완 봄

선   택

(기술분야)

MGT505 53.505 경영과 프로그래밍 3:1:3(5) 전공교수 봄 *

MGT542 53.542 경영정보시스템 3:1:3(4) 전공교수 가을 *

MGT587 53.587 인터넷기술개론 3:1:3(5) 차동완 가을 *

선   택

MGT520 53.520 마케팅 3:0:3(3) 한민희 봄

MGT521 53.521 마케팅조사론 3:1:3(3) 한민희 가을 *

MGT530 53.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3:1:3(5) 안병훈, 이승규 가을 *

MGT532 53.532 기술경영 및 전략 3:0:3(4) 이진주, 배종태 봄 *

MGT533 53.533 기술혁신관리 3:1:3(6) 이진주, 배종태 봄 *

MGT534 53.534 기업가정신과 창업 3:1:3(3) 전공교수 가을 *

MGT537 53.537 자원/환경경제학 3:0:3(5) 안병훈 봄 *

MGT538 53.538 중국경제발전과 한국 3:0:3(5) 김지수 봄․가을 *

MGT541 53.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3:1:3(5) 이재규, 이병태 봄 *

MGT543 53.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3:1:3(4) 김영걸, 박성주 봄

MGT544 53.544 데이터베이스관리 3:1:3(3) 문송천, 허순영 가을 *

MGT547 53.547 전략정보시스템 3:1:3(5) 조선형 봄

MGT548 53.548 데이터베이스 설계 3:1:3(5) 문송천 봄 *

MGT550 53.550 e비즈니스 정보기술 시스템 3:1:3(5) 이병태, 이희석 가을 *

MGT552 53.552 정보보안 3:1:3(4) 문송천 봄

MGT561 53.561 기업재무정책 3:0:3(5) 전공교수 가을 *

   ※ *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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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GT565 53.565 한국경제론 3:0:3(4) 이창양 가을 *

MGT566 53.566 화폐금융론 3:0:3(5) 전공교수 가을 *

MGT572 53.572 재무제표분석 3:1:3(5) 전공교수 가을

MGT577 53.577 거시경제분석 3:0:3(5) 성태윤 봄

MGT601 53.601 의사결정분석과 응용 3:1:3(6) 김성희, 안재현 가을

MGT602 53.602 예측이론 및 응용 3:1:3(5) 전덕빈 가을

MGT603 53.603 시뮬레이션 3:1:3(5) 박성주 봄

MGT612 53.612 조직설계론 3:1:3(5) 김영배 가을

MGT614 53.614 하이테크경영 3:0:3(3) 전공교수 봄

MGT621 53.621 마케팅모형론 3:1:3(3) 한민희 가을

MGT622 53.622 마케팅전략 2:0:2(3) 전공교수 여름

MGT623 53.623 마케팅촉진론 3:0:3(3) 한민희 봄

MGT624 53.624 소비자행동론 3:0:3(3) 한민희 봄

MGT625 53.625
International Marketing
(국제마케팅)

3:0:3(3) 전공교수 봄

MGT632 53.632 서비스경영 3:0:3(5) 이승규 봄

MGT635 53.635 기술경제성평가 3:0:3(3) 전공교수 가을

MGT639 53.639 기술혁신의 이론과 전략 3:0:3(3) 이창양 봄

MGT640 53.640 기업통합정보시스템 3:1:3(3) 이희석, 박성주 봄

MGT641 53.641 고객관계관리 3:1:3(4) 김영걸 봄

MGT642 53.642 재무정보시스템 3:1:3(6) 한인구 가을

MGT643 53.643 회계정보시스템 3:1:3(3) 한인구 봄

MGT644 53.644 중급회계 3:0:3(5) 전공교수 가을

MGT646 53.646 정보시스템감사 3:1:3(6) 한인구 가을

MGT647 53.647 정보시스템관리 3:1:3(4) 김영걸 가을

MGT650 53.650 데이터마이닝 3:1:3(4) 김병천 봄

MGT661 53.661 기업인수합병 2:0:2(3) 전공교수 가을

MGT662 53.662 수치해법의 재무응용 3:1:3(5) 전공교수 가을

MGT663 53.663 증권시장론 2:0:2(4) 강장구 가을

MGT664 53.664 채권론 3:0:3(5) 김동석 봄

MGT666 53.666 게임이론 및 응용 3:1:3(6) 안병훈 가을

MGT668 53.668 미시경제이론 3:0:3(3) 김재철, 이창양 봄

MGT670 53.670 산업조직론 3:0:3(3) 김재철, 이창양 가을

     ※ *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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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GT678 53.678 관리회계 3:0:3(4) 전공교수 가을

MGT701 53.701 다변량통계분석 3:1:3(4) 김병천 가을

MGT705 53.705 경영공학 특수논제 Ⅰ 1:1:1(2) 전공교수 봄․가을

MGT706 53.706 경영공학 특수논제 Ⅱ 2:1:2(3) 전공교수 봄․가을

MGT707 53.707 경영공학 특수논제 Ⅲ 3:1:3(4) 전공교수 봄․가을

MGT710 53.710 조직변화 및 혁신 3:1:3(3) 김영배 봄

MGT711 53.711 경영전략특수논제 2:0:2(5) 김영배, 이제호 가을

MGT720 53.720 마케팅자료분석론 3:1:3(3) 한민희 봄

MGT730 53.730 생산전략론 3:0:3(3) 안병훈, 이승규 가을

MGT731 53.731 공급체계관리 3:0:3(4) 김성희, 안병훈 봄

MGT732 53.732 경영과 최적통제이론 3:0:3(4) 김보원 봄

MGT740 53.740 지능정보시스템 3:1:3(5) 이재규 가을

MGT742 53.74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3:0:3(5) 박성주, 김성희 가을

MGT760 53.760 자본시장론 3:0:3(5) 전공교수 봄

MGT761 53.761 재무계량분석 4:1:4(5) 전공교수 봄

MGT800 53.800 다기준의사결정론 3:1:3(5) 김성희 가을

MGT810 53.810 행태과학고급논제 3:0:3(3) 전공교수 가을

MGT820 53.820 마케팅고급논제 3:0:3(3) 한민희 겨울

MGT843 53.843 경영정보고급논제 3:1:3(5) 전공교수 가을

MGT860 53.860 재무모형론 3:0:3(5) 전공교수 가을

MGT861 53.861 재무고급논제 3:0:3(5) 전공교수 봄

MGT862 53.862 응용계량경제학 3:0:3(3) 이회경 봄

MGT863 53.863 게임이론의 고급논제 3:0:3(5) 안병훈 가을

연    구

MGT960 53.960 논문연구(석사) 전공교수

MGT965 53.965 개별연구(석사) 전공교수

MGT966 53.966 세미나(석사) 1:0:1 전공교수

MGT980 53.980 논문연구(박사) 전공교수

MGT985 53.985 개별연구(박사) 1:0:1 전공교수

MGT986 53.986 세미나(박사) 1:0:1 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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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A과정

전공홈페이지  www.kaistgsm.ac.kr/mba/

전공사무실  테크노MBA, IMBA        02-958-3642,3975
            이그제큐티브MBA         02-958-3401,3403
           

1. 전공별 소개

  MBA과정은 현장과 실무에서 세계적 안목을 지닌 한국 최고의 경영자를 키워내기 위하여 교육하

는 과정으로, 과학적 사고와 이론뿐만 아니라 경영사례도 집중 교육하여 현업에서의 적용 가능성도 

높여 준다.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MBA과정이 개설된다.

 ❒ 테크노경영전공 (Techno-MBA Program)

  KAIST Techno-MBA 프로그램은 1995년 한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전일제 (Full-time) MBA 과정이

다. KAIST 경영학 교육의 핵심인 Techno-MBA 프로그램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의 경쟁우위를 높

일 수 있는 역량과 경영윤리에 바탕을 둔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Bricks and Mortar' 산업은 물론 첨단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혁신과 경영지식을 통합하여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경영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 CEO 및 리더를 양

성하고자 한다. KAIST Techno-MBA 교과과정은 글로벌 경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경영학 핵심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개별 학생이 스스로의 다양한 경험과 능력에 맞춰 최적의 교과과정

을 설계할 수 있는 폭넓은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Techno-MBA 프로그램에 입학한 학생은 MBA로

서 갖추어야 할 경영분야의 Core Curriculum을 이수한 후, 기술·생산경영, 마케팅, 벤처경영, 회계·재

무 및 경영분석, MIS, 전략 및 조직, 환경경영, 경영과 법 등의 8개 세부 분야 중에서 본인의 향후 

Career Goal에 따라 Track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경영학 이론의 통합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기업경영 문제를 자문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경영학통합과목(Capstone Course), 실제 비즈니

스 사례를 연구 개발하는 Case Competition, 전 세계 30여개 나라들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

해 MBA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 아이엠비에이전공 (IMBA Program)

  기업의 미래 핵심인재를 대상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하는 경영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실증적 

지식과 경험을 지닌 창조적, 혁신적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중심으로 혁신성(Innovation), 창의성

(Ingenuity), 리더십(Inspiration), 인티그러티(Integrity), 글로벌경영(International)을 중심으로 한 최고 수

준의 Quality MBA 교육으로 글로벌 경쟁역량을 지닌 리더 양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이그제큐티브전공 (Executive-MBA Program)

  Executive MBA 전공은 경쟁력 있는 미래의 최고경영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한국기

업들의 수요에 부응하여 2003년 10월에 기업의 핵심인재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석사학위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전공은 세계 최고의 Executive MBA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경쟁력 있는 교과과정

을 경쟁력 있게 개발하고, 급변하는 기업체의 교육 니즈를 반영하기 위해 참여기업의 평가 및 요청

을 장기적으로 반영한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또한 교수와 수강생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업

을 위하여 교과목 포럼 등 사이버 학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관련 외국대학 및 기업에서의 해

외 필드트립을 통한 해외현장연구를 이수한다. 본 전공을 졸업한 기업의 중견관리자 및 임원들은 

경영에 대한 전략적 역량과 시각을 키움으로써, 글로벌 환경에서 미래의 창의적인 CEO로서 그들의 

조직을 경쟁우위기업으로 이끌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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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 테크노경영전공 (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9학점 이상

① 전공 필수 교과목(9학점)

MGT511 전략경영(3)

[대체 :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MGT520 마케팅(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MGT561 기업재무정책(3)

[대체 : MGT504 계량분석(3)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60 재무회계(3)

MGT514 경영경제학(3)

[대체 : MGT515 전략경제학(3)

        MGT577 거시경제분석(3)

        MGT564 미시경제분석(3)

     ② 과목 대체 인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대체교과목

전공필수 MGT511 전략경영(3)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3)

MGT561 기업재무정책(3) IMB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3)

MGT514 경영경제학(3) IMB564 경영경제분석(3)

선 택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3)

MGT520 마케팅(3) IMB520 마케팅 관리(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3)

MGT560 재무회계(3) IMB560 재무회계 및 분석(3)

       *IMBA 전공 책임교수와 과목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라. 선    택: 36학점 이상

      ① 집중분야 (3과목 이상)

        ※ 아래의 8대 집중분야 (Track) 중 최대 2 개까지 집중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 전공필수 및 일부 집중분야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 시에는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기술․생산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1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3)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3 기술혁신관리(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32 서비스경영(3)

- 마케팅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20 마케팅(3) MGT521 마케팅조사론(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626 유통론(3)

MGT641 고객관계관리(3)

- 벤처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4 기업가정신과 창업(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633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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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Group 1 

 Course Group 2

- 회계･재무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63 투자분석(3) MGT569 선물 및 옵션(3)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78 관리회계(3)

- MIS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3)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3)

MGT550 e비즈니스정보기술(3) MGT553 디지털마케팅(3)

[대체 : MGT641 고객관계관리(3)]
MGT652 컨설팅방법론(3)

-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16 International Business(3) MGT604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3)

MGT612 조직설계론(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710 조직변화 및 혁신(3)

- 환경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6 환경경영론(3)

MGT537 자원환경경제학(3) MGT540 기업과 사회(3)

MGT637 환경에너지정책(3)

 -  경영과 법 집중분야 (3과목 이상)

    

        ① Course Group 1과 2 에 있는 6개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함. 

        ② Course Group 2 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별 노스웨스턴 

법과대학(NLaw) Certificate을 수여받음.

             1. [MGT607] 기업경영 기본법(3)  

             2. [MGT608] 기업경영과 회사법(3) 

             3. [MGT653] 법과 경제학(Law and Economics)(3) 

             1. [MGT655] Commercial Law(상거래법)(3) 

             2. [MGT656]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법)(3) 

             3. [MGT657] International Tax(국제세법)(3) 

    

※ 단 Course Group 2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1. [MGT654] Introduction to Law(미국법입문)(1)

※ 위 집중분야를 이수한 자에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장과 Northwestern Law School 

학장의 수료증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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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

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② 대학원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교과목(900단위 교과목 제외)을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단, 

외국대학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9학점

에 포함 할 수 있음.

   바. 연  구: 논문연구 6학점 이상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6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변

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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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경영전공 (교과석사학위)

교과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은 다음 2가지 교과석사(일반, 프로젝트)과정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수하여야 함.

[일반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9학점

      ① 전공 필수 교과목(9학점)

MGT511 전략경영(3)

[대체 :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MGT520 마케팅(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MGT561 기업재무정책(3)

[대체 : MGT504 계량분석(3)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60 재무회계(3)

MGT514 경영경제학(3)

[대체 : MGT515 전략경제학(3)

        MGT577 거시경제분석(3)

        MGT564 미시경제분석(3)

      ② 과목 대체 인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대체교과목*

전공필수 MGT511 전략경영(3)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3)

MGT561 기업재무정책(3) IMB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3)

MGT514 경영경제학(3) IMB564 경영경제분석(3)

선 택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3)

MGT520 마케팅(3) IMB520 마케팅 관리(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3)

MGT560 재무회계(3) IMB560 재무회계 및 분석(3)

         *IMBA 전공 책임교수와 과목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라. 선    택: 39학점 이상

      ① 집중분야 (3과목 이상)

        ※ 아래의 8대 집중분야 (Track) 중 최대 2개까지 집중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 전공필수 및 일부 집중분야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 시에는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기술․생산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1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3)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3 기술혁신관리(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32 서비스경영(3)

- 마케팅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20 마케팅(3) MGT521 마케팅조사론(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626 유통론(3)

MGT641 고객관계관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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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Group 1 

 Course Group 2

- 벤처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4 기업가정신과 창업(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633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3)

- 회계․재무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63 투자분석(3) MGT569 선물 및 옵션(3)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78 관리회계(3)

- MIS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3)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3)

MGT550 e비즈니스정보기술(3) MGT553 디지털마케팅(3)

[대체 : MGT641 고객관계관리(3)]
MGT652 컨설팅방법론(3)

-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16 International Business(3) MGT604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3)

MGT612 조직설계론(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710 조직변화 및 혁신(3)

- 환경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6 환경경영론(3)

MGT537 자원환경경제학(3) MGT540 기업과 사회(3)

MGT637 환경에너지정책(3)

 -  경영과 법 집중분야 (3과목 이상)
    

        ① Course Group 1과 2 에 있는 6개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함. 

        ② Course Group 2 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별 노스웨스턴 

법과대학(NLaw) Certificate을 수여받음.

             1. [MGT607] 기업경영 기본법(3)  

             2. [MGT608] 기업경영과 회사법(3) 

             3. [MGT653] 법과 경제학(Law and Economics)(3) 

             1. [MGT655] Commercial Law(상거래법)(3) 

             2. [MGT656]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법)(3) 

             3. [MGT657] International Tax(국제세법)(3) 

    

※ 단 Course Group 2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1. [MGT654] Introduction to Law(미국법입문)(1)

※ 위 집중분야를 이수한 자에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장과 Northwestern Law School 

학장의 수료증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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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

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② 대학원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교과목(900단위 교과목 제외)을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단, 외

국대학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9학점에 포

함 할 수 있음.

   바. 연  구: 3학점 이상

      ① MGT965 개별연구(1), MGT966 세미나(1),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1),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1) 중 2과목 이상에서 3학점 이상 이수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6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변

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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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9학점

      ① 전공 필수 교과목(9학점)

MGT511 전략경영(3)

[대체 :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MGT520 마케팅(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MGT561 기업재무정책(3)

[대체 : MGT504 계량분석(3)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60 재무회계(3)

MGT514 경영경제학(3)

[대체 : MGT515 전략경제학(3)

        MGT577 거시경제분석(3)

        MGT564 미시경제분석(3)

      ② 과목 대체 인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대체교과목*

전공필수 MGT511 전략경영(3)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3)

MGT561 기업재무정책(3) IMB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3)

MGT514 경영경제학(3) IMB564 경영경제분석(3)

선 택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3)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3)

MGT520 마케팅(3) IMB520 마케팅 관리(3)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3)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3)

MGT560 재무회계(3) IMB560 재무회계 및 분석(3)

        *IMBA 전공 책임교수와 과목 담당교수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체 가능함.

   라. 선    택: 36학점 이상

      ① 집중분야 (3과목 이상)

        ※ 아래의 8대 집중분야 (Track) 중 최대 2개까지 집중분야를 선택할 수 있음.

※ 전공필수 및 일부 집중분야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 시에는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기술․생산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1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3)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3 기술혁신관리(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32 서비스경영(3)

- 마케팅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20 마케팅(3) MGT521 마케팅조사론(3)

MGT624 소비자행동론(3) MGT626 유통론(3)

MGT641 고객관계관리(3)

- 벤처경영 집중분야: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4 기업가정신과 창업(3)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633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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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rse Group 1 

 Course Group 2

- 회계･재무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63 투자분석(3) MGT569 선물 및 옵션(3)

MGT572 재무제표분석(3) MGT643 회계정보시스템(3)

MGT678 관리회계(3)

- MIS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3)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3)

MGT550 e비즈니스정보기술(3) MGT553 디지털마케팅(3)

[대체 : MGT641 고객관계관리(3)]
MGT652 컨설팅방법론(3)

- 전략 및 조직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16 International Business(3) MGT604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3)

MGT612 조직설계론(3) MGT614 하이테크경영(3)

MGT710 조직변화 및 혁신(3)

- 환경경영 집중분야 : 다음 5개 교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이수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3) MGT536 환경경영론(3)

MGT537 자원환경경제학(3) MGT540 기업과 사회(3)

MGT637 환경에너지정책(3)

 - 경영과 법 집중분야  (3과목 이상)

    

        ① Course Group 1과 2 에 있는 6개 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을 수강해야 함. 

        ② Course Group 2 에서는 최대 2과목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과목별 노스웨스턴 

법과대학(NLaw) Certificate을 수여받음.

             1. [MGT607] 기업경영 기본법(3)  

             2. [MGT608] 기업경영과 회사법(3) 

             3. [MGT653] 법과 경제학(Law and Economics)(3) 

             1. [MGT655] Commercial Law(상거래법)(3) 

             2. [MGT656] 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법)(3) 

             3. [MGT657] International Tax(국제세법)(3) 

    

※ 단 Course Group 2의 교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다음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1. [MGT654] Introduction to Law(미국법입문)(1)

※ 위 집중분야를 이수한 자에게 한국과학기술원 경영대학장과 Northwestern Law School 

학장의 수료증을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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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

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② 대학원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교과목(900단위 교과목 제외)을 9학점이상 이수해야 함. 단, 외

국대학에서 영어로 개설하는 정규 교과목을 수강하고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이를 9학점에 포

함 할 수 있음.

   바. 연 구: 6학점 이상

      ① MGT997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3)

      ② MGT965 개별연구(1), MGT966 세미나(1),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1),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1) 중 2과목 이상에서 3학점 이수

   사. 적 용

이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2006학년도를 포함하여 이전 입학생이 변

경된 교과과정 적용을 희망할 경우 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변경된 교과과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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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비에이전공

   가. 졸업이수학점 :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IMB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다. 전공필수 : 총 36학점 이상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 봄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 가을

IMB512 경영프로젝트 연구방법론 봄 IMB520 마케팅 관리 봄

IMB529 차이나 마케팅 여름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 봄

IMB540 기업경영과 사회 겨울 IMB560 재무회계 및 분석 봄

IMB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 여름 IMB564 경영경제분석 가을

IMB590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Global Business Network)

여름 IMB591
글로벌리더십개발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겨울

IMB652 혁신경영컨설팅 겨울

     

   라. 선  택: 9학점

     

   마. 영  어

      ①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

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  구 : 6학점

      ① IMB997 Capstone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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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제큐티브전공 (EMBA전공)

   가. 졸업이수학점: 총 48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반드시 이수 [대체 : EMB601 통계적의사결정]

   다. 전공필수: 총 36학점 이상

EMB510 리더십과 조직변화(3) EMB511 경영전략 및 정책(3)

EMB514 관리경제학(3) EMB520 마케팅관리(3)

EMB530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3) EMB531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3)

EMB541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3) EMB542 정보기술관리(3)

EMB54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3) EMB561 기업재무(3)

EMB562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3)

EMB571 해외현장연구: 전략적 브랜드관리(3), EMB572 해외현장연구: 글로벌인적자원관리(3) 중 택일

   라. 선    택: 6학점 이상

       다음 13개 교과목 중에서 6학점 이상 이수

EMB513 국제경영전략(1.5) EMB601 통계적의사결정(3)

EMB604 계량경영분석(1.5) EMB631 경영예측과 전략(1.5)

EMB632 협상 및 갈등관리(1.5) EMB633 전사적 위험관리(1.5)

EMB641 전략적 고객관계관리(1.5) EMB642 지식경영(1.5)

EMB643 6시그마관리(1.5) EMB670 이문화 및 다양성관리(1.5)

EMB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1.5) EMB690 EMBA특수논제Ⅰ(1.5)

EMB691 EMBA특수논제Ⅱ(3)

   마. 영    어

     EMB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1.5)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    구 : EMB964 현장적용프로젝트(3), EMB965 개별연구 중 3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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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일람표

● 테크노경영대학원 영어교과목(English Proficiency Course)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연    구 MGT910 Basic Fluency Ⅰ 3:1:0(1) Joe Dewberry

MGT911 Basic Fluency Ⅱ 3:1:0(1) Joe Dewberry

MGT912 Newspapers-Reading and Discussion 3:1:0(1) Joe Dewberry

MGT913 Case Studies in Business 3:1:0(2) Joe Dewberry

MGT914 American Popular Culture English 3:1:0(1) Asif Siddiqui

MGT915 Business English - Blended 3:1:0(1) Asif Siddiqui

MGT916 Real Life English 3:1:0(1) Asif Siddiqui

MGT917 Job Search English Skills 3:1:0(2) Asif Siddiqui

MGT918 Business English Writing - Blended 3:1:0(1) Michael Roberts

MGT919 Academic English Writing II 3:1:0(5) Asif Siddiqui

MGT920 Listening Skills I 2:2:0(1) Michael Roberts

MGT921 Listening Skills II 3:1:0(1) Michael Roberts

MGT922 American Immersion I 3:1:0(1) Asif Siddiqui

MGT923 American Immersion II 3:1:0(1) Asif Siddiqui

MGT924 American Classic Films 3:1:0(1) Michael Roberts

MGT925 English Debate and Critical Communication Skills 3:1:0(1) Michael Roberts

● 테크노경영대학원 중국어 교과목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연    구 MGT930 비즈니스 중국어 Ⅰ 3:1:0(1) Staff

MGT931 비즈니스 중국어 Ⅱ 3:1:0(1) Staff

MGT932 비즈니스 중국어 Ⅲ 3:1:0(1) Staff

  ※ 학점 및 평가 : 무학점, S/U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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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노경영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전공교수 봄,가을 *MGT503

전공필수

MGT511 53.511 전략경영 3:1:3(5)
이제호,백윤석,
이지환

봄,가을
*MGT510,
520, 530
*IMB511

MGT514 53.514 경영경제학 3:0:3(3) 전공교수 가을
*MGT515
564, 577

MGT561 53.561 기업재무정책 3:0:3(5) 강장구,석승훈 봄,가을
*MGT504,
542, 560
*IMB561

선    택

MGT503 53.503 경영통계분석 2:3:3(6) 전공교수 봄

MGT504 53.504 계량분석 3:0:3(4) 김보원, 안재현 가을

MGT510 53.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3:1:3(4) 김영배 봄 *IMB510

MGT512 53.512 연구방법 1:0:1(3) 전공교수 가을

MGT515 53.515 전략경제학 3:0:3(4) 안병훈 봄

MGT516 53.516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3:0:3(3) 이제호 가을

MGT517 53.517 협상전략 3:1:3(4) 안병훈 봄

MGT518 53.518 글로벌 경쟁전략 3:0:3(3) 전공교수 봄

MGT520 53.520 마케팅 3:0:3(3)
한민희,현용진,
박세범

봄 *IMB520

MGT521 53.521 마케팅조사론 3:1:3(3) 한민희 가을

MGT524 53.524 디자인경영론 3:1:3(3) 전공교수 가을

MGT530 53.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3:1:3(3) 안병훈, 이승규 가을

MGT531 53.531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3:0:3(3) 김보원, 이승규 봄 *IMB531

MGT532 53.532 기술경영 및 전략 3:0:3(4) 배종태,이진주 가을

MGT533 53.533 기술혁신관리 3:1:3(3) 배종태, 이진주 봄

MGT534 53.534 기업가정신과 창업 3:1:3(3) 배종태 봄

MGT535 53.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 3:1:3(3) 전공교수 봄

MGT536 53.536 환경경영론 3:0:3(3) 이승규 가을

MGT537 53.537 자원환경경제학 3:0:3(5) 안병훈 봄

MGT538 53.538 중국경제발전과 한국 3:0:3(3) 김지수 봄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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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GT540 53.540 기업과 사회 3:0:3(3) 안병훈 가을 격년개설

MGT541 53.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3:1:3(5) 이재규,이병태 봄

MGT542 53.542 경영정보시스템 3:1:3(4) 박성주, 이재규 봄

MGT543 53.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3:1:3(4) 김영걸,박성주 봄

MGT544 53.544 데이터베이스 관리 3:1:3(3) 허순영, 이희석 봄,가을

MGT547 53.547 전략정보시스템 3:1:3(5) 전공교수 봄

MGT548 53.548 데이터베이스설계 3:1:3(5)
문송천, 허순영
이희석

봄,가을

MGT550 53.550 e비즈니스 정보기술 3:1:3(5) 이희석 봄

MGT552 53.552 정보보안 3:1:3(4) 김병천, 문송천 가을

MGT553 53.553 디지털 마케팅 3:1:3(4) 전공교수 가을 *MGT641

MGT554 53.554 디지털 경제학 3:1:3(3) 안병훈, 김재철 가을

MGT560 53.560 재무회계 3:0:3(6) 정구열, 한인구 봄 *IMB560

MGT562 53.562 재무사례분석 3:0:3(5) 전공교수 봄

MGT563 53.563 투자분석 3:1:3(5) 전공교수 봄

MGT564 53.564 미시경제분석 3:0:3(3) 전공교수 봄

MGT565 53.565 한국경제론 3:0:3(4) 전공교수 봄

MGT569 53.569 선물 및 옵션 3:0:3(5) 김인준 가을

MGT572 53.572 재무제표분석 3:1:3(5) 정구열 가을

MGT574 53.574
Multinational Corporate 
Finance
(국제재무정책)

2:0:2(3) 전공교수 가을

MGT575 53.575
Global Financial Markets
(국제금융시장)

2:0:2(3) 전공교수 봄

MGT577 53.577 거시경제분석 3:0:3(5) 성태윤 봄

MGT580 53.580 정보통신시스템 3:1:3(6) 차동완, 이희석 봄

MGT581 53.581 컴퓨터 기술개론 2:3:3(4) 문송천 봄

MGT582 53.582 통신경제학 3:0:3(6) 김재철 가을

MGT586 53.586 텔레콤시장분석 3:1:3(5) 안재현, 전덕빈 가을

MGT587 53.587 인터넷기술개론 3:1:3(5) 차동완 가을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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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GT590 53.590
Cross Cultural Management
(이문화관리)

3:1:3(4) 베티정 봄,가을

MGT591 53.591
Global Immersion Practice
(테크노경영 국제화 실습)

3:3:3(5) 전공교수 여름 *MGT592

MGT592 53.592 텔레콤경영국제화실습 3:3:3(5) 베티정 여름 *MGT591

MGT594 53.594 글로벌현장실습 0:6:2(2) 베티정 겨울

MGT604 53.604 인사관리시스템과 전략 3:0:3(3) 전공교수 가을

MGT605 53.605 경영커뮤니케이션 1:1:1(2) 베티정 겨울

MGT606 53.60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법 3:0:3(3) 김철호 여름

MGT607 53.607 기업경영 기본법 3:0:3(3) 김철호 봄

MGT608 53.608 기업경영과 회사법 3:0:3(3) 김철호 가을

MGT612 53.612 조직설계론 3:1:3(5) 김영배 가을

MGT614 53.614 하이테크경영 3:0:3(3) 전공교수 가을

MGT615 53.615 비즈니스게임 1:6:3(4) 전공교수 가을

MGT617 53.617 경영자문 2:3:3(3) 전공교수 가을 *MGT651

MGT623 53.623 마케팅촉진론 3:0:3(3) 한민희 가을

MGT624 53.624 소비자행동론 3:0:3(3) 현용진 가을

MGT626 53.626 유통론 3:0:3(3) 현용진 봄

MGT632 53.632 서비스경영 3:0:3(5) 이승규, 안재현 봄

MGT633 53.633 벤처기업과 벤처캐피탈 3:1:3(3) 전공교수 봄

MGT635 53.635 기술경제성평가 3:0:3(4) 김지수 가을

MGT637 53.637 환경에너지정책 3:0:3(4) 안병훈 가을

MGT640 53.640 기업통합정보시스템  3:1:3(3)
이희석, 박성주

허순영
봄

MGT641 53.641 고객관계관리  3:1:3(4) 전공교수 봄

MGT642 53.642 재무정보시스템 3:1:3(6) 한인구 가을

 MGT643 53.643 회계정보시스템  3:1:3(3) 한인구 봄

MGT647 53.647 정보시스템관리 3:1:3(4) 김영걸 가을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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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MGT650 53.650 데이터마이닝 3:1:3(4) 김병천 봄

MGT651 53.651 경영정보실습 3:1:3(5) 전공교수 가을

MGT652 53.652 컨설팅방법론 3:1:3(5) 전공교수 봄,가을

MGT653 53.653 법과 경제학 3:0:3(4) 김재철 가을

MGT654 53.654 미국법입문 1:0:1(1) 전공교수 봄

MGT655 53.655 상거래법 3:0:3(4) 전공교수 봄

MGT656 53.656 지적재산권법 3:0:3(4) 전공교수 가을

MGT657 53.657 국제세법 3:0:3(4) 전공교수 가을

MGT661 53.661 기업인수합병 2:0:2(3) 전공교수 가을

MGT663 53.663 증권시장론 2:0:2(4) 전공교수 가을

MGT672 53.672 금융위험관리기법 3:1:3(5) 김동석 봄

MGT678 53.678 관리회계 3:0:3(4) 전공교수 가을

MGT680 53.680 텔레콤사업전략 3:1:3(5) 안재현, 전덕빈 봄

MGT710 53.710 조직변화 및 혁신 3:1:3(3) 전공교수 봄

MGT731 53.731 공급체계관리 3:0:3(4) 김성희, 안병훈 봄

MGT742 53.742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3:0:3(5) 김성희 가을

MGT775 53.775 경영학특수논제I 1:0:1(1) 전공교수 봄,가을

MGT776 53.776 경영학특수논제Ⅱ 2:0:2(2) 전공교수 봄,가을

MGT777 53.777 경영학특수논제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MGT778 53.778 테크노경영특수논제 3:0:3(3) 전공교수 봄

연  구

MGT900 53.900 한국의 비즈니스와 문화 3:2:3(1) 전공교수 봄,가을

MGT960 53.960 논문연구(석사) 전공교수

MGT965 53.965 개별연구(석사) 전공교수

MGT966 53.966 세미나(석사) 1:0:1 전공교수 봄

MGT997 53.997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 0:9:3 전공교수 봄/가을

MGT998 53.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0:6:1(1) 전공교수 여름,겨울

MGT999 53.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0:6:1(1) 베티정 여름,겨울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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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엠비에이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IMB504

전공필수

IMB510 59.510 리더십과 조직경영 3:0:3(5) 이승윤, 김영배 봄

IMB511 59.511 글로벌 경영전략 3:0:3(5) 백윤석, 이제호 가을

IMB512 59.512 경영프로젝트 연구방법론 3:0:3(5) 전공교수 봄

IMB520 59.520 마케팅 관리 3:0:3(5) 한민희, 박세범 봄

IMB529 59.529 차이나 마케팅
1.5:0:1.5

(3)
전공교수 여름 *IMB607

IMB531 59.531 신제품혁신과 SCM 3:0:3(5) 김보원, 이승규 봄

IMB540 59.540 기업경영과 사회 3:0:3(5) 안병훈, 이승규 겨울

IMB560 59.560 재무회계 및 분석 3:0:3(5) 정구열, 한인구 봄

IMB561 59.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 3:0:3(5) 석승훈, 강장구 여름

IMB564 59.564 경영경제분석 3:0:3(5) 성태윤, 이창양 가을

IMB590 59.590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Global Business 
Network)

1:6:3(3) 전공교수 여름

IMB591 59.591

글로벌리더십개발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1:6:3(3) 전공교수 겨울

IMB652 59.652 혁신경영컨설팅 1:1:1.5(3) 전공교수 겨울

선    택

IMB504 59.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 3:1:3(5) 김병천, 김보원 봄

IMB539 59.539 차이나 SCM 3:0:3(5) 이승규 가을

IMB607 59.607 글로벌 기업경영과 법
1.5:0:1.5

(3)
전공교수 여름

연  구 IMB997 59.997
Capstone 프로젝트연구
(경영자문실습)

0:18:6 전공교수 봄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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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제큐티브전공(EMBA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EMB601

전공필수

EMB510 54.510 리더십과 조직변화 3:1:3(4) 김영배 봄

EMB511 54.511 경영전략 및 정책 3:1:3(3) 이제호, 박남규 가을

EMB514 54.514 관리경제학 3:1:3(3) 안병훈, 이창양 가을

EMB520 54.520 마케팅관리 3:1:3(3) 한민희, 현용진 봄

EMB530 54.530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 3:1:3(4) 이승규, 김보원 봄

EMB531 54.531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 3:1:3(3) 배종태, 김영배 가을

EMB541 54.541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3:1:3(3) 이재규, 이병태 봄

EMB542 54.542 정보기술관리 3:1:3(3) 김영걸, 이희석 봄

EMB543 54.54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3:1:3(3) 안병훈 가을

EMB561 54.561 기업재무 3:1:3(3) 김동석, 석승훈 가을

EMB562 54.562 회계 및 재무제표분석 3:1:3(4) 정구열, 한인구 봄

EMB571 54.571 해외현장연구: 전략적 브랜드관리 3:6:3(5) 전공교수 여름

EMB572 54.572 해외현장연구: 글로벌인적자원관리 3:6:3(5) 전공교수 여름

선   택

EMB513 54.513 국제경영전략 3:1:3(3) 박남규, 이제호 여름․겨울

EMB601 54.601 통계적의사결정 3:1:3(3) 안재현, 김성희 가을

EMB604 54.604 계량경영분석
1.5:1:1.5(

2)
김보원, 김성희 여름․겨울

EMB631 54.631 경영예측과 전략
1.5:1:1.5(

2)
전덕빈 여름․겨울

EMB632 54.632 협상 및 갈등관리
1.5:1:1.5(

2)
전공교수 여름․겨울

EMB633 54.633 전사적 위험관리
1.5:1:1.5(

2)
전공교수 여름․겨울

EMB641 54.641 전략적 고객관계관리
1.5:1:1.5(

2)
이병태, 김영걸 여름,겨울

EMB642 54.642 지식경영
1.5:0:1.5(

2)
한인구, 이희석 여름․겨울

EMB643 54.643 6시그마관리
1.5:0:1.5(

2)
김병천 여름

EMB670 54.670 이문화 및 다양성관리
1.5:1:1.5(

2)
베티정 봄

EMB671 54.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
1.5:1:1.5(

2)
베티정 여름․겨울

EMB690 54.690 EMBA특수논제 I
1.5:0:1.5(

2)
전공교수 여름․겨울

EMB691 54.691 EMBA특수논제 II 3:0:3(3) 전공교수 여름․겨울

연   구
EMB964 54.964 현장적용 프로젝트 0:6:3(3) 전공교수 여름․겨울

EMB965 54.965 개별연구 여름․겨울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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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 학사과정 : 경영공학전공

MGT201  경영공학실습 (Management Engineering Practice)   2:3:3(4)

경영공학분야의 시사성 있는 중요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하여 기본적 경영이론을 공부하고 현

장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낸다. 이 과목의 목적은 경영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이론을 적용해서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키는 것

이다.

MGT210  경영학원론 (Principle of Management) 3:0:3(3)

이 과목은 현대산업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할 경영학 전반에 걸친 개론을 강의한다. 특히 조직

체를 운영함에 있어 근간이 되는 기획, 조직, 인사, 리더쉽, 통제의 각 분야에 관한 일반 원리와 경

영학이론의 역사적 전개, 의사결정, 생산관리, 마케팅, 재무, 경영전략의 주요개념에 대해 강의한다.

MGT211  경영통계Ⅰ(Statistics for Management ScienceⅠ) 3:1:3(3)

본 과목은 경영 및 경제통계에 필요한 확률, 확률변수, 분포이론 및 표본이론, 추정론 등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MGT212  경영통계Ⅱ(Statistics for Management ScienceⅡ) 2:3:3(6)

본 과목은 경영통계I을 이수한 수강생에게 통계의 응용이론인 가설의 검정, 카이제곱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비모수통계 등을 다룬다. 

MGT250  미시경제학 (Theory of Microeconomics) 3:0:3(3)

이 과목은 미시경제학의 기초이론을 개념적인 이해와 수리적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강의함으로써 

경제학적 사고능력을 높이고 고급논제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경제학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주요 이론은 소비자선택이론, 생산이론, 시장구조와 시장의 성과 및 실패 등이다.

MGT300  경영과학 (Operations Research) 3:1:3(5)

본 과목은 경영과학의 기초이론과 응용을 다룬다.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선형계획법, 네트웍 흐

름, 정수계획법, 비선형계획법 등의 비확률적 모형과 경영 및 산업조직 내에서의 자원배분 등을 다

루게 된다.

MGT301  확률모형개론 (Introduction to probability models) 3:1:3(5)

본 과목은 확률모형의 기본개념과 응용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확률기초이론, 랜덤변수, 조건부 확률, 

마코프 프로세스, 큐잉이론 등의 확률적인 모형과 경영 및 산업조직 내에서의 의사결정 등을 다루

게 된다.

MGT 312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3:0:3(3)

이 과목은 계량 경제학 및 관련분야의 모형들의 통계적 분석방법에 대하여 강의한다. 주제는 단변

량 및 다변량 회귀 모형에 대한 추정 및 검정, 모형 설정가정의 완화 및 이의 통계적 테스트, 더미 

변수의 응용, 시계열 모형의 기초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응용 등이다.

MGT320  정보시스템개론 (Introduction to Information Systems) 3:1:3(3)

이 과목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개요를 제공한다. 본 과정의 초점은 정보 기술에 있지만, 

본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조직에서 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둘러싼 기초적인 경영 이슈들을 이해

하고, 실제 경영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기술들의 적용 방법을 배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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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340  경영조직론 (Managing people and Organization) 3:1:3(3)

이 과목은 기업이나 일반 조직에서 개인이나 소집단, 나아가 조직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개인특

성, 지각, 태도, 학습, 동기부여, 리더십, 팀관리, 조직구조 설계 및 조직문화, 국제화조직, 조직혁신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이론과 사례를 강의하고 실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행태적 현

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도록 한다.

MGT341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3:0:3(3)

이 과목은 기업의 재무관리에 대한 기초적 제문제를 소개하고  자본의 조달과 운용에 따르는 관리

문제를 종합적으로 강의한다.

MGT342  회계학원론 (Principles of Accounting) 3:0:3(5)

이 과목은 전통적으로 학부의 회계학 과목들이 회계정보의 생산자의 관점에서 회계처리의 기술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 강좌는 회계정보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회계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회계정보를 투자 및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과목은 재무회

계를 중심으로 하되, 관리회계,  회계감사 및 세무회계의 기본적인 주제를 폭 넓게 다룰 것이다.

MGT346  마케팅원론 (Principles of Marketing) 3:0:3(3)

이 과목은 현대 경영에 있어 마케팅의 개념, 기능 및 역할을 시장 및 유통구조, 소비자 이론, 경쟁 

등의 제반 시장환경과 연계시켜 정립하며 동시에 제반 마케팅 접근기법을 강의한다.

MGT350  생산경영원론 (Introduction to Operations Management) 3:0:3(3)

기업의 본원적 가치창출과정을 담당하는 생산기능은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 본 교과목에서는 이러한 생산기능의 효과적 경영을 위한 생산전략, 생산시스템의 설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주제를 다룬다. 모든 경영자가 알아야 할 생산부문의 전략적 역할, 경쟁력 

형성과정, 생산성, 품질, 공급망 관리, 시간경쟁, 공정설계 및 개발, 수요관리, 생산계획 및 통제, 생

산개선 및 혁신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강의한다.

MGT351  거시경제학 (Theory of Macroeconomics) 3:0:3(3)

이 과목은 국가 차원에서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중급 수준의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에서 다룰 주제는 국민소득, 총수요 및 공급, 화폐와 금융, 물가 및 실업, 무역 및 외환, 그리고 

경제성장이론 등이다.

MGT411  경영예측 및 의사결정 (Business Forecasting and Decision Making) 3:1:3(3)

이 과목은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분석하는 기법, 의사결정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극복

하기 위한 예측기법, 의사결정기법, 분석에 근거한 전략의 선택법 등을 실 사례와 더불어 연구하고 

토론한다.  

MGT420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Technology) 3:1:3(4)

이 과목은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소프트웨어의 기본 자료구조 및 데이터베이스를 소

개하고, 프로그래밍 기법을 배우며, 이를 기초로 시스템을 분석, 설계, 구축하는 방법을 다룬다. 

MGT430  통신경영개론 (Principles of Business Data Communication) 3:1:3(3)

이 과목은 기업이나 일반 조직에서 개인이나 소집단, 나아가 조직 전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개인특

성, 지각, 태도, 학습, 동기부여, 리더십, 팀 관리, 조직구조 설계 및 조직문화, 국제화조직, 조직혁신 

등)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이론과 사례를 강의하고 실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행태적 현

상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과 경험을 배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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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432  투자관리 (Investments) 3:0:3(3)

이 과목은 성공적인 투자관리를 위한 포트폴리오의 수단과 과정을 연구한다. 이러한 개념은 개별주

식과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을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 된다

MGT442  경영전략과 사례분석 (Strategic Management) 3:1:3(3)

이 과목은 격심한 경쟁 속에서 현대기업이 생존 내지 성장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본 학과 학생은 물론 일반 공학도에게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

영전략의 개념, 전략수립의 규정, 영향요인, 요인분석기법, 전략의 실행과 평가 등이 주된 강의내용

이다. 기본이론의 소개와 사례분석이 같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실제적 접근이 강조될 것이다.

MGT444  벤처경영론 (Venture Management) 3:0:3(3)

이 과목은 벤처기업의 특성과 기업가정신의 본질, 창업과정을 살펴보고, 창업과정의 각 단계에서 필

요한 주요활동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벤처경영자가 알아야 할 제반경영지식들을 변화관리의 관점에

서 검토하고, 사내벤처, 벤처기업의 국제화 등 벤처경영의 특수논제들도 토의한다.

MGT451  정보기술 사례연구 (Case Studies in Information Technology) 3:0:3(3)

이 과목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에 따른 e-비지니스, 인터넷, 보안 및 해킹 등 새로운 컴퓨팅 

기술들을 다루며, 이에 따라 새롭게 도전되는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를 다루며, 팀 프로젝트로 결과

를 발표한다.

MGT452  경영관리 사례연구 (Case Studies in management and Innovation) 3:0:3(3)

이 과목은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따른 경영관리기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새롭

게 도전되는 정보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를 다루며, 팀 프로젝트로 결과를 발표한다.

MGT490  졸업연구 (B.S. Thesis Study) 0:6:3

MGT495  개별연구 (Individual Study) 0:6:1

MGT496  세미나 (Seminar) 1:0:1

MGT497  특강 (Topic Course) 3:0:3(3)

이 과목은 경영공학분야 전반에 걸쳐서 현 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특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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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00  확률 및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2:3:3(6)

실험자료 분석처리 등 제반 연구에 필요한 확률 및 통계기초를 다루며 모수추정, 가설검정, 회귀분석

을 다룬다.

MGT501  경영수학 (Mathematics for Management) 3:1:3(5)

이 과목은 경영과 경제문제에서 다양하고 유용한 수학적인 분석도구를 이해하기 위한 강의를 목적

으로 한다. 이 강의를 수강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실함수론, 확률 및 통계분야의 기초개념 등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한다. 

MGT502  통계적 분석방법론 (Statistical Decision Analysis and Forecasting) 3:1:3(6)

경영의사결정, 정부 및 공공정책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통계적인 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그 이론을 연

구하며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실습한다. 그 내용으로서 선형회귀모형과 관련된 통계적인 이론, 잔

차 분석을 위한 시계열 분석법의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 분산삼분석, 다변량분석, 주성분분석, 군집

분석, 요인분석 등을 포함한다.

MGT503  경영통계분석 (Management Statistical Analysis) 2:3:3(6)

기본적 통계이론을 강의하며 확률론 추정, 비교 방법 등을 배운다. 또한 수리적 분석에 필요한 OR

의 기본 이론도 다룬다.

MGT504  계량분석 (Quantitative Analysis for Management) 3:0:3(4)

이 과목은 회계정보를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개념과 기법을 공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의 개념,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원가계산시스템, 예산, 책임회계, 원가배분, 원가차이

분석, 성과측정 및 보상 등을 포함한다.

MGT505  경영과 프로그래밍 (Management and Programming) 3:1:3(5)

이 과목은 경영공학의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기술과 기본적인 알고리듬 및 그 

응용기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고, 여러 연구방법에 직간접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구조 및 알고리듬에 입각한 처리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한 구현도

구로서 객체지향 방법론을 토대로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우며, 다양한 분야에 응용될 수 있게 데이

터베이스 개념, Web 프로그래밍 방법 등을 구현해보고, 이들 기법을 데이터마이닝, Agent-based 모

형, 경제모형의 시뮬레이션 계산법 등등 최근 부각되는 주요 연구방법에 확장 적용하여 본다.

MGT506  수리계획법 (Mathematical Programming) 3:1:3(5)

본 과목은 경영이론과 현상의 분석을 위해 기본적인 선형대수, 고급미적분을 다루고, 선형계획법(LP), 

비선형계획법(NonLP), 네트워크 최적화 이론과 Dynamic 최적화이론 및 응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MGT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Leadership and Organization Management) 3:1:3(4)

본 과목은 조직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개인 행태 (예를 들어 개인의 인성, 동기부여, 인간관계의 형

성 등) 에 대한 이해와 소집단에서 일어나는 갈등관리, 팀조직의 운영 및 리더십, 그리고 환경 변화

에 탄력적인 조직의 설계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기법

의 습득 모두를 목표로 한다. 

MGT511  전략경영 (Strategic Management) 3:1:3(5)

본 과목에서는 조직의 비전설정 및 환경분석, 내부자원 및 능력 분석 등을 통하여 조직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과 실행과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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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12  연구방법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1:0:1(3)

본 과목에서는 학생들이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학술지의 연구논문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경영

연구분야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본개념과 접근방법, 기법들을 소개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론개발 

및 연구설계, 자료수집 및 측정, 사례연구 및 통계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MGT514  경제학원론 (Principles of Economics) 3:0:3(3)

이 과목은 경제학에 대한 기초과목으로서 경제학의 기본개념들을 배우고 이를 경제분석 및 기업전

략에 측면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의 범위는 미시경제학 (산업조직론 포

함)과 거시경제학의 내용과 함께 기업과 경제의 성장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MGT515  전략경제학 (Economics of Strategy) 3:0:3(4)

본 과목은 경영전략, 경쟁전략,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내용을 경제학의 논리와 연계검토함으

로써, 경영전략의 이론적 틀과 분석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분석에서 부터, 경

쟁의 범주, 수직적/수평적 결합의 논리를 비롯, 기업간 경쟁모형, 가격경쟁, 비가격경쟁, 퇴출과 진입, 

경쟁력의 원천과 유지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학적 논리와 충분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산업과 인터넷을 위시한 네트워크경제 하의 기업경영 및 경쟁전략도 포함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사례연구, 논문연구, 특히 핵심역량, 경쟁분석, 비즈니스모델을 분석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된

다. 필요한 수학지식은 간단한 1차미분수준이면 충분하다.

MGT516  International Business (국제경영) 3:0:3(3)

본 과목은 국제경영에 관계된 제반문제를 다루고 있다. 시장의 급속한 국제화와 함께 국가라는 보

호막 속에서 기업을 관리하던 종래의 경영은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국제

화 추세와 관련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사고의 틀을 제시한다. 특히 국제경영이론과 사례를 복합

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MGT517  협상전략 (Negotiation and Conflict Resolution) 3:1:3(4)

협상은 기업내부 뿐 아니라, 제반 계약협상, 컨소시엄 구성, M&A, 국제협상 등 기업외적 협상의 필

요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 전략 추진에서 이문화간의 

협상 필요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을 단순히 경험과 직관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

기보다는 게임이론 등에 입각한 주요한 기본 논리를 배우고, 이를 보다 현실세계에 적합한 협상의 

틀을 연구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과 역할게임 등을 통해 실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MGT518  글로벌경쟁전략 (Global Competition Strategy) 3:0:3(3)

잠재적으로 거시경제정책, 법률 및 정치제도, 사회 제도 등은 경쟁력 창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지

만, 실질적 부의 창출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의 생산력, 클러스터의 활성화 정도, 사업 환경 

수준이 한 지역 및 국가의 생산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이 과목을 통해 경제 발전과 

경쟁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요소들을 미시 경제학 관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MGT520  마케팅 (Marketing) 3:0:3(3)

현대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경쟁기업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개념과 기법을 소

개하고, 시장 환경 예측, 시장세분화, 상품개발, 가격, 마케팅경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산업 및 국

제마케팅, 직접마케팅 등의 주요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MGT521  마케팅조사론 (Marketing Research) 3:1:3(3)

본 과목에서는 마케팅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체계적 파악, 수집, 분석을 위한 제 개념과 기법들

을 취급한다. 주요 내용은 합리적인 정보수집을 위한 연구디자인과 자료의 처리, 분석을 위한 컴퓨

터 실습이 될 것이다. 연구 디자인에서는 문제 정의, 실험디자인, 표본추출, 설문서 설계 등이 주로 

취급되며, 컴퓨터 실습은 제 다변량 분석기법들이 깊이 있게 취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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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24  디자인경영론 (Design Management) 3:0:3(3)

디자인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한다. 디자인 경

영 분야의 생성 배경과 현황, 디자인 조직을 구성하는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Operations Strate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     3:1:3(3)

이 과목은 비즈니스의 정보흐름과 물적 흐름의 기반이 되는 공급네트워크의 전략, 설계 및 진단, 개

발, 운영 및 개선과 혁신을 다룬다. 현대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경쟁양상은 개별 기업 간 경쟁

에서 네트워크 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급네트워크의 경쟁력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조직

의 가치창출활동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시장이 원하는 가치(가격, 속도, 품질, 다양성 등)를 제공하

느냐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발, 정보관리(수요예측, 주문관리, 생산계

획), 조달, 생산, 물류 및 서비스 활동이 네트워크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조정/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

목에서는 네트워크상의 가치창출 및 가치전달과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전략적 이슈와 프로세스 혁신

을 위한 분석적 방법론을 다룸으로써 공급사슬통합의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MGT531  글로벌 공급사슬관리  (Global Supply Chain Management) 3:0:3(3)

글로벌 기업의 생산경영을 위한 제반 이론들과 사례를 연구한다. 글로벌경영과 글로벌 기업에 대해 이

론적 이해를 시도하고, 이어서 글로벌 생산경영의 주된 이론들에 대해 살펴본다. 글로벌 기업의 생산 

혁신, 학습 역량, 생산유연성,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경영 등과 같은 주요 주제를 다룬다. 이러한 이론

적인 연구를 실제 경영 현상과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글로벌 생산 관련 사례 분석을 병행한다.

MGT532  기술경영 및 전략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3:0:3(4)

이 과목은 기술전략, 기술경영, 기술창업 분야의 주요현안들과 최신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에 응용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주제로는 기술경영개요, 기

술전략의 설계, 기술전략의 실제, 전략적 기술경영과 연구관리, 기술전략의 실행과 신제품개발, 기술경

영의 최근 이슈 등이 포함된다.

MGT533  기술혁신관리 (R&D Management) 3:1:3(3)

이 과목은 자체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 관리의 제반 이론들을 소개하고, 

한국적 상황에서의 실제적용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관리의 기본개념

을 소개하고, 연구 관리의 핵심부분인 기술정보관리, 연구과제 관리, 연구인력 관리, 연구조직관리, 

연구자원관리를 다룬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략 및 특수논제들도 토의한다.

MGT534  기업가정신과 창업 (Entrepreneurship and New Venture Creation) 3:1:3(3)

이 과목은 기업가정신 및 벤처경영에 관한 최신 이론과 주요사례를 소개하고,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사업아이디어를 가지고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거쳐야 할 과정 및 제반 고려사항, 사업성 분석기

법 및 관련 경영지식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학생들은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관심 있는 사업분야를 선택하여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실무경험을 쌓게 된다. 아

울러 기존기업에서의 사내벤처 및 벤처기업의 국제화도 다룬다. 

MGT535  신기술과 하이테크산업 (New Technologies and High-Tech Industries) 3:1:3(3)

본 교과목은 주요 기술 분야별로 최근의 기술 발전 동향을 소개하고, 아울러 하이테크 산업에서 일

어나고 있는 전략적/관리적 이슈에 대한 동향 파악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전략적 분석 능력을 배양

하고 새로운 전략 이론과 실무적 지식을 습득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정보통신산업, 인터넷 관련 

산업, 컴퓨터 및 디스플레이 산업, 의약산업 등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세미나 형태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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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36  환경경영론 (Environmental Management) 3:0:3(3)

기업의 경영전략과 환경경영시스템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기본개념과 환경경영전략의 수립 및 집행

과정을 다룬다. 특히 환경변화에 대한 순응적 방안으로서의 환경경영과 새로운 기회의 창출 및 이

윤제고를 위한 환경경영에 대해 구분하여 살펴보고, 환경경영과 기업 수입성의 관계, 환경경영과 마

케팅, 생산 등 각 관리부서와의 연계문제를 다룬다.

MGT537  자원/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3:0:3(5)

외부성, 공공재,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비대칭정보에 따른 정보지대(Informational Rent), 무임승

차효과(Free-rider Effect) 등 자원/환경문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게임이론의 개념을 이용하

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주체들의 갈등해소와 효율적 자원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MGT538  중국 경제 발전과 한국 (China's Economic Development) 3:03(3)

우리와 중국 사이에 놓여졌던, 놓여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놓여질 기술, 경제, 역사, 문화, 사회, 정

치 등 많은 Issue들을 우리의 현재 및 미래와 연계하여 살펴보고 되짚으며 한․중 相生의 미래지향적

인 Win-Win 대응방안을 찾는다.

MGT540  기업과 사회 (Business in Society) 3:0:3(3)

본 강의는 기업의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 

제반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논리적인 틀과 개념을 다루고, 이와 관련한 사례 

및 현실문제를 논의한다. 이는 경영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기업의 제반 위험관리의 틀로서, 

또한 기업가치 제고의 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제반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의 보고체계 

(Reporting System) 구성 및 관련이슈를 다루고, 신뢰성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위한 평가, 랭킹 모델에 대한 검토를 한다.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개론 (Electronic Commerce and eBusiness) 3:1:3(3)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는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제조업체의 직판, 유통회사의 중개, 금융기관의 사

이버화 등의 형태로 기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외부와의 관계의 문제

를 다루고 e비즈니스는 기업자체의 혁신을 다룬다. 이 과목은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를 위한 주요 

추세, 기술의 원리, 경영전략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사례를 통해 경쟁전략의 모의토론(Role Play)을 

한다.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3:1:3(4)

본 과목은 정보시스템개론, 경영정보시스템의 후속 과목으로서 경영정보시스템의 문제점과 최신 이

슈를 심도 있게 다룬다. 이슈로는 전략정보시스템, 사용자 컴퓨팅, 의사결정 정보시스템 등과 새로

운 검퓨팅 기술(예, Client-Server, Object-Oriented Technique)들을 다룬다.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Desig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Systems) 3:1:3(4)

본 과목은 정보시스템의 요구분석, 설계, 구현까지의 일련의 단계를 심도 있게 다루어 실제 시스템

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Design 과목으로 특히 새로운 정보기술 중 Object-Oriented 

Technique을 활용한 Client-Server 환경에서의 정보시스템 구현 기술을 배운다.

MGT544  데이터베이스 관리 (Database Management) 3:1:3(3)

본 과목에서는 기업정보시스템의 핵심 부분인 온라인 거래처리 방법을 다룬다. 데이터 정확성과 관

련된 일관성 개념, 원자성, 영구성, 직렬화 가능성 등의 개념을 다룬다. 기업의 분산처리 방식에 대

해서도 정보시스템 관리차원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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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47  전략정보시스템 (Business Strategy and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3:1:3(5)

이 교과목은 한 학기동안 세미나형식으로 진행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과목으로서, 경영 전략을 명

료히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보 기술의 전개에 관련한 틀과 방법론을 탐구하고 표명하는 데 초

점을 맞추었다.

MGT548  데이터베이스설계 (Data Modeling) 3:1:3(5)

데이터베이스(database: DB) 설계만을 전문적으로 겨냥하는 교과목이다. DB 이론의 학습보다는 현장 

DB 설계에 초점을 맞춘 정보 체계 구축 관련 최근 동향인 data warehous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middleware의 공통분모격 중심 주제인 data modeling을 성공적으로 소화해내는 데 목표를 

둔다. DB 전공자뿐만 아니라 DB 기술을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데 관심 있는 자에게도 적격이다. 

DB 설계의 기초 배경 이론을 학습하고, 곧 이어 case study 위주의 실습에 들어간다. 이는 term 

project 형태로 진행되는데, 교수의 지도하에 DB 설계 단계별 세 한 지적에 따른 5회 내지 10회 연

속적 제출 방식을 취한다. 강의는 매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MGT549  금융정보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for Financial Application) 3:1:3(5)

이 과목은 금융 분야 실무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이론 및 재무모형을 적용

하고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문제해결기법을 다룬다. 본 과정에서는 먼저 EXCEL, C, MATLAB 등의 

분석 도구를 학습하고, 금융IT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점검한다.

MGT550  e비즈니스 정보기술 (eBusiness Technology) 3:1:3(5)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인터넷, 모빌 e비즈니스, 웹시스템  구축, 데이터 상호교환, 전자상거래 기술 

개요, 보안접근 및 암호보안, 전자결재, 데이터베이스, 멀티미디어, 개인화 및 추천시스템, 검색엔진, 

데이터마이닝 등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기술을 소개한다. 

MGT552  정보보안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3:1:3(4)

정보시스템 보안의 최하부 계층에서부터 최상부 계층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통신망 보안개념, 

운영체계 보안개념, 데이터베이스 보안개념을 차례로 다룬다. 암호화 기법, 디지털 서명, 디지털 인

증기법 등도 다룬다.

MGT553  디지털마케팅 (Digital Marketing) 3:1:3(3)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마케팅 이론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들여다본다. 즉 

기존의 마케팅 패러다임의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영향에 대해 연구

한다. 또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 및 인터넷을 하나의 마케팅 기

법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기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오는 자유와 통제, 신용

과 프라이버시등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짚어 본다. 

MGT554  디지털경제학 (Digital Economics) 3:1:3(3)

본 과목에서는 전통적인 경제학이 인터넷 경제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배우며 특히 미시관점의 경

제이론을 인터넷 기업에 적용할 때 생기는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e비즈니스는 새로운 

시장 메커니즘이 뒷받침 되는 경영 모델을 필요로 한다. 정보경제학, 비즈니스 모델의 경제 분석, 

새로운 기업의 경쟁원리, 네트워크 효과, 락인, 동적 가격화, 경매 이론 등이 주요 토픽이다.

MGT560  재무회계 (Financial Accounting) 3:0:3(6)

회계학의 기본개념을 익히고 지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의 역할을 공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처리과

정, 재무제표의 의미, 해석 및 재무제표간의 상관관계, 재무제표항목의 이해, 재무제표분석의 기초, 회계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결정 및 대출결정의 기초적 사항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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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61  기업재무정책 (Corporate Finance Policy) 3:0:3(5)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재무정책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재무지식과 

판단력을 습득하고 자본예산, 위험과 수익률, 자본구조, 자본비용, 배당정책, 평가 및 합병과 매수를 강의

내용으로 포함한다.

MGT562  재무사례분석 (Case Studies in Finance) 3:0:3(5)

이 과목은 학생들이 여러 재무관리 이론들을 실제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

업 전반을 통하여 학생들은 그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발표해야 한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지는 주제

는 자본구조정책, 자금조달에 관한 의사결정, 배당정책,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등이다.  

MGT563  투자분석 (Investment Analysis) 3:1:3(5)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 여러 가지 증권에 대한 위험과 수익률의 관계를 소개하고 증권거래의 

과정 및 시장의 효율성을 다룬다. 포트폴리오 이론 및 응용을 살펴보고 포트폴리오 관리 기법을 강

의한다.

MGT564  미시경제분석 (Microeconomic Analysis) 3:0:3(3)

세계화 추세와 새로운 경제문제의 출현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교한 분석방법을 요구하고 있

다. 본 강의에서는 시장 환경 하에서 발생하는 경제현상을 대상으로 하여 경제문제를 정형화하고 해법

을 위한 기본적 경제이론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게임이론, 정보, 기술 등의 분석

체계응용에 관하여 강의한다.

MGT565  한국경제론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3:0:3(4)

이 과목의 목적은 한국경제의 구조, 발전과정, 경제정책, 국제수지 등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

로 현실문제의 분석에 응용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주로 해방이후 한국경제의 자본주의화 과정

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변화, 경제발전현황과 문제, 무

역현황, 물가와 경기, 기타 경제문제의 분석 등을 다룬다.

MGT566  화폐금융론 (Money and Banking) 3:0:3(5)

화폐량의 증감이 국민경제 특히 이자율, 산업, 물가, 화폐소득 및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경제모형의 분석을 통해 다룬다. 또한 금융정책의 목표수립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금융제도의 기본

이 되는 은행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 중개기관의 운영과 역할을 연구한다. 

MGT567  금융기관론 (Financial Markets and Institutions) 3:0:3(5)

금융기관의 경제 안에서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금융기관의 활동과 관련된 기본문제를 검

토하고, 금융시장 및 상품의 주요특성을 조사한다.

MGT568  보험론 (Risk and Insurance) 3:0:3(5)

위험분석, 위험재무, 위험통제 및 관리 기능을 검토하고 손해, 생명, 의료 등 제 보험 분야의 기존 

상품에 대한 실무적, 이론적 고찰을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 상품의 개발 등

에 대한 연구를 한다.

MGT569  선물 및 옵션 (Futures and Options) 3:0:3(5)

선물과 옵션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및 위험관리 기법을 소개한다. 선물 및 옵션시장의 구

조 및 기능을 살펴보고 선물 및 옵션의 가격결정 이론을 분석하고 실증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선물 

및 옵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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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70  증권분석 및 거래 (Security Analysis and Trading) 3:1:3(5)

증권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분석을 위한 근원적 혹은 기술적 방법 그리고 거시적 혹은 미시적 분

석 기법들을 다루며 그 논리적, 이론적 근거 등에 대한 심도있는 접근을 통하여 새로운 분석 기법

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GT571  한국경제 및 금융 (Korea Economic and Financial Structure) 3:0:3(5)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현황, 발전사적 과정, 경제 정책 등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정책 및 구조상의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MGT572  재무제표분석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1:3(5)

본 과목은 재무제표의 해석과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

는데 필요한 제반분석기법을 다룬다. 아울러 이를 이용한 기업가치 및 기업의 신용평가문제를 다룬

다.

MGT574  Multinational Corporate Finance (국제재무정책) 2:0:2(3)

이 과목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안목에서 재무관리의 여러 사항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하여 국제재무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들을 배우게 될 

것이며, 어떻게 외환 위험과 국제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MGT575  Global Financial Markets (국제금융시장) 2:0:2(3)

국제적인 측면에서 금융관리의 목적과 특성을 분석한다. 강의내용은 기업이 외환과 국제금리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방법, 외환파생상품(옵션, 스왑) 및 국제채권과 자본시장을 포함한다.  

MGT577  거시경제분석 (Macroeconomic Analysis) 3:0:3(5)

본 과목은 거시경제에 대한 대학원수준의 이론과 응용실증분석을 다룬다.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의 고급화된 모형과 응용실증분석, 소비, 투자 및 물가의 결정이론,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한 결정이론과 응용실증분석 등을 다루게 되고, 개방 경제하에서의 기술/혁

신관점 거시경제이론도 다루게 된다.

MGT580  정보통신시스템 (Applications of Telecommunications Systems) 3:1:3(6)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본원리, 설계방법 및 응용과 통신표준 등을 다룬다. 프로토콜, OSI표준, 정보전

달이론, LAN, WAN, MAN, ISDN, EDI, Internetworking, 통신시스템 설계방법, 성능분석, 통신산업 동

향 등의 과제에 중점을 둔다. 

MGT581  컴퓨터기술개론 (Introduction to Computing Technology) 2:3:3(4)

전산학의 일반적인 총론으로 컴퓨터 기술의 각 분야를 소개하며 그 분야의 최근 기술 발전 및 동향을 

소개한다. 

MGT582  통신경제학 (Economics of Telecommunications) 3:0:3(6)

본 강좌에서는 미시경제학의 이론적 배경 하에 통신 산업의 구조와 운영 원리를 규명하는 한편 경

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 원칙과 그 적용에 대하여 연구한다. 통신경제학은 통신

산업이 자연독점으로 간주되어 오던 시절에 태동하여 독점력 억제를 위한 정책 및 규제 방향에 대

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왔으며 본 강좌에서는 최근 경쟁과 자율화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형태

의 산업 구조하에서 다양한 분양에 걸쳐 그 역할과 기여에 대해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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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83  통신공학개론 및 실험 (Introduction to Telecommunication) 2:3:3(6)

정보통신의 기본 개념과 기술에 대하여 강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전송, 다중화, 

교환, 데이터 전송, 셀룰라시스템, 광통신, 데이터통신, 근거리 통신망, 통신 기본 개념의 이해를 위한 

실험이 병행된다.

MGT584  인터넷 및 컨텐츠 산업분석 (Internet and Contents Industry Analysis) 3:0:3(4)

근래 일고 있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격동적인 변화를 개관한다. 정보통신 변혁의 의미를 그 역사와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배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통해 파악하도록 한다.

MGT585  정보통신기술정책 (Technology and Telecommunication Policy) 3:0:3(4)

기술발전이 정보통신정책의 형성과정에서 갖는 역할을 연구한다. 기술발전 추세가 제기하는 정책적, 

기업전략적 의미를 산업계 지도자들과 정책 당국자들의 글을 통해 파악한다.

MGT586  텔레콤시장분석 (Telecommunication Market Analysis) 3:1:3(5)

본 과목에서는 통신사업 분석을 위해 필요한 분석방법론에 대하요 강의한다. 이를 위하여, 본 과목

에서는 통신수요예측기법, 신제품개발프로세스, 통신시스템의 경제성분석, 고객만족측정, QFD 

process,시나리오 계획법 등이 다루어진다.

MGT587  인터넷기술개론 (Introduction of Internet Technology) 3:1:3(5)

본 과목에서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주요 이슈들을 이해함으로써 인터넷기술에 관련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나아가 새로운 모델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경영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하

도록 한다. 팀별 Term project를 통해서는 고유한 인터넷기술 모델을 창안하여 발표하게 할 것이다.

MGT590  Cross Cultural Management (이문화관리) 3:1:3(4)

본 과목은 국제적인 경영자로서 필요한, 서로 다른 문화(이문화)의 이해를 통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

통 기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은 이문화 이해의 경영학적인 의미, 이문화 이

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람들의 다양성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MGT591  Global Immersion Practice (테크노경영 국제화 실습) 3:3:3(5)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본 교과목의 목적이다. 글로벌리더십, 국제협상, 글로벌경영이론, 사회봉사활동참여, 등을 통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경영학 각 분과학 내용들을 실습, 체험하도록 한다. 

MGT592  Global Immersion Practice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텔레콤경영국제화실습) 3:3:3(5)

본 과정은 통신분야 최신의 학술적인 내용과 실용적인 사업기술에 대한 접근, 통신업계 경영인의 

교류를 통한 전문능력 개발 기회 부여, 미국의 사업에 대한 관행과 문화를 접함으로써 심도 있는 

이문화 체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MGT594  글로벌 현장실습 (International Studies) 0:6:2(2)

본 교과목은 현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또는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도 있다)의 경영운영 방식을 한국과 비교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인 문제와 조직 내의 관계문제에 관한 운영 및 규제 그리고 그 지역의 정부와 경제 

조직의 변화에 의한 비즈니스의 전망 및 기회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있다.

MGT600  최적화 이론 (Optimization Theory) 3:0:3(5)

본 교과목은 기본적인 Operations Research (OR)관련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보다 깊고 다양한 최

적화이론을 습득하게 하는데 목표를 둔다. 전통적인 OR의 Linear Deterministic Optimization Model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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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더 이론적인 관점에서 다룬 후 Non-linear Program의 기본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Optimal 

Control Theory의 기본 이론과 경영 현상에서의 응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MGT601  의사결정분석과 응용 (Decision Analysis Theory and Application) 3:1:3(6)

의사결정분석은 의사결정자의 문제를 가능한 한 명확히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인 윤곽을 제공학기 

위한 것이다. 이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합리성과 창의성을 창출해 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MGT602  예측이론 및 응용 (Forecasting Theory and Its Applications) 3:1:3(5)

예측 및 시계열 분석과 관련된 제 이론을 소개하고 실제 자료를 분석하여 예측 모형을 구축한다. 

그 내용으로서는 Box-Jenkins 모형, 동적 선형모형, 지수이동가중평균법, 확산모형, 베이지안 예측 기

법, 스펙트럼 분석법, 추세와 순환치의 분리법 등이 있다.

MGT603  시뮬레이션 (Computer Simulation) 3:1:3(5)

본 과목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기본 개념과 시뮬레이션 모델링의 여러 기법, Process, Activity, 

Event 위주의 모델링 기법과 DEVS Formalism을 배운 후 실제 구현을 위한 도구 및 언어를 배운다. 

또한 통계적 결과 분석, 객체지향 시뮬레이션, 지능형 시뮬레이션을 다룬다.

MGT604  인사관리 시스템과 전략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s and Strategy)       3:0:3(5)

본 과목은 인사관리 전략과 인사시스템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적 자산의 모집, 

배치, 관리는 신상품 개발, 생산기술 혁신, 마케팅 전략 같은 가치생산활동 못지않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 본 과목은 업무수행평가, 인터뷰기술, 구인 관련한 측정학적 기술 등과 같은 인사관리

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경영자의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적자원의 관리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통합적인 안목과 분석적이며 관리자적 접근방법으로 기업경영의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관리 시스템과 전략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MGT605  경영커뮤니케이션 (Business Communication) 1:1:1(2)

이 과목은 국제화 시대의 경영자에게 필수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

다.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중교육을 통해 English Presentations, Writing, Negotiation 실습을 하고, 종

합적인 영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배양한다.

MGT606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법 (Law on International  Business) 3:0:3(3)

국제거래의 풍성한 사업기회에 동반되는 불확실성과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

과 같은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거래법(International Business Law)을 숙지하여야한다 : 국제물품거래, 

해외직접투자, 지적재산권 등 세 분야와 이 위에 거시적 차원에서 파악되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학습

MGT607  기업경영과 법 (Legal Aspects of Business) 3:0:3(3)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경쟁시대에 법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적절한 법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상거래법’ 과목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상거래

시 가장 빈번하게 관련되는 대리관계(Agency), 일반계약관계(Contracts), 상품거래(Sales), 전자상거래

(e-Commerce), 불법행위(Torts),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MGT608  기업경영과 회사법 (Legal Aspects of Business Association) 3:0:3(3)

개방된 경영환경에서의 무한 경쟁은 자본, 인력, 상품 등의 조달(Sourcing), Know-how 관련 지적재산권 

경영(Corporate Learning), 시장점유율 전략(Market Positioning)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성공적 업무 수행을 

요구한다. 본 과목은 이를 위한 협동의 여러 방법 각 방법의 장단점,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임직원 

및 대주주의 권리․의무, 기업자금 조달 관련법, 증권거래 사기 및 내부자 거래에 관한 법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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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10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s) 3:1:3(4)

행태과학적 접근에 의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본개념과 최근 발전 동향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본 과목을 통해 이 분

야 석․박사 학위논문의 연구방법을 익히고 실습을 통한 연구 설계의 경험을 가지며 더 나아가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MGT611  조직행태론 (Organizational Behavior Theory) 3:0:3(5)

조직행태의 미시적․거시적 접근방법 모두를 중급수준에서 다루며, 주요내용으로는 행태이론의 기본

개념, 개인행태 (personality, cognitive process 등), 동기유발에 관한 제 이론의 비교 (욕구이론, 인지이

론, 강화이론 등), 인사고과제도 및 보상, 직무설계 및 집단행태, 지도자론, 조직과정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기술과 조직구조간의 관계에 대한 제 이론의 소개 및 비교, 환경과 조직 구조간의 관계, 

조직성과의 개념, 조직변화와 경영혁신에 관한 이론을 소개한다.

MGT612  조직설계론 (Organization Theory & Design) 3:1:3(5)

본 과목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조직에 대한 분석들을 확립하고, 조직의 

거시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습득과 개별적으로 선정한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실제 조

직의 여러 현상들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MGT613  경영전략론 (Strategic Management) 3:0:3(3)

전략경영의 개념 및 제 과정을 소개하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전략의 개념(기업전략, 사업전략, 부서별 

전략), 전략수립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환경분석기법, 산업구조 분석기법의 소개, 본원적 

전략의 개념, 전략실행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의 분석, 조직구조 및 조직문화의 개념, 다각화 전략, 

기술혁신 전략 등을 개괄적으로 다룬다. 기본이론의 소개와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실제적 접근을 강

조한다. 

MGT614  하이테크경영 (High Tech Management) 3:0:3(3)

이 과목은 지난 수십 년간 정설로 통용되어 왔던 기술수용 주기모델을 급변하는 불연속성의 첨단 

기술 혁신 시대에 기술수용자 집단의 행동과 태도를 구매 심리학적 관점에서 수정 보완한, 첨단 기

술 수용 모델의 배경과 이론을 Silicon Valley의 성공/실패 사례 중심으로 토론 형태로 소개한다.

MGT615  비즈니스게임 (Management Decision Laboratory) 1:6:3(4)

본 과목에서는 실제상황과 동일하게 조성된 컴퓨터 모의실험 환경 하에서 경영과목에서 습득한 개

념 및 기법을 종합적으로 활용하게 함으로 경영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한다.

MGT617  경영자문 (Management Consulting) 2:3:3(3)

본 과목은 MBA 학생들이 각 과목에서 배운 경영 지식을 통합할 수 있는 capstone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애로점을 발굴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그 해결

책을 기업의 경영진에 의해 평가받는다. 

MGT620  마케팅이론 (Marketing Theory) 3:0:3(3)

이 과목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분야를 소개하고 각 분야의 기본적 연구이슈 및 연구내용을 

다룬다. 또한 마케팅에서 적용되는 기본적 이론들을 검토하고 그 응용에 대하여도 연구한다.

MGT621  마케팅모형론 (Quantitative Models for Marketing Decisions) 3:1:3(3)

마케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계량적 모형들이 어떻게 개발되고 응용되는지를 취급한

다. 특히 경영과학에서 개발응용되는 계량기법들이 어떻게 광고, 가격책정, 판매원관리, 유통, 신제

품개발관리 및 기타 마케팅관리 분야에 응용되는지를 기존모형들을 분석함으로써 검토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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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한 사례분석과 기말과제의 연구를 통해 이러한 모형의 개발사용의 기회를 제

공한다.

MGT622  마케팅전략 (Marketing Strategy) 2:0:2(3)

본 교과목은 마케팅의 각론을 수강한 학생들에게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전략적 마케

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실성 높은 사례와 최근 논문을 분석하고 

토론하며, 집단 프로젝트를 통해 실천적 마케팅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MGT623  마케팅촉진론 (Marketing Promotion Management) 3:0:3(3)

기업과 고객 간의 각종 매체를 통한 마케팅커뮤니케이션과 이를 통한 판매촉진 방법과 전략을 다룬

다. 주요 개념과 방법론을 강의를 통해 소개하고, 사례분석과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실제로 응용하

는 능력을 배운다. 

MGT624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0:3(3)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동기, 인성, 학습, 태도, 감성 등의 기본 이론들과 소

비자의 판단, 선택, 의사결정 이론들의 소개된다. 또 근래 많이 연구되고 있는 소비자 정보처리 이

론과 기타 인지(Cognition) 이론들이 어떻게 소비자 연구에 적용되는가를 검토한다. 

MGT625  International Marketing (국제마케팅) 3:0:3(3)

본 과목은 범세계적인 관점에서 마케팅환경과 기회를 분석하고 범세계적인 마케팅전략을 수립하여 

집행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기법들을 다룬다. 특히 마케팅기회의 포착, 국제적 마케팅 장애요인의 극

복, 그리고 중소기업가들의 국제화 전략에 초점을 둔다.

MGT626  유통론 (Marketing Channels Management) 3:0:3(3)

본 과목에서는, 재화(products and services)가 제조자로부터 최종사용자에게로 전달되기 위해 수행되

어야 할 기능(functions or flows)들을 분석하고, 이 기능이 제조자, 중개자, 최종사용자들 간에 어떻게 

분담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제조자의 마케팅 입장에서 이러한 기능의 분담수행을 어떻게 관리해

야 되는지 그 관리의 틀(framework)의 내용과 구조, 그리고 운용(operation)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조직행위론과 산업조직론에 관한 지식은 본 과목 수강에 매우 도움이 된다.

MGT632  서비스경영 (Service Management) 3:0:3(5)

서비스시스템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내부프로

세스에도 존재한다. 이 과목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고객의 만족을 증진하여 서비스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프로세스의 설계와 운영,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 경영과제를 다룬다. 

MGT633  벤처캐피탈 (Venture Capital) 3:1:3(3)

이 과목은 학생들이 벤처 캐피탈산업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기업재무관리에서 다

룬 여러 이론들을 어떻게 벤처 캐피탈에 응용 할 것인가를 다루게 된다. 또한, 학기 중 실무에서 활

동하고 있는 외부강사들을 초청하여 벤처 자본가와 창업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에 대하

여 토의를 한다.

MGT635  기술경제성평가 (Economic Assessment of Technology) 3:0:3(4)

기술관련 문제들의 경제성분석/가치평가를 과학기술, 벤처투자, 환경, 대기오염,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제와 관심사를 경제성평가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현안 Issue, 개발과 보전 및 미래를 전망

하는 주제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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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37  환경에너지정책 (Energy and Environmental Policy) 3:0:3(4)

과거의 지시 및 통제 중심의 직접규제방식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관리 및 감시 상의 높은 비

용 때문에 점차 시장을 활용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사용으로 대체되고 있다. 배출부과금, 배출권 

거래제도, 예치금제도 등 다양한 유인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며, 정부정책와 기업의 대응전략의 상호

작용에 대해 논의한다. 환경정책과 접하게 관련된 국가에너지체계 개념과 에너지 정책의 과제도 

다룬다.

MGT639  기술혁신의 이론과 전략 (Theories and Strategies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3:0:3(3)

기술 및 산업 등의 R&D 형태에 관한 이론과 실증분석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술혁신의 다양한 측

면과 요소들을 이해하고 research에 응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MGT640  기업통합정보시스템 (Enterpris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3:1:3(3)

본 강좌는 기업의 경영혁신과 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으로서의 기업 통합 정보시스템을 다룬

다. 기업통합정보시스템의 실제 형태가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이므로 이에 강좌의 초점이 주어진다. 주요 내용은 ERP의 개념, 전략, 프로세스 혁신, 의사결

정, 구축방법론, 변화관리, 그리고 e-Business 및 CRM 과의 연계를 포함한다.

MGT641  고객관계관리 (CRM and Service Management) 3:1:3(4)

이 과목은 마케팅의 필수적인 기법인 eCRM(고객관계관리)를 개관한다. 기업과 소비자와의 상호 유기적인 관

계를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고객관계의 

경제학, 고객 투자 배분, 서비스 질의 측정, eCRM의 개념, eCRM의 구조와 도구, 고객 관계 최적화, 실제 사

례 등이 주요 이슈이다.

MGT642  재무정보시스템 (Financial Information Systems) 3:1:3(6)

재무정보시스템은 재무분석 및 금융기관의 관리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및 인공지능 등의 고급 정보

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목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학생 및 교수의 창의력과 개척정신을 필요로 한다. 재무분야의 전문가들이 때때로 초청되어 최신의 

동향을 소개할 것이다.

MGT643  회계정보시스템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3:1:3(3)

이 과목은 회계정보시스템분야의 중요한 개념과 기법을 공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계정보시스템

의 기본 개념, 문서화, 거래처리시스템, 내부통제, 거래사이클 등을 포함한다. 연구주제로는 회계정

보시스템의 설계, 구축, 데이터베이스, 내부통제시스템, 인공지능 등용 등이 다루어진다.

MGT644  중급회계 (Intermediate Accounting) 3:1:3(6)

이 과목은 초급회계에서 기초적으로 다루었던 문제들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그 외에 리스, 연금, 파

생상품 및 이연법인세에 관한 회계 등, 연결재무제표 및 정부회계를 제외한 회계 전반에 걸친 문제

들을 다룬다.

MGT646  정보시스템 감사 (Information System Audit) 3:1:3(6)

이 과목은 정보시스템감사 및 보안의 주요한 개념과 기법을 공부한다. 중요한 주체는 전산화환경하

에서의 내부통제 및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평가, 정보시스템 위험분석 및 관리, 시스템개발과정의 

감사, 시스템관리기능의 감사, 정보시스템보안 평가 및 관리 등이다.

MGT647  정보시스템 관리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s) 3:1:3(4)

조직의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전략적 및 경제적 요소들을 연구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대표적 정보시스템 관리 및 구축사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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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50  데이터마이닝 (Data Mining) 3:1:3(4)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신경망과 learning 방법의 원리와 응용을 다룬다. 주요 주제로 신경망의 특징과 

한계점, 학습 방법, 신경망 구조의 의미, 효율성, 다차원전략 학습, 경영분야의 응용 등이 있으며 학

기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추가 될 수 있다. 수강자들은 2회의 논문연구와 Term project를 수행한다. 

MGT651  경영정보실습 (Practice in MIS) 3:1:3(5)

경영정보학의 개념과 이론을 실제 조직의 문제에 응용하여 현장연구를 수행한다. 주요한 경영정보

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한 학기동안 해당기업의 경영정보의 주

요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그룹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MGT652  컨설팅 방법론 (Consulting Methodology) 3:1:3(5)

본 과정은 현재 국내의 유수 컨설팅사의 컨설팅 방법론을 위주로 실제 경영혁신 구현방법을 강의하며, 컨

설팅 실제 사례도 포함된다. 컨설팅 산업의 사업영역과 Trend의 이해, 문제의 발견과 해결능력 배양, 

Project Management와 Change Enablement Technique의 이해 그리고 Strategy, People, Process, IT관련 전문 영

역 중 Strategy development, Organization & HR management, Process Improvement 이해와 사례학습을 다룬다.

MGT653  법과 경제학 (Law and Economics) 3:0:3(4)

본 강좌는 수강생들이 다양한 법적 효과의 경제적 분석과 정책 개발을 위한 경제학적 도구를 이해하고 활

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사례를 통하여 교육함.

MGT654  미국법입문 (Introduction to Law)3:0:3(4) 1:0:1(1)

법적 분석 방법론 및 논리 전개 체계 그리고 글쓰는 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법률가처럼 생각하는 법을 학습함.

MGT655  상거래법 (Commercial Law) 3:0:3(4)

동산을 담보로 하는 거래나 금융이 주도적인 선진국형 상거래가 급증하는 새로운 시대에 꼭 알아야 할 미

국판 동산 담보부 거래법체계를 배운다.

MGT656  지적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3:0:3(4)

영업비 , 판권, 특허, 상표/상호에 관한 미국법체계를 소개한다.

MGT657  국제세법 (International Taxes) 3:0:3(4)

본 과목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거래들의 국제 세법적 의미 및 결과를 미국 세법적 관

점에서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학습한다.

MGT660  재무론 (Advanced Financial Management) 3:0:3(5)

재무관리의 이론과 기업의 당면한 여러 재무문제를 연구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상황이 급변하

는 여건 하에서 증대되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위험관리의 문제 등을 다룬다.

MGT661  기업인수합병 (Mergers and Acquisitions) 3:0:3(5)

기업의 인수합병은 기업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이슈이다.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인수합병의 경제적 및 재무적 측면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하여 인수합병의 실무적 측면을 배운다.

MGT662  수치해법의 재무응용 (Numerical Methods in Finance) 3:1:3(5)

금융공학에서 나타나는 수학적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치해법을 다룬다. 파생금융상품의 가격결정 

모형을 수치적으로 푸는 여러 가지 방법에 주안점을 둔다. 이항방법과 차분법을 기초로 하여 파생

상품의 특성에 맞는 기법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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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63  증권시장론 (Securities Markets) 2:0:2(4)

이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증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이 어떻게 발행되며 또 거래되는지를 다룬다. 

이에 관련된 제반 법률들을 검토하고, 또한 증권시장의 기능에 대한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데 많

은 시간을 할애한다.

MGT664  채권론 (Strategic Fixed-income Securities) 3:0:3(5)

주로 확정이자부 증권시장의 개념과 그 실무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채권 면역 전략 및 장단기 채권

시장에 대한 신용분석 등을 통해 현대채권 수학의 구조 및 응용에 대한 개발에 그 중점을 둔다. 

MGT665  계량경제학 (Econometrics) 3:1:3(3)

본 과목에서는 경제 현상 및 재무, 마케팅 등 인접분야의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필

요한 계량경제학적 방법론들을 다룬다. 강의 내용은 크게 이론적 기초와 응용 계량경제학으로 구분

되며, 통계패키지를 이용한 실습 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MGT666  게임이론 및 응용 (Game Theory and Applications) 3:1:3(6)

본 과목은 게임이론을 종래의 확정적, 정태적 논리의 체계에서 벗어나, 복수개체간의 의사결정 이론 

(Multi- person Decision Theory) 에 근거한 경쟁이론(Theory of Competition)을 다루며, 특히 지난 15여 

년간 진척된 경쟁적, 동태적, 확률적(Non-cooperative, Dynamic, Probabilistic) 게임에 관한 연구결과를 

논의한다. 이러한 경쟁이론은 일반조직분야, 마케팅분야, 산업조직분야, 생산전략분야, 환경공해분야, 

군사전략분야 등 많은 분야에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수행한다.

MGT668  미시경제이론 (Microeconomic Theory) 3:0:3(3)

본 강좌는 미시경제이론을 수학적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엄 성을 기하는 한편 경제주체의 행태와 시

장의 성과에 대해 분석한다. 이 강좌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수학적 개념과 최적화 이론에 대

한 지식이 요구된다.

MGT670  산업조직론 (Industrial Organization) 3:0:3(3)

본 강좌는 최근 다양하게 발전되어 온 산업조직론의 제 이론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게임

이론의 바탕 위에 산업조직이론을 습득함으로써 산업 현상과 성과의 분석 뿐 아니라 경제 현상생

산, 마케팅, 조직 및 연구개발 등의 분야의 이해와 연구에도 엄 성을 기할 수 있다. 

MGT672  금융위험관리기법 (Financial Risk Management) 3:1:3(5)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과목은 금융위험의 정

의, 금융위험의 측정 및 금융위험관리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금융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

으로 개발된 value- at-risk를 포함한 여러 가지 금융위험관리기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러한 기

법들을 활용하여 실무에서 금융기관 또는 기업들의 금융위험을 관리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분석한다.

MGT673  고급파생금융상품 (Advanced Derivative Securities) 3:0:3(5)

여러 가지 복잡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특성과 가격결정 모형을 다룬다. 특이한 옵션, 금리파생

상품 및 기타 옵션의 성격을 갖는 복합적 증권을 자세히 소개하고 가격결정에 필요한 이론과 계산방법

에 주안점을 둔다.

MGT675  시장미시구조 (Market Microstructure) 2:0:2(3)

거래제도, 호가제도, 주문집행제도, 거래원의 시장조성기능, 거래소 형태 등 시장의 미시적 구조를 

다루고, 그 구조적 특성이 투자 및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그 분석 결과도 투자 및 금융전

략에 대한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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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78  관리회계 (Management Accounting) 3:0:3(4)

이 과목은 회계정보를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개념과 기법을 공부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가의 개념, 원가-조업도-이익분석, 원가계산시스템, 예산, 책임회계, 원가배분, 원가차이

분석, 성과측정 및 보상 등을 포함한다.

MGT679  금융공학최신동향 (Recent Developments in Financial Engineering) 2:0:2(3)

급변하는 경제 및 금융환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금융공학적 기법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있는 바 본 

교과목은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할 능력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

라서 본 교과목은 금융공학적 기법에 대한 강의 및 사례분석 그리고 금융 및 산업 각계의 전문가의 

참여를 통하여 금융공학의 최신 동향에 대하여 교육한다.

MGT680  텔레콤사업전략 (Telecommunications Business Strategy) 3:1:3(5)

본 과목에서는 특정 통신사업에 대해 분석적 기법을 이용해 사업전략을 도출하고, Case를 통해 구체

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통

신산업분석, 전략계획, 시나리오 계획, MBA, 직접마케팅, 소비자 가치분석, 불량채권장지전략 등이 

이루어진다.

MGT681  정보통신망설계 및 운용 (Design and Management of Telecommunication Networks)       3:1:3(5)

일반 전화망으로부터 데이터망, 무선망을 포함하는 여러 종유의 통신망을 대상으로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설계방법론을 배우고, 그들의 주요한 운용문제에 체계적이고도 수리적인 모델접근법을 통하여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서 보인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확률모형 및 경영과학 기업에 

대해서도 소개받는다.

MGT682  정보통신망응용 (Applications of Data Communications Networks) 3:1:3(5)

정보통신시스템 과목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상에서 발생하는 최신 경영관리문제를 연

구한다. 주요논제로 정보통 신망의 기업 전략적 활용 및 각 산업 분야별 응용사례, 통신망투자분석, 

통신체계관리, 통신망설계 및 정보자산의 전략적 관리 등을 포괄한다. 실제문제에 대한 사례 연구 

및 프로젝트 결과가 요구된다.

MGT683  국제통신정책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Policy) 3:0:3(4)

국가간 정보유통의 효율성, 범세계적인 통신산업의 발전과 개별국가의 이해증진 달성을 목표로 하

는 국가간 통신산업의 이슈들을 검토하고 한국의 현안과 연계하여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GT684  무선통신 (Wireless Communications) 3:0:3(5)

무선통신 기술의 개요부터 무선통신 사업까지의 응용 분야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다룬다. 디지털 

라디오, 셀룰라 및 개인 휴대 통신, 위성통신, 무선 LAN 등의 기술적 특징과 무선통신을 이용한 비

즈니스 사업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MGT685  광대역통신 (Broadband Communications) 3:0:3(5)

본 교과목에서는 ATM 개념, BISDN 프로토콜 참조 모델, ATM 트래픽 제어, ATM망 관리, ATM 교

환, ATM망 연동, ATM 전망 등에 대하여 고찰한다.

MGT686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1:3(5)

여기서는 아날로그 신호로부터 디지털신호로 변환할 때 생기는 현상에 대한 이론, 디지털시스템의 

전달함수, Fourier변환, Z-변환, 디지털 필터 설계 등에 대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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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687  금융공학연구방법 (Research Methodologies in Financial Engineering) 3:0:3(5)

금융공학 연구방법은 금융공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실증자료 분석, 수치해법 

실습 등을 통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MGT700  확률모형론 (Probability Models with Applications) 3:1:3(6)

확률론의 기본 개념을 점검하고, Bernoulli, Poison, Branching, Birth and Death Process 등의 다양한 확

률 과정을 소개한다. 상태 공간이 이산적(Discrete State Space)이고 마코프 성질(Markov Property)을 

갖는 마코프 체인(Markov Chain) 및 마코프 과정(Matkov Process)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Renewal 이

론도 연구하며 그들의 응용에 대해서 논의한다. 상태 공간이 연속적인 과정들도 일부 다룬다.

MGT701  다변량 통계분석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3:1:3(4)

통계자료분석에서, 다변량 자료의 통계적 방법론을 다룬다. 다변량 정규분포론, 상관관계, Hotelling's 

T2―Test, 공분산분석 principal 요인분석, Cluster Analysis등을 다루며 SAS등 고급통계패키지를 이용

하여 자료처리 등을 다룬다.

MGT705  경영공학의 특수논제 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Engineering I) 1:1:1(2)

MGT706  경영공학의 특수논제 I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Engineering II) 2:1:2(3)

MGT707  경영공학의 특수논제 II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Engineering III) 3:1:3(4)

MGT710  조직변화 및 혁신 (Organization Change & Innovation) 3:1:3(3)

본 과목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변화 및 혁신 행태를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 기법 및 

방법론을 소개하고, 사례연구 및 토의를 통해 현실상황에 대한 응용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강의는 

각 주제에 대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MGT711  경영전략특수논제 (Advanced Seminar in Strategy) 2:0:2(5)

본 과목은 경영전략분야의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그 내용

을 살펴본다. 특히 중요한 연구논문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학생들이 연구를 직접 수행할 때 필

요로 되는 분석적 기법을 익히게 된다.

MGT720  마케팅자료 분석론 (Marketing Data Analysis)  3:1:3(3)

본 과목은 마케팅에서 수집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론과 응용 양면에서 다룬다. 특히 마케

팅에서 사용되는 다변량 분석 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전형적인 마케팅자료를 분석하는데 직접 응

용하는 훈련을 한다.

MGT730  생산전략론 (Operations Strategy) 3:0:3(3)

이 과목은 생산경영론의 기초 위에 생산전략 이론, 품질, 납기, 유연성 등 경쟁차원에 대한 심도 있

는 분석과 생산혁신의 접근방법에 관한 이론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다룬다. 또한 생산부문의 경쟁력

의 원천이 되는 물적 자원과 인적자원, 외부자원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 전략적 성과측정 및 평

가, 공급체계관리 전략, 청정생산전략 등을 다룬다.

MGT731  공급체계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0:3(4)

오늘날 경영효율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급체계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 과목에

서는 공급체계 관리 기법과 CALS 구현전략 및 구축방법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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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732  경영과 최적통제이론 (Management and Optimal Control Theory) 3:0:3(4)

본 교과목은 경영시스템을 분석적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기법을 다루어 복잡한 경영

시스템 주요 변수간의 동태적인 상호작용을 이해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영시스템의 기술적, 물

리적 구성요소들과 이를 지배하는 조직운영체계, 그리고 양자간의 상호작용을 다룬다.

MGT734  환경경영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3:1:3(3)

본 교과목은 환경경영분야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

비할 만한 특별 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환경경영전략, 환경정책, 산업생태학, 환경관

리체계, 환경사업개발 등 관련분야의 주제를 이론, 방법론, 응용 등 필요에 따라 다루게 된다.

MGT740  지능정보시스템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3:1:3(5)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이 기술들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

니라, 기존의 정보시스템기술과 경쟁 및 보안 관계를 이루며 정보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과목은 인공지능과 전문가시스템의 주요개념과 개발도구 실습을 먼저 수행한 후 이 기술

이 경영의사결정지원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지 교육한다. 사례토의를 통해 현장감 있게 이해를 

돕고, 프로젝트를 수행해 봄으로써 정보 시스템의 설계 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익힌다.

MGT74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Application of Decision Support Systems) 3:0:3(5)

본 과목에서는 의사결정시스템의 개념, 개발 및 평가방법론과 실제 응용에 대해 다룬다. 추가적인 주

제로는 경영자 정보시스템, 경영자 지원시스템, 데이터 웨어하우징, 데이터 마이닝, 에이전트 및 지능

형 시스템등이다.

MGT760  자본시장론 (Capital Markets : Structure and Performance) 3:0:3(5)

자본시장론에서는 화폐시장,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시장의 분석을 주된 논제로 

삼고 있다. 이자율의 수준과 만기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및 금융기간이 자금의 원천과 운용을 어떻

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 다룬다. 또한 금융시장의 구조, 거래비용 및 각 시장들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도 다룬다. 

MGT761  재무 계량분석 (Financial Econometrics) 4:1:4(5)

계량분석적 기법의 재무응용을 다룬다. 재무이론의 전개나 그에 대한 실증분석상의 제반이슈를 다

루고 재무실증분석의 최근 동향을 연구한다.

MGT762  금융공학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Financial Engineering) 3:1:3(5)

금융공학분야 전반에 걸쳐서 현 과목 이외의 내용이 필요할 때 특수논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융통

성 있게 운영된다.

MGT763  금융공학실습 (Exercise in Financial Engineering) 1:1:1(3)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MGT764  고급보험론 (Advanced Theory of Insurance and Risk Management) 3:0:3(5)

이 과목은 보험과 관련 위험관리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 조직, 사회의 보험과 위험관리

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이슈들을 생각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은 엄 한 경제학, 수

학적 접근법을 통해 관련 이슈들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

MGT775  경영학 특수논제 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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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776  경영학 특수논제 I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I) 2:0:2(2)

MGT777  경영학 특수논제 III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II) 3:0:3(3)

MGT778  테크노경영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Techno Management) 3:0:3(3)

이 교과목은 테크노경영분야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비할 만한 특별 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MGT779  경영정보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 3:1:3(3)

MGT780  텔레콤경영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3:1:3(4)

본 과목은 정보통신분야의 최근 신기술 및 관리 기법을 소개한다. 가능한 주요 주제에는 이동통신, 

분산정보체계, 최신통신 관리기술, 인터넷 및 인프라넷 응용기술, 기업 통신체계 구축기법 등이 있다.

MGT800  다기준 의사결정론 (Multiple Criteria Decision Analysis) 3:1:3(5)

다기준의사결정문제는 크게 다요소의사결정과 다목적의사결정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본 과목의 목

적은 다요소의사결정과 다목적의사결정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들을 제공하는데 있다.

MGT810  행태과학고급논제 (Doctoral Dissertation Seminar in Management) 3:0:3(3)

본 과목은 조직행태, 경영전략, 기술 및 벤처 경영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연구 흐름과 연구 방법론에 대한 고등 논제를 다룬다. 주로 최신 journal article을 통해 

주요 연구 주제에 대한 state-of-the-art를 파악할 뿐 아니라 새로운 연구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학습

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자기 논문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조 능력을 배양하고, 새로운 연구 논문 

아이디어를 습득하도록 한다. 

MGT820  마케팅고급논제 (Advanced Issues in Marketing) 3:0:3(3)

본 교과목은 박사과정들 대상으로 최신 마케팅분야에서 학술적 초점이 되고 있는 논제들을 이론적

으로 분석하고 토론한다.

MGT843  경영정보고급논제 (Distributed Information System in Internet Environment) 3:1:3(5)

이 교과목은 인터넷 환경에서의 분산정보시스템을 구현하는 기본적 틀을 다지고자 하는 대학원생들

을 위한 과목이다.

MGT860  재무모형론 (Foundations of Financial Models) 3:0:3(5)

현대 재무이론에서의 이산 및 연속시간 거래 모델의 수리적, 경제적 기초를 다룬다. 세부내용은 재

무관리분야 중 포트폴리오 이론, 재정가격 결정이론, 이자율의 기간구조 및 다기간 자산가격 결정이

론 등에서 확률적 미적분, 비확률적 편미분방정식, 확산과정의 최적화를 위한 모델과 방법론 등이

다. 

MGT861  재무고급논제 (Advanced Special Topics in Finance) 3:0:3(5)

재무분야에서 새로이 개발되고 소개되는 최신의 이론적 또는 실증적 고등 주제를 다룬다.

MGT862  응용계량경제학 (Applied Econometrics) 3:0:3(3)

고급계량경제학 등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 및 경영분야의 응용연구에서 접하게 되는 주

요 계량분석모형들에 대해서 공부한다. 단순회귀모형의 확장과 비선형회귀모형, 패널자료의 분석모

형, 시차모형, 이산선택모형, 제한종속변수모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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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863  게임이론의 고급논제 (Advanced Topics in Game Theory) 3:0:3(5)

본 교과목은 게임이론 분야의 최신 연구동향에 따른 중요한 연구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박사과

정 학생을 위한 세미나 교과목이다. 균형의 개념, 경쟁분석, 협상, 경매, 유인구조의 설계, 진화론적 

게임이론 등 관련분야의 고급연구주제를 이론, 방법론, 응용 등 필요에 따라 다루게 된다.

MGT880  통신시스템분석 (Telecommunication Systems Analysis) 3:1:3(5)

각종 통신시스템의 설계 및 운용에 관련된 성능평가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방법론을 배운다. 이에 필요한 수리적인 도구인 대기행렬모형 및 신뢰성 모형 등에 대해서도 다룬

다.

MGT900  한국의 비즈니스와 문화(Doing Business and Cultural Understanding in Korean Context) 3:2:3(1)

유치교환학생 및 외국인학생들의 한국의 언어와 문화 및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

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및 산업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운영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산업현장 방문과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한국의 비즈니스를 이해한다. 

MGT910  Basic Fluency I 3:1:0(1)

This class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develop basic communicative skills in terms of ease, speed and 

smoothness of speech.  The content of the class allows maximum discussion on a wide variety of basic 

topics.  (Beginning/Low Intermediate)

MGT911  Basic Fluency II 3:1:0(1)

This class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further develop their communicative skills to enhance 

conversational ability. Course content focuses on discussion, consensus, problem-solving and current 

events.  (Low/Mid Intermediate)

MGT912  Newspapers-Reading and Discussion 3:1:0(1)

This class uses various newspapers to investigate current events. The class will focus on the skills of 

reading, narration, and discussion. Students will develop an understanding of how to obtain information 

efficiently and how to express that information concisely. Topics for discussion will vary, but they will 

be selected based on the interests of the students and the instructor.  

(High Intermediate/Advanced)

MGT913  Case Studies in Business 3:1:0(2)

This class is designed for students who want to discuss issues in business while improving their 

communicative skills. This course focuses on case studies and background information in the areas of 

management, marketing, negotiations, and conflict resolution. It is ideal for the students who want to 

develop basic analytical skills as well as those who want to evaluate their personal management skills. 

(High Intermediate/Advanced)

MGT914  American Popular Culture English 3:1:0(1)

This is a video-based course designed to teach students about American popular culture through television 

and movies.  The primary focus of this course is on developing the listening skills of students, but other 

skills will also be developed.  Various listening comprehension exercises will be done with video to build 

skills to facilitate interaction with native speakers of English.  Additionally, the textbook World Class 

English is used to develop conversation and writing skills.  This course is designed for beginners to 

Mid-Intermediate leve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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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915  Business English - Blended 3:1:0(1)

This course uses video and reading materials to increase the business knowledge of students.  Videos 

dealing with business issues are used to develop the listening skills of students, as well as teach them 

how to function as global citizens in an increasingly international world.  Additionally, readings and 

exercises from the book Business Communication Essentials are used to give students practical knowledge 

about how to write short business messages.  Specifically, students will get hands-on experience writing 

various types of business letters, memo's and E-mail.  The book World Class English is used to develop 

conversation and further writing skills of students.  Although all four language skills will be enhanced in 

this course, the focus will be on developing listening and writing skills.  This course is designed for 

students from OPI Level 4 to AS.

MGT916  Real Life English 3:1:0(1)

This is a debate and discussion course designed to enhance the conversational ability of students.  Formal 

debates are held between teams of students through the use of movie segments.  The textbook World 

Class English is used to further develop conversational and writing ability.  This course prepares students 

to think on their feet when dealing with real-life situations in English.  For Intermediate-level and higher.

MGT917  Job Search English Skills 3:1:0(2)

This class develops English language skills to help students obtain employment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Topics covered include starting the job search, cover letters, resumes, and interviews. Additionally, 

students will take several practice TOEIC tests since it is a  requirement for many companies. For 

Intermediate-level and higher students.

MGT918  Business English Writing - Blended 3:1:0(1)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English Business writing.  This course assumes that students have 

acquired a reasonable fluency in spoken English (minimum OPI Level 3) and have a good working 

knowledge of English sentence structure.  The main thrust of this course is to focus on the basic 

elements of paragraph and essay writing.  Then to focus on writing short business reports, proposals, and 

executive summaries.

MGT919  Academic English Writing II 3:1:0(5)

This course uses the North American style of teaching to develop academic writing skills in English. It 

is student centered in its approach in that students will write critiques on articles they read and lead 

class discussions on them. Additionally, students write a 5-10 page term paper which is to be completed 

in 3 drafts. PLEASE NOTE: THIS IS A RIGOROUS COURSE AND STUDENTS SHOULD BE 

PREPARE TO DO SEVERAL HOURS OF HOMEWORK EACH WEEK. For Mid-Intermediate-level and 

higher students.

MGT920  Listening Skills I 3:1:0(1)

This course is aimed at mid-intermediate to high-intermediate students (OPI 3, 4, 5). In this course you 

will improve your ability to listen to material found in many settings including academic settings.  You 

will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stening process and how to listen actively.  You will also 

develop the necessary skills needed to take effective notes in an academic lecture.

MGT921  Listening Skills Ⅱ 3:1:0(1)

This course is aimed at high-intermediate to advanced students (OPI 5, 6, AS). In this course you will 

improve your ability to listen to material found in many settings including academic settings.  You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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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listening process and how to listen actively. You will also develop the 

necessary skills needed to take effective notes in an academic lecture.

MGT922  American Immersion I 3:1:0(1)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function better if they plan to go to America to further their 

studies. American culture is the main focus of the course, both from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This course will use the textbook The American Ways and the television series Friends as 

the basis for instruction.  All four language skills will be developed: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It is designed for high-intermediate level students and above

MGT923  American Immersion II 3:1:0(1)

This course is designed to help students function better if they plan to go to America to further their 

studies. American culture is the main focus of the course, both from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 This course will use the textbook The American Ways and the television series Friends as 

the basis for instruction.  All four language skills will be developed: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Please be advised that American Immersion 1 is not a prerequisite for this course. The material 

covered in this course is different from American Immersion 1. Both courses are designed for 

high-intermediate level students and above

MGT924  American Classic Films 3:1:0(1)

In this course students will improve their listening and speaking skills while seeking to understand the 

content and cultural issues associated with three classic, Oscar winning American films.  We will explore 

the historical and social issues that provide the setting for the films.  You will be responsible for 

learning and understanding the content of the films in addition to the language skills practiced. 

MGT925  English Debate and Critical Communication Skills 3:1:0(1)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introduce students to the art of proper debate.  The course will focus 

on the purpose of debate, the rules of debate, and the development of a sound argument within a debate.  

Debating is an art that requires the combination of a logical and sound argument with the ability to 

communicate that argument in an oral format.  Debating is the art of oral persuasion.

MGT930  비즈니스 중국어 Ⅰ (Business Chinese Ⅰ) 3:1:0(1)

본 교과목은 중국어를 처음 배우는 초급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교과목은  중국어의 기초 발음, 

성조, 표기 및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회화와 관련 기초 문법 학습을 통해 초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중국어를 운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중국어를 계속 학습할 수 있도록 양질의 기초토

대를 닦는 것을 목표로 한다. 

MGT931  비즈니스 중국어 Ⅱ (Business Chinese Ⅱ) 3:1:0(1)

본 교과목은 초급 중국어 과정을 마치고 기초적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

으로 비즈니스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기초적인 문형과 표현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 용어를 익

힘으로서 일상회화 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 회화 능력 획득을 목표로 삼는다. 

MGT932  비즈니스 중국어 Ⅲ (Business Chinese Ⅲ) 3:1:0(1)

본 교과목은 비즈니스 중국어Ⅰ,Ⅱ 과정을 마치고 기초적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가능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기초적인 문형과 표현 및 비즈니스 관련 전문 

용어를 익힘으로서 일상회화 뿐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에서 응용할 수 있는 회화 능력 획득을 목표

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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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960  논문연구(석사) (Thesis for Graduate Students)

MGT965  개별연구(석사) (Independent Study for Graduate Students)

MGT966  세미나(석사) (Seminar for Graduate Students) 1:0:1

MGT980  논문연구(박사) (Thesis for Doctoral Students)

MGT985  개별연구(박사) (Independent Study for Doctoral Students) 1:0:1

MGT986  세미나(박사) (Seminar for Doctoral Students) 1:0:1

MGT997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 (Project Study (Management Consulting Project) 0:9:3

프로젝트연구(경영자문실습)는 경영학 통합 과목(Capstone Course)의 MGT617 경영자문의 연구학점이

다 . 교과 석사 예정자들이 MBA과정 동안 배운 경영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실제 경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교과 석사를 지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두 교과목을 2학년 2

학기에 이수해야 한다. 4~5명의 학생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특정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한다. 기술혁신과 경영을 이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경영자로 성장하기 위해 스스로 현실 경영 상황을 진단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찾아내어 전

략을 도출하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까지 전 과정을 자문(Management Consulting)하는 방식으로 이루

어진다.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Internship Program) 0:6:1(1)

기업 경영 실습은 실제 기업의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

팅이나 제조업, 서비스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실제 프로젝트나 운영업무

를 수행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경영 지식을 활용하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며, 관련 전문가 및 현

장의 유경험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개 계절 학기를 이용하여 

약 2개월 전후 기업 현장 실습을 하는 것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생들은 실습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

되, 속해 있는 기업의 담당 책임자의 평가 결과도 아울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자 한다.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International Internship) 0:6:1(1)

본 교과목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험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

시키기 위해 개설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무를 결합하여 실무에 맞는 기술

을 개발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근무환경에서 외국인과 협동으로 일을 하고 이문화를 경험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

❐ 석사과정 : 아이엠비에이전공

IMB504  경영통계와 의사결정(Managerial Statistics and Decision-making)                    3:1:3(5)

본 과정의 교육 목적은 실제 경영문제를 통계적이고 분석적인 방법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MBA학생들이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략적이고 정성적인 접근법에 보다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관점을 통합하여 효과적인 경영전략과 리더십을 양성한다.

IMB510  리더십과 조직경영(Leadership, Human Behavior and Organizations)                  3:0:3(5)

현대 사회의 기업경영 및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유용한 개념적 모델과 틀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조직 내의 개인과 집단 행태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분석적 틀과 지식을 전달한다. 또한, 리더십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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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인 발휘와 경영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자신과 상대의 개인적 차이 (동기 수준의 차이, 가치관

의 차이)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수업에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케이스 스

터디 방법을 사용하여, 조직 내의 사람관리를 통한 기업 핵심역량 개발과 유지, 발전 등에 대해 토

론한다.

IMB511  글로벌 경영전략(Global Strategic Management)                                   3:0:3(5)

현대 기업 경영의 가장 핵심적 주제는 급변하는 환경과 세계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기업이 

생존을 담보하고 나아가 경쟁우위를 유지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외부/내부 환경을 분석하

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이용해 경쟁우위를 위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 본 교

과목은 전략적 사고의 틀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연구하여 전략적 사고와 분석 

능력을 키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IMB512  경영프로젝트연구방법론(Research Methods)                                      3:0:3(5)

행태과학적 접근방식에 의한 경영학 분야의 연구방법론에 관한 기본개념과 최근 발전동향을 이해하

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본 과목의 목적이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연구

설계의 경험과 실증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다.

IMB520  마케팅관리(Marketing Management)                                              3:0:3(5)

본 과목의 목적은 (1)기업 내에서 마케팅의 전략적 역할의 정의하고 (2)마케팅 분석의 핵심 요소들

을 소개하며, (3)마케팅 문제를 분석하는데 필수적인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툴을 제공하여, (4)시장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로서의 마케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있다.

IMB529  차이나마케팅(China Marketing)                                              1.5:0:1.5(3)

이 교과목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시

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과 실무적 주제를 다룬다. 마케팅의 기본개념과 방법론을 중국시

장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요인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사례와 실무중심으로 마케팅믹스와 실천방

안을 공부한다.

IMB531  신제품혁신과 SCM(New Product Innovation and SCM)                              3:0:3(5)

본 과목은 기업의 지속적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신제품 혁신 활동과 공급사슬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에 대한 이론과 실증적인 연구로 구성된다. 경영자의 창의성과 기술혁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신제품을 개발하고 supply chain을 통해 구체적으로 시장에 판매

되어 가치창출이 일어나는 가치사슬 활동 전반에 대한 사례분석과 이론적 연구가 이루어진다.

IMB539  차이나SCM(China SCM)                                                       3:0:3(5)

세계의 공장에서 세계 제조업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의 제조업 생산전략과 공급사

슬 구축, 유통과 물류의 전과정을 글로벌 기업과 중국기업의 사례를 통해 학습한다. 이 과목은 특히 

한국 제조업이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여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데 주력한다. 

IMB540  기업경영과 사회(Business and Society)                                           3:0:3(5)

기업경영은 시장경제의 질서 하에 이루어지는 경제적 활동이나 직․간접적으로 사회의 여러 부분과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교과목은 경영활동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이 다시 기업활동의 

새로운 기회와 위협요인이 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경영자의 대응에 관해 다룬다. 

IMB560  재무회계 및 분(Financial accounting and analysis)                                  3:0:3(5)

재무제표 작성의 기본원리 (국제기준 포함),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와 측정 등 재무회계

의 기본원리 및 개념을 고찰하며 재무제표의 해석 및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기업의 가치 창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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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의 생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 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IMB561  재무전략과 가치평가(Financial Strategy and Valuation )                              3:0:3(5)

본 과목은 기업의 재무의사결정에 있어서의 기초적인 내용과 기본 툴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이 과

목에서는 현금흐름할인, 순현재가치, 위험의 개념, 자본비용, 자본 예산, 자본구조, 배당정책, 실물옵

션 등을 다룬다.

IMB564  경영경제분석(Business Economics Analysis)                                       3:0:3(5)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관한 분석을 미시경제 분석체계 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기업경영의 

여러 논점들을 다루게 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거시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이해를 위한 

여러 분석 역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된다. 

IMB590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Global Business Network)                                                              1:6:3(3)

이 교과목은 중국 우수 경영대학원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여름방학 4주간 실행하는 글로벌 실습 교

과목이다. 한국과 중국의 MBA학생들이 한 학급을 이루어 2주간 상대방 학교를 방문하여 해당국가

의 시장, 경영환경과 기업문화 등을 강의, 우수기업방문, 사례분석 토론을 통해 익힌다.

IMB591  글로벌 리더십 개발(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1:6:3(3)

본 과정은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적 감각을 지닌 경영자를 위한 이문화 관리와 의사소통 능력

을 발전시키기 위한 강의와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로 이루어진다. 이문화 관리 이론에 바탕을 둔 다

양한 학습 방법과 교습 방법은 학생들의 국제 감각을 키우기 위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IMB607  글로벌 기업경영과 법(Global Management and Law)                             1.5:0:1.5(3)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무한경쟁시대에 법 또한 급변하고 있으며,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적절한 법 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고 있다. 본 ‘상거래법’ 과목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상거래

시 가장 빈번하게 관련되는 대리관계(Agency), 일반계약관계(Contracts), 상품거래(Sales), 전자상거래

(e-Commerce), 불법행위(Torts),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등을 심도 있게 다룬다.

IMB652  혁신경영컨설팅(Innovation Management Consulting)                                                              1:1:1.5(3)

본 과정은 컨설팅 기초기법과 사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경영실무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학

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둔다. 현재 국내의 유수 컨설팅사의 컨설팅 방법론을 위주로 실제 경

영혁신 구현방법을 강의하며, 컨설팅 실제 사례도 포함된다.

IMB997  Capstone 프로젝트 연구(Capstone Project Study)                                                                         0:18:6

Capstone프로젝트연구는 경영학 통합 과목의 연구학점이다. 교과 석사 예정자들이 MBA과정 동안 

배운 경영학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합하여 실제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4~5

명의 학생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특정기업 또는 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한다.

❐ 석사과정 : 이그제큐티브전공

EMB510  리더십과 조직변화 (Leadership & Organizational Change) 3:1:3(4)

본 과목은 조직 환경 하에서 일어나는 개인 인성, 동기부여, 인간관계의 형성 등에 대한 이해와 팀 조

직의 운영 및 리더십, 그리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인 조직의 설계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변화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이론적 이해와 실제적인 기법의 습득 모두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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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511  경영전략 및 정책 (Strategic Management) 3:1:3(3)

왜 특정기업은 다른 경쟁 기업들에 비하여 월등한 성과를 나타내는 것일까? 그 해답의 상당부분이 이 

과목에서 가르치고자하는 핵심내용인 그들의 전략적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 과목은 최고경영

자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환경 혹은 기업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서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경영자적 자질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의 전략이 장기적 비전하에 제품 및 시장에 대한 선택을 함으로써 고객의 욕

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전략과, 사업부의 성장전략 및 기업의 전사적 차원에서 자원

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배우게 된다. 이런 전략적 학습들은 최고 경영자의 적극적 참여와 다

양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구체화되도록 구성하였다.

EMB513 국제경영전략 (Global Strategic Management) 1.5:1:1.5(2)

본 과목의 주된 교육목적은 복수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들을 전략적으로 경영하

는 지식 및 사고의 틀을 최고경영자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따라서 최고경영자들은 기업이 어떤 조건

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국제화를 하게 되고, 해외에서 경영을 할 경우 국제경쟁우위를 창출하는 

전략적 노하우를 중점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국제경영론과 사례를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EMB514 관리경제학 (Managerial Economics) 3:1:3(3)

본 과목은 경영전략, 경쟁전략, 비즈니스모델 구축 등에 필요한 내용을 경제학의 논리와 연계검토함으

로써, 경영전략의 이론적 틀과 분석도구를 제공하고자 한다. 기업이 경쟁하는 시장분석에서 부터, 경

쟁의 범주, 수직적/수평적 결합의 논리를 비롯, 기업간 경쟁모형, 가격경쟁, 비가격경쟁, 퇴출과 진입, 

경쟁력의 원천과 유지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학적 논리와 충분한 사례를 제시한다. 특히 기존의 

산업과 인터넷을 위시한 네트워크경제 하의 기업경영 및 경쟁전략도 포함한다. 이 과목은 학생들이 

사례연구, 논문연구, 특히 핵심 역량, 경쟁분석, 비즈니스모델을 분석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진행

된다. 필요한 수학지식은 간단한 1차 미분수준이면 충분하다. 

  

EMB520 마케팅관리 (Marketing Management) 3:1:3(3)

현대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경쟁기업 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개념과 기법을 소개

하고, 시장환경예측, 시장세분화, 상품개발, 가격, 마케팅경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산업 및 국제마케

팅, 직접마케팅 등의 주요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EMB530 생산경영 및 공급사슬관리 (Operations Management & SCM) 3:1:3(4)

이 과목은 비즈니스의 정보흐름과 물적흐름의 기반이 되는 공급네트워크의 전략, 설계 및 진단, 개발, 

운영 및 개선과 혁신을 다룬다. 현대 비즈니스의 성패를 결정하는 경쟁양상은 개별 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급네트워크의 경쟁력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업조직의 가치

창출활동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시장이 원하는 가치(가격, 속도, 품질, 다양성 등)를 제공하느냐에 달

려 있다. 이를 위하여 개별기업의 제품 및 공정개발, 정보관리(수요예측, 주문관리, 생산계획), 조달, 

생산, 물류 및 서비스 활동이 네트워크의 전략적 목표에 따라 조정/통합되어야 한다. 본 과목에서는 

네트워크 상의 가치창출 및 가치전달과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전략적 이슈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분

석적 방법론을 다룸으로써 공급사슬통합의 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한다.

EMB531 기술경영 및 기업가정신 (Management of Technology & Entrepreneurship) 3:1:3(3)

이 과목은 기술경영 및 전략, 연구관리, 기업가정신 분야의 주요현안들과 최신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부적인 주제로는 기술경영 개요, 핵심기

술역량 분석, 기술전략 수립/실행, R&D 관리, 기업가정신 특성, 기회 포착, 기업가적 과정 등에 대

해 학습하고 국내외 사례에 대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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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541 e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 (E-Business and E-Commerce) 3:1:3(3)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는 인터넷의 출현과 함께 제조업체의 직판, 유통회사의 중개, 금융기관의 사이

버화 등의 형태로 기업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기업외부와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e비즈니스는 기업자체의 혁신을 다룬다. 이 과목은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를 위한 주요 추세, 

기술의 원리, 경영전략을 이해하고 실습하며, 사례를 통해 경쟁전략의 토론을 한다.

EMB542 정보기술관리 (IT Management) 3:1:3(3)

조직의 정보기술투자에 대한 전략적 및 경제적 요소들을 연구문헌 중심으로 살펴보고 여러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대표적 정보시스템 관리 및 구축사례 등을 통해 실제 기업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EMB543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3:1:3(3)

본 과목은 기업의 윤리경영, 회계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사회적 책임, 환경적 책임, 경제적 책임 등 

제반이해관계자와의 신뢰경영에 관한 종합적인 논리적인 틀과 개념을 다루고, 이와 관련한 사례 및 

현실문제를 논의한다. 따라서 본 과목의 부제목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이라 할 수 있겠다. 다루

고자 하는 개별적인 토픽들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논의주제들이나, 이를 통합하고 체계화하고 자

본시장과 연계시키는 국제적인 추세는 최근의 새로운 현상이라 하겠다. 경영시스템의 새로운 경쟁력 

패러다임으로서, 기업의 제반 위험관리의 틀로서, 또한 기업가치 제고의 틀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해관계자 기반 경영의 보고체계 관련이슈 및 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를 위한 

평가, 랭킹 모델에 대한 검토도 한다. 주제별로 내외부 전문가들의 특강도 제공된다. 

EMB561 기업재무 (Corporate Finance) 3:1:3(3)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재무정책에 대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재무지식

과 판단력을 습득하고 자본예산, 위험과 수익률, 자본구조, 자본비용, 배당정책, 평가 및 합병과 매수

를 강의내용으로 포함한다. 

EMB562 회계 및 재무제표 (Accounting &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3:1:3(4)

본 과목은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기업의 현재 및 미래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예측하는데 필요한 제반 

분석 기법을 다룬다.

  

EMB571 해외현장연구: 전략적 브랜드관리 (International Field Trip: Strategic Brand Management) 3:6:3(5)

본 교과목은 현재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관리대상이 되고 있는 브랜드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브랜드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와 방법론 및 글로벌 사례들을 분석한다. 또

한 브랜드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미국 현지 기업들을 방문하여 브랜드관리 현황을 파악

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한다. 

  

EMB572 해외현장연구; 글로벌인적자원관리 (International Field Trip; Global Human Resource Management) 3:6:3(5)

본 교과목은 수강생들에게 해외 경영대학원에서의 교육과 해외 기업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원 관리역량과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연

수과정을 통해 수강생들은 방문국의 문화와 경제, 사회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게 되어, 향

후 한국기업들이 세계시장에 진출할 때 고려해야할 중요한 성공요인들을 터득할 수 있다.

EMB601 통계적의사결정 (Decision Analysis & Statistics) 3:1:3(3)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확률 및 통계 모형들을 소개하고 

여러 가지 산업에 이를 실제 적용하고 실습한다. 또한 주요 불확실한 의사결정 환경 하에서 다양한 

질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고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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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604 계량경영분석 (Managerial Quantitative Analysis) 1.5:1:1.5(2)

경영자의 최적 경영의사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분석적 이론과 모형들에 대해 연구한다. 의사결정론자

들의 제한된 합리성을 기본적 가정으로 받아들이면서, 경영환경의 불확실성과 경영학습의 논리를 바

탕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경영문제에 대한 이해와 해결을 추구한다.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경영정보

의 정의 및 가치 평가, 수리계획법을 통한 자원할당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EMB631 경영예측과 전략 (Business Forecasting and Strategies) 1.5:1:1.5(2)

기업의 경영전략, 마케팅 전략, 사업 계획 등에 필수적인 예측모형과 방법을 소개하고 전략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주요 산업의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수요예측과 전략효과

분석을 실습하고 SCM과 CRM을 위한 예측체계를 소개한다.

  

EMB632 협상 및 갈등관리 (Negotiation & Conflict Management) 1.5:1:1.5(2)

협상은 기업내부 뿐 아니라, 제반 계약협상, 컨소시움구성, M&A, 국제협상 등 기업외적협상의 필요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화 전략 추진에서 이문화간의 협상 

필요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을 단순히 경험과 직관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치부하기 보다

는 게임이론 등에 입각한 주요한 기본 논리를 배우고, 이를 보다 현실세계에 적합한 협상의 틀을 연

구한 후 이를 시뮬레이션과 역할게임 등을 통해 실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EMB633 전사적 위험관리 (Enterprise Risk Management) 1.5:1:1.5(2)

본 과목은 기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위험들을 구분(예를 들어 재무 위험,  외환위험, 운영위

험, 시장위험 등)하고, 그 발생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기업경영자들이 이에 적절한 위험관리기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MB641 전략적 고객관계관리 (Strategic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1.5:1:1.5(2)

이 과목은 마케팅의 필수적인 기법인 CRM(고객관계관리)를 개관한다. 기업과 소비자와의 상호 유기적

인 관계를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기술을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설명한다. 

고객관계의 경제학, 고객 투자 배분, 서비스 질의 측정, CRM의 개념, CRM의 구조와 도구, 고객 관계 

최적화, 실제 사례 등이 주요 이슈이다

EMB642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KM)) 1.5:0:1.5(2)

이 과목은 지식경영의 개념과 구체적인 실행방법 및 사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들이 21세기 

지식기반 경쟁환경에서 경쟁우위를 획득하는데 필수적인 지식경영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비전, 시스템, 프로세스 및 조직문화를 다룬다.

  

EMB643  6시그마관리 (6 Sigma Management) 1.5:0:1.5(2)

본 과목은 전세계적으로 전사적 품질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한 6 시그마기법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 및 성과평가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EMB670  이문화 및 다양성 관리 (Management of Cross Culture & Diversity) 1.5:1:1.5(2)

본 과목은 국제적인 경영자로서 필요한, 서로 다른 문화(이문화)의 이해를 통한 대인 관계 및 의사소

통 기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은 이문화 이해의 경영학적인 의미, 이문화 이해

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람들의 다양성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EMB671  글로벌경영커뮤니케이션 (Global Business Communication) 1.5:1:1.5(2)

본 교과목은 학생들이 국제적인 경험을 통하여 글로벌 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이다. 글로벌리더십, 국제협상, 글로벌경영이론, 사회봉사활동참여 등을 통하여 강의실에서 배운 경영

학 각 분야 내용들을 실습 체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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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690  EMBA 특수논제 I (Special Topic in EMBA I) 1.5:0:1.5(2)

본 교과목은 MBA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비할 만한 

특별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EMB691  EMBA 특수논제 II (Special Topic in EMBA II) 3:0:3(3)

본 교과목은 MBA의 새로운 실무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를 다루고 새로운 과목으로 준비할 만한 

특별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EMB964  현장적용프로젝트 (Field Application Project) 0:6:3(3)

본 교과목은 실제기업의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현장 학습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이나 제

조업, 서비스 업종에 속한 기업의 경영 관련 업무에 참여하여 실제 프로젝트나 운영업무를 수행하면

서 수업시간에 배운 경영지식을 활용하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며, 전문가 및 현장의 유경험자와의 인

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EMB965  개별연구 (Independent Subject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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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대학원

전공홈페이지:  http://kgsf.kaist.ac.kr
전공사무실:  02-958-3121, 3167

■ 소개

  2006년 2월 개원한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금융전문대학원입니다. 지난 

10년간 성공적으로 운영해온 금융공학 프로그램을 확대 개편하여 재정경제부와 MOU를 체결하였고 

더욱 특화된 교과과정, 우수한 교수진 및 KAIST만의 독특한 학습문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의 전문대학원으로 도약해 나갈 것입니다. 

KAIST 금융전문대학원은 교육과 연구,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첨단 금융지식을 창출하

여, 동북아 금융 허브를 이끌어 나갈 금융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KAIST 금융

전문대학원은 경영에 관련된 제반 지식뿐만 아니라 최신 금융기법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통합적이

고 실질적인 금융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각 관심분야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가 

트랙을 이수 할 수 있고, 연구실 및 기숙사 생활을 통한 KAIST의 독특한 팀워크(Teamwork) 문화

는 향후 뛰어난 현장 적용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입니다.

 ❒금융 MBA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학/통계학/정보기술 그리고 첨단금융

기법 등을 기반으로 고도의 분석능력을 함양하고, 모듈화된 과목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맞춤형 교

육을 제공하며, 이론의 발전과 현장의 수요가 즉시 반영될 수 있는 능동적 교과목 관리체계를 바탕

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융전문가과정

   KAIST 금융전문가과정은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최고의 역량을 갖춘 

핵심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학계의 활발한 협조를 통하여 금융공학, 국제금

융, 자산관리, 신용분석, 리스크관리, 파생상품운용 등의 다양하고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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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 금융전공 (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FIN504 금융통계분석(1.5),  FIN538 금융계량분석(1.5)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1.5), FIN541 금융시계열분석(1.5)]

  다. 전공필수 : 9학점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

            [대체: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대체: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 

        [대체: 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1.5)]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1.5)

FIN662 금융 연구방법Ⅰ(1.5) <2년차 2학기에 이수>

FIN663 금융 연구방법Ⅱ(1.5) <2년차 2학기에 이수>

  라. 선    택 : 총 33학점

    ① 트랙

      ∘ 학생은 최대 2개까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졸업학기 개

시 후 수강취소기간 종료 시까지 본인의 이수 트랙을 신청하여야 함.(5월초,11월초)

      ∘ 해당 트랙(Track)별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각 모듈별로 최소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필수 및 일부 트랙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시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자산운용 전문가(Asset Management Track)

             투자전략 모듈           채권 모듈

            파생상품 모듈           금융시장 모듈

        - 금융공학 전문가(Financial Engineering Track)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금융모형 모듈           위험관리 모듈     

  - 금융경영 및 전략 전문가(Financial Management & Strategy Track)

              금융경영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시장 모듈

        - 투자은행 전문가(Investment Banking Track)

             기업금융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경영 모듈

        - 보험 전문가(Insurance Track)

             보험 모듈               투자전략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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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Track)

             위험관리 모듈           보험 모듈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 국제시장 전문가(Global Financial Market Track)

             동북아 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가치평가 모듈           파생상품 모듈

 

        - 회계 및 재무전문가(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Track)

             회계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경영 모듈

마. 영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구: FIN960 논문연구 9학점 이상  

사. 경과조치

    1)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5학년도 이전에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금융전문대학원 금융전공

으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에 대해서는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단, FIN662 금융 연구방법Ⅰ(1.5)과 FIN663 금융 연구방법Ⅱ(1.5)을 모두 이수한 경우,  

MGT687 금융공학연구방법(3)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3) 2005학년도 이전에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후, 금

융전문대학원 금융전공으로 재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아래 과목에 한해서 대체 인정하도

록 한다. 

       -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3), MGT503 경영통계분석(3)을 이수한 경우, CC511 확률 및 

통계학(3)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01 경영수학(3)을 이수한 경우,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과 FIN535 기초금융수학

Ⅱ(1.5)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63 투자분석(3)을 이수한 경우,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과 FIN544 채권분석

(1.5)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49 금융정보기술(3), MGT642 재무정보시스템(3) 중 1

개 과목을 이수한 경우, FIN531 금융정보시스템(1.5)과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1.5)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687 금융공학연구방법(3)을 이수한 경우, FIN662 금융 연구방법Ⅰ(1.5)과 FIN663 금

융 연구방법Ⅱ(1.5)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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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전공 (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CC511 확률 및 통계학(3)

              [대체: FIN504 금융통계분석(1.5),  FIN538 금융계량분석(1.5)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1.5), FIN541 금융시계열분석(1.5)]

  다. 전공필수: 9학점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

            [대체: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35 기초금융수학Ⅱ(1.5) 

        [대체: FIN536 금융수학Ⅰ(1.5), FIN537 금융수학Ⅱ(1.5)]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 

        [대체: 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1.5)]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1.5)

FIN667 금융사례 연구방법Ⅰ(1.5) <반드시 2년차 2학기에 이수>

FIN668 금융사례 연구방법Ⅱ(1.5) <반드시 2년차 2학기에 이수>

   라. 선    택: 총 39학점

    ① 트랙

      ∘ 학생은 최대 2개까지 트랙을 선택할 수 있으며(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음), 졸업학기 개

시 후 수강취소기간 종료시까지 본인의 이수 트랙을 신청하여야 함. (5월초,11월초)

     ∘ 해당 트랙(Track)별로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또한, 각 모듈별로 최소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전공필수 및 일부 트랙에 중복 편성된 동일 교과목 이수시 어느 한 분야로만 인정됨.

      

        - 자산운용 전문가(Asset Management Track)

             투자전략 모듈           채권 모듈

            파생상품 모듈           금융시장 모듈

        - 금융공학 전문가(Financial Engineering Track)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금융모형 모듈           위험관리 모듈

        - 금융경영 및 전략 전문가(Financial Management & Strategy Track)

             금융경영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시장 모듈

        - 투자은행 전문가(Investment Banking Track)

             기업금융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금융경영 모듈

    - 보험 전문가(Insurance Track)

             보험 모듈               투자전략 모듈

         위험관리 모듈           금융마케팅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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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관리 전문가(Risk Management Track)

             위험관리 모듈           보험 모듈

             파생상품 모듈           채권 모듈

        - 국제시장 전문가(Global Financial Market Track)

             동북아 금융 모듈        금융시장 모듈

         가치평가 모듈           파생상품 모듈

 

        - 회계 및 재무전문가(Accoun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Track)

             회계 모듈               가치평가 모듈

          기업금융 모듈           금융경영 모듈

마. 영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을 2과목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구: FIN961 현장적용 프로젝트 3학점 이상

사. 경과조치

    1)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5학년도 이전에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금융전문대학원 금융전공

으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에 대해서는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 교과과정을 적용한다.

    3) 2005학년도 이전에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전공으로 입학하여 자퇴 또는 제적된 후, 금

융전문대학원 금융전공으로 재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아래 과목에 한해서 대체 인정하도록 

한다. 

       -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3), MGT503 경영통계분석(3)을 이수한 경우, CC511 확률 및 

통계학(3)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01 경영수학(3)을 이수한 경우, FIN534 기초금융수학Ⅰ(1.5)과 FIN535 기초금융수학

Ⅱ(1.5)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63 투자분석(3)을 이수한 경우,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1.5)과 FIN544 채권분석

(1.5)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MGT542 경영정보시스템(3), MGT549 금융정보기술(3), MGT642 재무정보시스템(3) 중 1

개 과목을 이수한 경우, FIN531 금융정보시스템(1.5)과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1.5)을 이

수한 것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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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일람표

● 금융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모듈 비고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전공교수 봄 계량분석
*FIN504,  
   FIN538

전공필수

FIN504 금융통계분석 1.5:0:1.5(3) 이회경 봄 계량분석
*FIN539, 
FIN541

FIN538 금융계량분석 1.5:0:1.5(3) 이회경 가을 계량분석
*FIN539, 
FIN541

FIN534 기초금융수학Ⅰ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수학
*FIN535, 
 FIN536,
FIN537

FIN535 기초금융수학Ⅱ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수학
*FIN536, 
FIN537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 1.5:0:1.5(3) 김인준, 강장구, 변석준 봄 투자전략 *FIN645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IT 　

FIN662 금융 연구방법Ⅰ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모형 논문석사

FIN663 금융 연구방법 Ⅱ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모형 논문석사

FIN667 금융사례 연구방법Ⅰ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경영 교과석사

FIN668 금융사례 연구방법 Ⅱ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경영 교과석사

전공선택
(기초)

FIN501 기업금융전략 1.5:0:1.5(3) 강장구, 박광우, 석승훈 봄 기업금융 　

FIN502 금융기초통계학 1.5:0:1.5(3) 김병천, 이회경 봄 계량분석 　

FIN503 금융경제의 미시분석 1.5:0:1.5(3) 김재철, 성태윤 가을 금융경제 　

FIN505 재무회계Ⅰ 1.5:0:1.5(3) 정구열 봄 회계 　

FIN506 재무회계 Ⅱ 1.5:0:1.5(3) 정구열 봄 회계 　

FIN507 기업가치분석 1.5:0:1.5(3) 박광우, 석승훈 봄 기업금융 　

FIN509 금융법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경영 　

FIN510 회사법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경영 　

FIN511 금융환경과 거시경제 1.5:0:1.5(3) 박광우, 성태윤 봄 금융경제 　

FIN512 금융경제모형 1.5:0:1.5(3) 김재철, 김동석 봄 금융경제 　

FIN513 고급금융경제모형 1.5:0:1.5(3) 김재철, 김동석 봄 금융경제 　

FIN514 정보경제학 1.5:0:1.5(3) 김재철, 석승훈 가을 금융경제 　

FIN515 화폐와 금융 1.5:0:1.5(3) 박광우 가을 금융경제 　

FIN516 금융경제학 1.5:0:1.5(3) 김재철, 김동석 가을 금융경제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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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모듈 비고

전공선택
(계량
분석)

FIN531 금융정보시스템 1.5:0:1.5(3) 이병태 봄 금융IT 　

FIN532 금융산업의 정보기술 1.5:0:1.5(3) 이병태 가을 금융IT 　

FIN536 금융수학Ⅰ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수학 　

FIN537 금융수학Ⅱ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수학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 1.5:0:1.5(3) 이회경 가을 계량분석 　

FIN540 계량분석의 응용 1.5:0:1.5(3) 이회경 가을 계량분석 　

FIN541 금융시계열분석 1.5:0:1.5(3) 전덕빈 가을 계량분석 　

FIN542 고급금융시계열분석 1.5:0:1.5(3) 전덕빈 가을 계량분석 　

FIN543 금융모형의 계량적 추정 1.5:0:1.5(3) 강장구, 이회경 가을 계량분석 　

FIN544 금융 실증분석 방법론 1.5:0:1.5(3) 강장구, 이회경 가을 계량분석 　

FIN545 시뮬레이션 방법론 1.5:0:1.5(3) 강장구, 김인준, 김동석 봄 금융모형 　

전공선택
(금융
경영)

FIN601 조직과 리더십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경영 　

FIN602 평가와 보상 1.5:0:1.5(3) 석승훈 봄 금융경영 　

FIN603 금융 마케팅 관리 1.5:0:1.5(3) 현용진 봄 금융마케팅 　

FIN604 금융기관 경영전략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경영 　

FIN605 금융사업 전략마케팅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마케팅 　

FIN606 금융 CRM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마케팅 　

FIN607 시장지향적 융상품기획 1.5:0:1.5(3) 전공교수 봄 금융마케팅 　

FIN608 금융상품 채널관리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마케팅 　

FIN609 은행경영 1.5:0:1.5(3) 박광우 봄 금융경영 　

FIN610 보험과 위험의 원리 1.5:0:1.5(3) 석승훈 가을 보험 　

FIN611 보험경영 1.5:0:1.5(3) 석승훈 가을 보험 　

FIN612 투자은행 1.5:0:1.5(3) 박광우 가을 가치평가 　

FIN613 금융정책 1.5:0:1.5(3) 박광우 가을 금융경영 　

FIN614 전사적 위험관리 1.5:0:1.5(3) 김동석 봄 위험관리 　

FIN615 재무제표분석Ⅰ 1.5:0:1.5(3) 정구열 가을 회계 　

FIN616 재무제표분석 Ⅱ 1.5:0:1.5(3) 정구열 가을 회계 　

FIN617 고급기업금융정책 1.5:0:1.5(3) 강장구,박광우,석승훈 봄 기업금융 　

FIN618 관리회계Ⅰ 1.5:0:1.5(3) 정구열 가을 회계 　

FIN619 관리회계Ⅱ 1.5:0:1.5(3) 정구열 가을 회계 　

FIN620 중급회계Ⅰ 1.5:0:1.5(3) 정구열 봄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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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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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비고

전공선택
(금융
경영)

FIN621 중급회계Ⅱ 1.5:0:1.5(3) 정구열 봄 회계 　

FIN622 행태재무론 1.5:0:1.5(3) 전공교수 여름 금융시장 　

FIN623 금융시장미시구조 1.5:0:1.5(3) 강장구 여름 금융시장 　

FIN624 기업지배구조 1.5:0:1.5(3) 박광우, 성태윤 가을 기업금융 　

FIN625 벤처투자 1.5:0:1.5(3) 전공교수 봄 가치평가 　

FIN626 사모투자 1.5:0:1.5(3) 박광우 봄 가치평가 　

FIN627 기업인수와 합병 1.5:0:1.5(3) 강장구,박광우 가을 가치평가 　

FIN628 보험수리분석 1.5:0:1.5(3) 석승훈 봄 보험 　

FIN629 인보험 1.5:0:1.5(3) 석승훈 봄 보험 　

FIN630 손해보험 1.5:0:1.5(3) 석승훈 봄 보험 　

FIN631 국제재무론 1.5:0:1.5(3) 전공교수 여름 금융시장 　

FIN632 투자은행 사례연구 1.5:0:1.5(3) 박광우 봄 가치평가 　

FIN633 금융경영 사례연구 1.5:0:1.5(3) 박광우 봄 금융경영 　

전공선택
(금융
공학)

FIN641 선도,선물과 스왑 1.5:0:1.5(3) 김인준, 변석준 봄 파생상품 　

FIN642 옵션이론과 실제 1.5:0:1.5(3) 김인준, 변석준 봄 파생상품 　

FIN643 증권시장분석 1.5:0:1.5(3) 전공교수 가을 금융시장 　

FIN644 채권분석 1.5:0:1.5(3) 김동석,강장구 봄 채권 　

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

1.5:0:1.5(3) 김동석 가을 투자전략 　

FIN646 포트폴리오 관리론 1.5:0:1.5(3) 김동석, 강장구 가을 투자전략 　

FIN647 자산가격결정론 1.5:0:1.5(3) 강장구 가을 금융모형 　

FIN648 고급채권론 1.5:0:1.5(3) 김동석, 강장구 가을 채권 　

FIN649 수치해법의 금융응용 1.5:0:1.5(3) 김인준, 김동석, 강장구 가을 금융모형 　

FIN650 금융시장위험관리 1.5:0:1.5(3) 김동석 봄 위험관리 　

FIN651 신용위험관리 1.5:0:1.5(3) 강장구, 김동석 가을 위험관리 　

FIN652 운영위험관리 1.5:0:1.5(3) 김동석 봄 위험관리 　

FIN653 이자율 파생상품 1.5:0:1.5(3) 강장구, 김인준, 김동석 봄 채권 　

FIN654
신용위험과 
신용파생상품

1.5:0:1.5(3) 강장구, 김인준, 김동석 가을 채권 　

FIN655 파생상품거래전략 1.5:0:1.5(3) 김인준, 강장구, 변석준 가을 파생상품 　

FIN656 고급파생상품론 1.5:0:1.5(3) 김인준 가을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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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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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비고

전공선택
(금융
공학)

FIN657 이색옵션 1.5:0:1.5(3) 김인준 가을 파생상품 　

FIN658 금융공학 모형론 1.5:0:1.5(3) 강장구, 김동석, 김인준 봄,가을 금융모형 　

FIN659 고급금융공학 모형론 1.5:0:1.5(3) 강장구, 김동석, 김인준 가을 금융모형 　

　투자전략봄전공교수1.5:0:1.5(3)부동산 투자론FIN660

전공선택
(동북아
금융)

FIN661 코스닥 시장 1.5:0:1.5(3) 김지수 가을 금융시장 　

FIN664 금융공학 사례 연구 1.5:0:1.5(3) 강장구 가을 파생상품 　

FIN665 위험관리 사례 연구 1.5:0:1.5(3) 김동석 봄 위험관리 　

FIN666 자산운용 사례 연구 1.5:0:1.5(3) 강장구, 김동석, 김인준 가을 투자전략 　

FIN681 중국 금융시장 I 1.5:0:1.5(3) 김지수 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2 일본 금융시장 1.5:0:1.5(3) 전공교수 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3 국제 금융시장 1.5:0:1.5(3) 전공교수 여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4 중국증권시장론 1.5:0:1.5(3) 김지수 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5 동북아 금융법 1.5:0:1.5(3) 전공교수 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6 국제 금융법 1.5:0:1.5(3) 전공교수 여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7 동북아 금융 사례연구 1.5:0:1.5(3) 전공교수 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8 중국경제와 기업가집단 1.5:0:1.5(3) 김지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689 중국금융시장 II 1.5:0:1.5(3) 김지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690
개발도상국 신흥시장과 
국제협력

1.5:0:1.5(3) 김지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전공선택
(특강)

FIN701 계량분석 특강Ⅰ 1:0:1(3) 이회경 봄,가을 계량분석 　

FIN702 계량분석 특강Ⅱ 2:0:2(3) 이회경 봄,가을 계량분석 　

FIN703 계량분석 특강Ⅲ 3:0:3(3) 이회경 봄,가을 계량분석 　

FIN704 투자은행 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기업금융 　

FIN705 투자은행 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기업금융 　

FIN706 투자은행 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기업금융 　

FIN707 보험특강Ⅰ 1:0:1(3) 석승훈 봄,가을 보험 　

FIN708 보험특강Ⅱ 2:0:2(3) 석승훈 봄,가을 보험 　

FIN709 보험특강Ⅲ 3:0:3(3) 석승훈 봄,가을 보험 　

FIN710 회계학 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회계 　

FIN711 회계학 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회계 　

FIN712 회계학 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회계 　

FIN713 금융경영 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금융경영 　

FIN714 금융경영 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금융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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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715 금융경영 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금융경영 　

FIN716 금융공학 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파생상품 　

FIN717 금융공학 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파생상품 　

FIN718 금융공학 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파생상품 　

FIN719 위험관리 특강Ⅰ 1:0:1(3) 김 동석 봄,가을 위험관리

FIN720 위험관리 특강Ⅱ 2:0:2(3) 김동석 봄,가을 위험관리 　

FIN721 위험관리 특강Ⅲ 3:0:3(3) 김동석 봄,가을 위험관리 　

FIN722 자산운용 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투자전략 　

FIN723 자산운용 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투자전략 　

FIN724 자산운용 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투자전략 　

FIN725 동북아 금융특강Ⅰ 1:0:1(3) 전공교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726 동북아 금융특강Ⅱ 2:0:2(3) 전공교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FIN727 동북아 금융특강Ⅲ 3:0:3(3) 전공교수 봄,가을
동북아 
금융시장

　

연구

FIN960 논문연구 (석사) 　 　 　 　

FIN961 현장적용 프로젝트 0:6:3(3) 전공교수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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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 금융전공

FIN501 기업금융전략(Corporate Financial Strategy)                                        1.5:0:1.5

본 과목은 기업의 재무정책에 관하여 살펴본다. 본 과목에서 살펴보는 주제는 기업의 재무정책에 

관한 모든 이슈로 자본구조, 배당, 리스, 기업인수 및 합병, 경영자 보상 등과 이와 같은 주제와 투

자정책과의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FIN502 금융기초통계학(Introductory statistics for finance)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 분야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한다. 확률의 개념, 

기술통계치, 정규분포의 성질, 추정과 가설검정을 기초를 공부하게 된다.

FIN503 금융경제의 미시분석(Microanalysis of Financial Economics)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제학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미시경제

학에서 다루는 소비, 기업, 산업조직, 균형 이론을 금융산업에 비추어 살펴봄에 의하여 금융과목들

을 이해하는 경제학적인 틀을 제공한다.

FIN504 금융통계분석(Statistical Analysis for Finance)                                      1.5:0:1.5

본 과목은 금융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통계분석 기법을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

이 있다. 본 과목에서는 통계적 추론, 가설검정 및 회귀분석에 관한 기법들을 공부하게 된다.

FIN505 재무회계Ⅰ(Finanacial Accounting I)                                              1.5:0:1.5

이 과목은 재무회계의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재무정보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를 이해하

고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기본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현

금흐름표를 개괄적으로 고찰한다. 

FIN506 재무회계Ⅱ(Finanacial AccountingⅡ)                                             1.5:0:1.5

이 과목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이해하고 재무정보의 이용자의 관점에서 주요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방법의 기초를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제 요소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공부

한다.

FIN507 기업가치분석(Firm Valuation)                                                    1.5:0:1.5

본 과목은 기업이나 프로젝트의 가치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현금흐름 추정법, 

위험을 고려한 할인율의 결정 등을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현가법, IRR법 등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공부한다.

  

FIN508 투자이론 및 분석(Investment Theory and Analysis)                                 1.5:0:1.5

본 과목은 금융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투자론의 기본적인 개념을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본 과목에서는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 자산가격결정의 기본원리와 portfolio management, 시장의 

효율성, 주식시장의 개요 등을 공부하게 된다.

FIN509 금융법(Finance and Law)                                                       1.5:0:1.5

금융기관경영 및 기업재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다룬다.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은행의 건전성 

기준 및 자산운영에 대한 규제를 은행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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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510 회사법(Corporate Law)                                                          1.5:0:1.5

경영 목표 달성에 꼭 필요한 쏘싱, 노하우, 시장위치를 확보하는 다양한 비즈니스 결합 형태를, 상

법, 세법, 국제규범 등 관련실정법과 판례를 통하여 경영전략의 관점에서 공부한다.  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였을 때 창업자, 경영진, 이사회, 대주주 등이 지켜야 할 FIDUCIARY 의무, 그리고 증권거래

법 등 준수하여야 할 각종 실정법과 규범을 판례연구를 통해 공부한다.

FIN511 금융환경과 거시경제(Financial Economy and Macroeconomy)                        1.5:0:1.5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은 거시경제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인다. 본 과목은 거시경제에 관한 

기본이론을 공부하고, 이를 통하여 거시경제가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FIN512 금융경제모형(Financial Economic Modeling)                                       1.5:0:1.5

현실적인 금융시장에는 시장 참여자의 비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나거나, 투자자의 행동양식을 수리적

으로 모형화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과목은 에이전트기반모형(Agent-Based Model)을 통하

여 금융시장의 참여자의 다양한 행동 양식을 모형화하고 결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N513 고급금융경제모형(Advanced Financial Economic Modeling)                          1.5:0:1.5

본 과목은 금융경제모형을 통해 습득한 에이전트기반모형(Agnet-Based Model)을 실제 금융시장에 적

용하는 팀프로젝트를 통하여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금융 현상들을 모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N514 정보경제학(Information economics)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시장과 기업금융에 있어서의 정보의 역할을 경제적으로 분석한다. 금융시장과 기

업금융에 있어서의 정보불균형에 의하여 생기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고찰하

고, 이의 금융환경에서의 의미를 연구한다.

FIN515 화폐와 금융(Money and Banking)                                                1.5:0:1.5

본 과목의 목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폐와 금융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수준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실무와 이론의 접목시키고자 한다.

FIN516 금융경제학(Financial Economics)                                                 1.5:0:1.5

본 과목은 일반균형이론에 근거한 자산의 가격결정 모형을 다루는 과목이다. 금융경제의 미시경제

적 바탕을 이해하고 가격결정원리 등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러한 원리들을 이용하여 자산

가격모형 및 이자율의 기간구조이론 등을 심층 연구한다.

FIN531 금융정보시스템(Financial Information System)                                    1.5:0:1.5

금융정보시스템은 재무분석 및 금융기관의 관리에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등의 고급정보기술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무분야의 전문가들이 때때로 초청되어 최신의 동

향을 소개할 것이다.

FIN532 금융산업의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1.5:0:1.5

본 교과목에서는 금융산업에서의 정보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는 인터넷뱅킹, 

소프트웨어 개발 전략, MIS 조직 등 금융IT와 관련된 주요 주제들을 점검한다.

FIN533 금융 프로그래밍(Computer Programming in Finance)                               1.5:0:1.5

이 과목에서는 금융공학/재무관리에 관한 의사결정과 가격 결정 등에 있어서 긴요하게 사용되는 컴

퓨터 프로그래밍에 관한 내용을 공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수리적 해법 및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

는 프로그래밍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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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534 기초금융수학 Ⅰ(Introductory Financial Mathematics Ⅰ)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을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는 금융을 이해하

는데 흔히 등장하는 행렬과 행렬의 연산을 비롯한 선형대수적인 지식을 주로 공부하고, 이의 응용

을 금융의 예에서 살펴본다.

FIN535 기초금융수학 Ⅱ(Introductory Financial Mathematics Ⅱ)                             1.5:0:1.5

본 과목은 금융분야 종사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수학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

서는 함수의 기초에서 출발하여 미분과 적분을 소개하고 이를 연습한다. 그 후 제약이 없는 경우, 

등식 제약이 있는 경우, 부등식 제약이 있는 경우의 최적화 해법에 관하여 공부한다.

FIN536 금융수학 Ⅰ(Financial Mathematics Ⅰ)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을 소개한다. 본 과목에서는 금융공학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확률과정이나 stochastic calculus를 비교적 기본적인 수준에서 소개하는 과목으로 금

융공학의 예와 함께 공부하게 된다.

FIN537 금융수학 Ⅱ(Financial Mathematics Ⅱ)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공학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수학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는 금융공학 

과정에서 흔히 등장하는 확률과정이나 stochastic calculus를 금융수학 1보다 깊은 수준에서 공부하는 

과목으로 금융공학의 예와 함께 공부하게 된다.

FIN538 금융계량분석(Econometric Analysis for Finance)                                   1.5:0:1.5

본 과목은 금융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계량적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자료

를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회귀분석의 각종 이슈들을 중심으로 금융자료분

석에 관하여 실습한다.

FIN539 고급금융계량분석(Advanced Econometric Analysis for Finance)                      1.5:0:1.5

본 과목은 금융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최신 계량적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금융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imultaneous equation, VAR, GMM, Limited 

Dependent models 등을 공부한다. 

FIN540 계량분석의 응용(Applied Econometric Analysis)                                   1.5:0:1.5

본 과목은 계량경제학적 기법을 이용하여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

서는 각종 계량경제학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금융자료를 분석하고, 이의 해석에 대하여 공부한다.

FIN541 금융시계열분석(Financial Time Series Analysis)                                    1.5:0:1.5

본 과목은 시계열분석의 기법을 이용하여 금융자료를 분석하는 틀을 제공한다. 본 과목에서는 시계열 

상관계수, ARIMA 모형, Cointegration 등에 관하여 공부하고, 이를 금융 시계열 자료에 적용해 본다. 

FIN542 고급금융시계열분석(Advanced Financial Time Series Analysis)                       1.5:0:1.5

본 과목은 금융시계열분석 교과목에서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보다 고급 시계열 분석 기법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본 과목에서는 state-space models, Markov regime switching model, GARCH, VECM 등

에 관하여 공부하고, 이를 금융 시계열 자료에 적용해 본다.

FIN543 금융모형의 계량적 추정(Estimation of Financial Models)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모형을 계량적으로 추정하는 틀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사용되는 다

양한 금융모형을 계량적으로 추정해 보는 연습을 한다. GMM, MLE, 비모수 추정법 등에 관하여 공

부하고 이를 실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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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544 금융 실증분석 방법론(Empirical methods in finance)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모형에 관한 실증분석 방법론에 관하여 공부하고, 다양한 실증분석 예를 분석하고 

실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에서는 다양한 금융모형을 실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형들

의 적합성들을 살펴본다. 

FIN545 시뮬레이션 방법론(Simulation methods)                                           1.5:0:1.5

시뮬레이션은 금융분야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론 가운데 하나이다. 본 교과목은 다양한 시뮬

레이션 방법론들을 공부하고 이를 금융모형에 적용해 본다. 다양한 Monte Carlo simulation 방법을 

공부해 보고, 이를 옵션 가격 이론 등에 적용해 본다.

FIN601 조직과 리더십(Organization and Leadership)                                       1.5:0:1.5

이 과목은 금융기관경영에 있어서의 조직과 리더십의 여러 이슈에 관하여 공부하는 과목이다. 이 과

목에서 다루는 주요 이슈는 조직구조, 조직권한배분, 성과평가, 리더십과 동기부여, 아웃소싱 등이다. 

FIN602 평가와 보상(Evaluation and Incentives)                                           1.5:0:1.5

이 과목은 재무적 측면에서 경영자와 직원에 대한 성과의 평가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고찰을 한

다. 조직이나 기업의 가치는 조직 구성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적절한 성과의 평가와 

인센티브에 따른 동기부여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FIN603 금융마케팅관리(Financial Marketing Management )                                 1.5:0:1.5

시장 지향적 관점에서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반영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 집행, 통제하는데 요구되는 

이론을 그 응용사례와 함께 전달한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needs의 분석과 이러한 needs의 충족을 위

한 기업자원의 효율적 배치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가 진행된다. 

FIN604 금융기관 경영전략(Business Strategies in Financial Service Industry)                  1.5:0:1.5

금융기관은 일반 제조기업과 다른 특성들을 갖고 있다. 본 과목은 금융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의 생존 및 발전, 차별화에 대한 경영전략에 관하여 연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

목은 수업전반을 통하여 학생들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FIN605 금융사업 전략마케팅(Competitive Marketing Strategies of Financial Business)          1.5:0:1.5

금융산업의 경쟁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기관의 사업구성과 자원배분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본

다. 경쟁환경의 정의와 분석, 금융사업 포트폴리오 분석과 결정, 조직구조와 문화의 분석과 개발, 업

무 프로세스 설계 등에 필요한 제 지식과 기법이 전달된다.  

FIN606 금융CRM(CRM in Financial Institutions)                                          1.5:0:1.5

CRM의 폐쇄 고리에 근간하여 금융기관에서 CRM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기법, 인프라, 조직

문화 등이 다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사례연구와 실습을 통하여 CRM의 기획과 실행에 대한 실무적

인 능력을 배양한다. 

FIN607 시장지향적 금융상품기획(Market-Oriented Design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1.5:0:1.5

End-user인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여 충족하고자 하는 본원적 욕구를 살펴보고, 

정리해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본원적 욕구의 최적 실현을 구현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기획에 필

요한 시장조사 및 상품분석에 활용되는 지식과 기술을 전달한다.  

FIN608 금융상품 채널관리(Channel Management of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1.5:0:1.5

금융상품 및 서비스가 개발, 제조되어 최종구매자까지 도달하는 경로에 대한 금융기관의 전략적 투

자와 관리에 대해 살펴본다. 유통서비스의 분석, 유통경로의 개발과 조직화, 그리고 유통경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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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전달한다.  또한 경로관리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문제도 살펴

본다.  

FIN609 은행경영(Commercial Bank Management)                                          1.5:0:1.5

본 과목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실무와 이론의 접목이 필수적인데, 우선 금융시장과 금리이론을 분석한다. 그리고 실지로 금융

기관경영과 관련된 이슈들을 다룬다. 

FIN610 보험과 위험의 원리(Principles of Insurance and Risk)                              1.5:0:1.5

이 과목은 보험과 위험관리와 전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수의 법칙, 보험의 

원리, mutuality principle, 위험에 대한 성향, 보험 가능 위험, 보험과 위험관리의 기능과 수요/공급에 

대한 고찰을 한다.  또한, 위험의 전가와 관리에 있어서의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을 한다. 

FIN611 보험경영(Insurance Organization Management)                                      1.5:0:1.5

이 과목은 보험기관의 경영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기관의 중요 기능인 보험의 인수와 

가격 결정, 금융자산과 부채의 관리, 마케팅 관리, 조직 결정, 위험관리 등과 보험시장의 구조에 대

해 고찰한다. 

Fin612 투자은행(Investment Banking)                                                    1.5:0:1.5

본 과목에서는 투자은행가의 임원으로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본적 기능들을 학습한다. 특히, 투자

은행이 기업의 전략적 자금조달을 어떻게 도와주는 것과 이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를 분

석한다. 

FIN613 금융정책(Monetary Policy and Financial Regulation)                                1.5:0:1.5

본 과목의 목표는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진출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화폐와 금융의 경제학에 

대한 이해수준을 고양시키는데 있다. 본 과목에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거시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해 본다. 

FIN614 전사적 위험관리(Enterprise Risk Management)                                     1.5:0:1.5

이 과목은 금융기관이 직면하고 있는 영업위험, 재무위험, 보험위험, 법적 위험 등 모든 위험을 금

융기관의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이와 같은 위험을 통

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얻게 될 것이다. 

FIN615 재무제표분석Ⅰ(Financial Statement AnalysisⅠ)                                    1.5:0:1.5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에게 기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업의 운영성과를 종합하여 반영하는 정보체이

다. 본 수업의 목적은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투자나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본적인 틀을 배운다. 

FIN616 재무제표분석 Ⅱ(Financial Statement Analysis Ⅱ)                                  1.5:0:1.5

본 수업의 목적은 회계정보가 어떻게 기업 가치 평가 및 가치 증진에 사용되는가를 배우는데 있다. 

가치 평가를 위한 주요 경제 변수 분석과 (기초 분석), 재무 분석에서 도출된 재무변수들이 기업가

치 증진과 가치 중심 경영을 위한 전략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공부한다. 

FIN617 고급기업금융정책(Advanced Corporate Financial Policy)                             1.5:0:1.5

본 과목은 기업재무의 주요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금융의 주요 이슈를 연

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기업공개, 자본구조, 부채구조, 리스, 배당정책, 인수합병 등의 주제

를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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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618 관리회계Ⅰ(Managerial AccountingⅠ)                                             1.5:0:1.5

이 과목은 관리회계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이러한 개념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

는가를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원가개념과 형태의 이해, CVP 분석, 활동원가를 포함한 원가 계산 및 

분석, 원가차이분석 등 관리회계의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한다.

FIN619 관리회계Ⅱ(Managerial AccountingⅡ)                                             1.5:0:1.5

이 과정의 목표는 관리회계Ⅰ에서 공부한 관리회계의 개념과 원리를  의사결정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공부한다. 구체적으로 Activity Based Management, ostManagement, 

Relevant costing, pricing and customer profitability analysis, Balanced Scorecard등의 

이슈를 기업전략과 연관하여 공부한다.  

FIN620 중급회계Ⅰ(Intermediate AccountingⅠ)                                            1.5:0:1.5

중급회계 I에서는 재무회계의 회계이론과 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기준과 회계 기준서를 중심으

로 회계원칙과 처리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대차대조표의 자산계정 중 수취계정, 재고자산, 장기성자

산, 파생상품을 포함한 투자자산의 대한 회계처리를 심도 있게 다룬다.

FIN621 중급회계 Ⅱ(Intermediate Accounting Ⅱ)                                          1.5:0:1.5

중급회계II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 희석증권과 주당이익,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현금 흐름표, 리스

회계, 이연법인세 회계, 연금회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투자자산, 중간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이익조정에 관한 주제가 포함된다. 

FIN622 행태재무론(Behavioral Finance)                                                  1.5:0:1.5

본 과목은 행태이론을 이용하여 시장참여자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나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행태재무이론의 기업금융이나 금융시장에서의 여러 

implications을 고찰해 본다. 

FIN623 금융시장미시구조(Financial Market Microstructure)                                 1.5:0:1.5

본 과목은 금융시장의 미시구조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 살펴보는 주제들은 시장

의 가격형성과정, 주문구조, 시장조성과정, 정보반영과정,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반응, 시장 간의 정

보이전, 시장미시구조가 가격이나 거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FIN624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1.5:0:1.5

오늘날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국제화로 인해 기업경영 및 시장관련 규범도 범세계적 단일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그 동안 중요한 기업지배구조논의의 대상이었던 지배구조와 기업

가치, 주주부의 관계를 사례위주로 분석하였다. 

FIN625 벤처투자(Venture Capital Investments)                                            1.5:0:1.5

본 과목에서는 벤처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론의 기초이론에 대한 분

석을 하고,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신생기업의 특징을 연구하고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에 있어서 위험-

수익률관계를 살핀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퇴출 전략도 고찰한다. 

FIN626 사모투자(Private Equity Investments)                                              1.5:0:1.5

본 과목에서는 사모(private equity)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론의 기초이

론에 대한 연구를 먼저 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경영이 효율적이지 못하지만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나 재무적 곤경에 처한 기업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이러한 기업들에 투자에 있어

서 위험-수익률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성공적 퇴출 전략도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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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627 기업인수와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1.5:0:1.5

본 과목에서는 기업재무최고관리자(CFO)가 인수합병결정을 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 기능들에 대한 

논의를 돕도록 디자인되었다. 이를 위해 기업재무 실무와 이론의 접목시키고자 한다. 

FIN628 보험수리분석(Insurance analysis)                                                1.5:0:1.5

이 과목은 보험의 대한 수리적인 분석을 통해 보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보험 위험의 

확률 분포의 측정과 이용, 위험관리 기법과 규제, 보험 가격결정 등을 공부한다.  

FIN629 인보험(Life and health insurance)                                                 1.5:0:1.5

이 과목은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 등 인보험에 대해 각 상품의 종류, 기능, 역할과 원리 등과 그

와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한다.

FIN630 손해보험(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1.5:0:1.5

이 과목은 재산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손해보험에 대해 각 상품의 종류, 기능, 역할과 원리 등과 그

와 관련된 이슈들을 고찰한다.  

FIN631 국제재무론(International Finance)                                                 1.5:0:1.5

이 과목은 금융기관경영자가 알아야 할 국제금융환경과 외환시장을 다룬다. 이 과목에서는 외환시

장, 유로시장, 국제채권시장 등의 국제금융환경과 환율의 결정과 환위험 헤지 등에 관하여 살펴본

다. 

Fin632 투자은행 사례연구(Cases in investment banking)                                   1.5:0:1.5

본 과목에서는 투자은행과 관련된 사례를 통하여 투자은행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키는 과목

이다. 학생들과 함께 사례를 연구하고 토론함에 의하여 수업이 진행된다. 

Fin633 금융경영 사례연구(Case Study in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은행, 보험, 증권산업에서 금융기관 경영과 관련된 사례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FIN641 선도, 선물과 스왑(Forward, Futures, and Swaps)                                   1.5:0:1.5

본 과목은 파생상품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상품들인 선도, 선물, 스왑 계약을 이해하고, 이 상품들

의 pricing, hedging, design 등을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 배운 이와 같은 지식은 금융 분야의 다른 과

목들의 이해에 기초가 될 것이다. 

FIN642 옵션이론과 실제(Options: Theory and practice)                                    1.5:0:1.5

본 과목에서는 옵션의 기초와 원리에 관하여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옵션의 개념, 가

격결정, 투자전략, 헤징 등을 다룬다. 또한, 옵션시장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도 분석을 하고, 옵

션이 다른 분야에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 지도 살펴본다. 

FIN643 증권시장분석(Security Market Analysis)                                           1.5:0:1.5

본 과목은 자본조달과 투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시장에 대하여 고찰한다. 

증권시장 제도, 규제 및 증권시장의 거래 메카니즘을 고찰하고, 다양한 증권시장 거래시스템을 비교 

연구한다. 

FIN644 채권 분석(Analysis of Fixed Income Securities)                                    1.5:0:1.5

본 과목에서는 채권과 채권시장의 기초에 관하여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는 채권의 종류와 채권시장

에 관하여 살펴보는 과목으로 채권투자에서 흔히 쓰이는 개념들인 yield to maturity, forward rate, 

duration, convexity 등과 채권투자에 관한 다양한 기법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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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645 증권시장분석 및 거래전략(Security Market Analysis and Trading Strategies)           1.5:0:1.5

본 과목은 증권시장 분석을 통하여 자산운용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실습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 살펴보는 주제는 효율적 시장가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투자기

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실제투자를 연습해 본다.

FIN646 포트폴리오 관리론(Portfolio management)                                         1.5:0:1.5

본 과목은 포트폴리오 구성과 자산운용 방법을 탐구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는 포트폴리오를 구

성하는 원리를 이론적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탐구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들과 성과 측정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FIN647 자산가격결정론(Asset Pricing Theory)                                            1.5:0:1.5

본 과목은 자산가격결정이론들을 살펴보고 이의 실제적용가능성을 탐색한다. 본 과목에서는 CAPM, 

APT, 다중 베타 균형모형, 다기간 자산가격결정이론 등을 살펴보고, 이들 모형들의 실제 적용가능성

을 살펴본다. 또한 이들 모형의 추정에 있어서의 여러 이슈들을 살펴본다. 

FIN648 고급채권론(Advanced Fixed Income Securities)                                   1.5:0:1.5

본 과목은 채권론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고급 이론을 살펴본다. 또한, 채권시장에 등장하

는 새로운 채권들의 구조와 가격결정, 위험관리 등의 이슈를 살펴본다. 본 과목은 이론과 사례 등을 

균형 있게 살펴본다. 

FIN649 수치해법의 금융응용(Numerical Methods in Finance)                              1.5:0:1.5

이 과목은 금융공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치해석방법론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공학의 여러 

문제에 응용해 보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항트리 모형, 유한차분모형, 시뮬레이

션, 수치적 적분 등을 포함한다. 

FIN650 금융시장 위험관리(Financial Market Risk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시장위험관리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찰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금융시

장위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금융시장위험의 측정과 금융시장위험을 헤징하는 방법 등 금융시장위

험관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살펴 본다. 

FIN651 신용위험관리(Credit Risk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신용위험관리에 관하여 심도있게 고찰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는 신용위험의 

정의부터 시작하여 신용위험의 측정과 신용위험을 헤징하는 방법 등 신용위험관리에 관한 모든 내

용을 살펴본다.

FIN652 운영위험관리(Operational risk Management)                                       1.5:0:1.5

본 교과목은 금융기관의 영업에서 생기는 각종 위험을 살펴보고, 이를 측정, 관리하는 방법들에 관

하여 살펴본다. 본 교과목은 영업위험관리에 관한 각종 모형을 살펴보고, 이를 현실에 적용하는 방

법을 사례를 통하여 살펴본다. 

 

FIN653 이자율 파생상품(Interest Rate Derivatives)                                        1.5:0:1.5

본 과목은 이자율 기간구조에 대한 다양한 모형들과 이자율 파생상품에 관하여 공부한다. 본 과목

에서 다루는 주제는 이자율 기간구조이론에 관한 균형이론 및 무차익거래 이론들, 다양한 이자율 

파생상품들의 구조와 가격결정, 헤징 등이다. 

FIN654 신용위험과 신용파생상품(Credit risk and credit derivatives)                         1.5:0:1.5

본 과목은 신용위험에 대한 다양한 모형들과 신용 파생상품에 관하여 공부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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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제는 신용위험이 있는 채권의 가격결정에 관한 구조모형 및 축약모형들, 다양한 신용 파생상

품들의 구조와 가격결정, 헤징 등이다. 

 

FIN655 파생상품 거래전략(Derivative Trading Strategies)                                   1.5:0:1.5

본 과목은 파생상품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파생상품 거래전략을 탐구해 본다. 본 과목에서는 파

생상품과 기초자산 간, 파생상품 간의 차익거래전략, 파생상품 투자시 헤징전략, 기초자산 투자시 

파생상품을 이용한 헤징전략, 파생상품을 이용한 투기전략 등을 살펴본다. 

FIN656 고급파생상품론(Advance Derivative Securities)                                     1.5:0:1.5

본 과목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파생상품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인 모형들과 투자전략, 파생상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

면들 및 파생상품시장 참여자의 행동들을 분석하게 된다. 

FIN657 이색옵션(Exotic options)                                                        1.5:0:1.5

본 교과목은 다양한 이색옵션들에 관하여 공부한다. 배리어 옵션, 룩백 옵션, 아시안 옵션, 페르시안 

옵션 등 다양한 이색옵션들의 구조와 이용, 가격결정, 헤징 등에 관하여 공부한다.

FIN658 금융공학 모형론(Modeling in Financial Engineering)                                1.5:0:1.5

본 과목은 금융공학에서 모형을 만드는 기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학생들은 금융공학의 다양한 기법

을 배우고 이를 옵션가격결정이론, 채권이론, 위험관리 등에 응용하게 된다.

FIN659 고급금융공학 모형론(Advanced Modeling in Financial Engineering)                   1.5:0:1.5

본 과목은 금융공학에서 흔히 이용되는 연속시간 모형들에 대하여 공부하고, 이를 자산배분, 자산가

격결정, 위험관리 등에 응용하는 과목이다. 본 과목에서 살펴보는 이슈는 optimal control, ICAPM, 

CCAPM 등과 이의 응용이다.

Fin660 부동산투자론(Real Estate Investments)                                            1.5:0:1.5

본 과목에서는 부동산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이를 위해 투자론의 기초이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실물자산에 대한 위험-수익률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규제가 시장구

조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FIN661 코스닥 시장(KOSDAQ market)                                                  1.5:0:1.5

KOSDAQ 시장은 성장기의 기업에게 자본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중요한 시장이다. 본 과목에

서는 KOSDAQ 시장의 규제, 제도, 거래시스템에 관하여 상세히 살펴보고, 동시에 KOSDAQ 시장의 

주식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FIN662 금융 연구방법 Ⅰ(Research methods in finance Ⅰ)                                 1.5:0:1.5

본 과목은 금융공학의 다양한 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제공한다. 학생들은 복잡한 구

조를 갖는 파생상품이나 위험관리의 이슈들을 연구할 수 있는 수치해석적 방법이나 계량경제적 방

법에 관하여 공부하게 된다. 

FIN663 금융 연구방법 Ⅱ(Research methods in finance Ⅱ)                                 1.5:0:1.5

본 과목은 금융공학의 제반 이슈들을 적절한 연구방법론들을 통하여 탐구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공학 분야의 논문을 작성하는 법을 공부한다. 학생들은 본 과목에서 배운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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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664 금융공학 사례연구(Cases in Financial Engineering)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공학, 파생상품 분야의 응용사례를 다룬다. 사례분석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FIN665 위험관리 사례연구(Cases in Risk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위험관리 분야의 응용사례를 다룬다. 사례분석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FIN666 자산운용 사례연구(Cases in Asset Management)                                  1.5:0:1.5

본 과목에서는 자산운용 분야의 응용사례를 다룬다. 사례분석 및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통찰력과 문제해결방식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FIN667 금융사례 연구방법 Ⅰ(Research methods in finance case study Ⅰ)                   1.5:0:1.5

본 과목은 재무금융 분야의 다양한 실무이슈들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방법들을 제공한다. 이를 위

해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그동안 배워온 재무이론을 이용하여 기존 HBS 등의 금융관련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팀별 사례개발 제안서를 작성한다. 

FIN668 금융사례 연구방법 Ⅱ(Research methods in finance case study Ⅱ)                   1.5:0:1.5

본 과목에서는 금융사례 연구방법 1에 이어 재무금융 분야의 다양한 실무이슈들을 분석한다. 학생

들은 팀을 이루어 그동안 배워온 재무이론을 이용하여 기존 HBS 등의 금융관련 사례들을 분석하면

서 팀별 사례개발 제안서를 근거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다. 

FIN681 중국 금융시장 I (Chinese Financial Markets I)                                     1.5:0:1.5

세계화의 진행으로 점차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중국금융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중국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다룬다. 

FIN682 일본 금융시장(Japanese Financial Markets)                                        1.5:0:1.5

세계화의 진행으로 점차 일본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일반금융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일반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의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등을 다룬다. 

FIN683 국제금융시장(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1.5:0:1.5

세계화의 진행으로 점차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국제금융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국제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시장, 유로통화시장, 국제채권시장 등을 다룬다. 

FIN684 중국증권시장론(Chinese Financial Law)                                           1.5:0:1.5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의 진행으로 중국의 금융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

은 중국의 금융환경과 금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중국금융관행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N685 동북아 금융법(Northeast Asian Financial Law)                                    1.5:0:1.5

중국,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의 진행으로 중국과 일본의 금융법에 대한 이해와 한국과의 비교의 필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중국, 일본의 금융환경과 금융법과 한국과의 비교를 이해하기 위

한 기본적인 틀과 일본금융관행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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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686 국제금융법(International Financial Law)                                           1.5:0:1.5

세계화의 진행으로 금융활동도 점차 국경을 넘어서 일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금융법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국제금융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국제금융관

행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FIN687 동북아금융사례연구(Cases in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1.5:0:1.5

이 과목에서는 동북아 금융시장에 관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의 응용에 관하여 논의한다. 

FIN688 중국경제와 기업가집단(China's Economy and Merchants Group)                    1.5:0:1.5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며 정치, 경제대국으로 변하는 중국, 이와 관련한 

이슈들 및 상방(商帮)을 다룬다. 객가인(客家人), 화교의 근면절약과 개척정신, 중관촌으로 대표되는 

창업/기업정신과 과학기술발전, 중국/중국인과의 Business에서 주의할 점 등 지정학, 역사적으로 접

한 관계를 맺어온 韓中의 시너지효과 방안을 찾는다.

FIN689 중국금융시장 II (Chinese Financial Markets II)                                    1.5:0:1.5

세계화의 진행으로 점차 중국금융시장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중국금융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과 중국금융시장의 제도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중국의 증권/채권산업 및 보험산업 등을 다룬다.

FIN690 개발도상국 신흥시장과 국제협력

(New Emerging Markets in Developing Economies and Global Cooperation)                   1.5:0:1.5

최근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주식시장 발전은 주목할 만하

며 성장잠재력이 크다. 캄보디아 등을 비롯하여 우리의 금융/증권시스템을 수출하고 한국이 미래의 

동북아 금융허브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Win-Win의 상호발전 정책과 협력방안을 다룬다.

FIN701 계량분석 특강Ⅰ(Special topics in econometric analysisⅠ)                              1:0:1

이 과목에서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2 계량분석 특강Ⅱ(Special topics in econometric analysisⅡ)                              2:0:2

이 과목에서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3 계량분석 특강 Ⅲ(Special topics in econometric analysisⅢ)                             3:0:3

이 과목에서는 계량경제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4 투자은행 특강Ⅰ(Special topics in accountingⅠ)                                      1:0:1

이 과목에서는 기업재무와 투자은행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5 투자은행 특강Ⅱ(Special topics in accounting Ⅱ)                                     2:0:2

이 과목에서는 기업재무와 투자은행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6 투자은행 특강 Ⅲ(Special topics in accounting Ⅲ)                                    3:0:3

이 과목에서는 기업재무와 투자은행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07 보험특강Ⅰ(Special topics in insurance Ⅰ)                                           1:0:1

이 과목에서는 보험 시장이나 관련 시장에서의 특별하거나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고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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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708 보험특강Ⅱ(Special topics in insurance Ⅱ)                                           2:0:2

이 과목에서는 보험시장이나 관련 시장에서의 특별하거나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FIN709 보험특강Ⅲ(Special topics in insuranceⅢ)                                            3:0:3

이 과목에서는 보험시장이나 관련 시장에서의 특별하거나 시의적절한 이슈들을 심도있게 고찰한다.  

 

FIN710 회계학 특강Ⅰ(Special topics in accountingⅠ)                                        1:0:1

이 과목에서는 회계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1 회계학 특강Ⅱ(Special topics in accounting Ⅱ)                                       2:0:2

이 과목에서는 회계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2 회계학 특강 Ⅲ(Special topics in accountingⅢ)                                       3:0:3

 이 과목에서는 회계학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3 금융경영 특강Ⅰ(Special topics in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Ⅰ)                   1:0:1

이 과목에서는 금융경영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4 금융경영 특강Ⅱ(Special topics in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Ⅱ)                   2:0:2

이 과목에서는 금융경영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5 금융경영 특강 Ⅲ(Special topics in financial institutions management Ⅲ)                 3:0:3

이 과목에서는 금융경영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16 금융공학 특강Ⅰ(Special Topics in Financial Engineering Ⅰ)                           1:0:1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FIN717 금융공학 특강Ⅱ(Special Topics in Financial EngineeringⅡ)                            2:0:2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FIN718 금융공학 특강 Ⅲ(Special Topics in Financial Engineering Ⅲ)                          3:0:3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FIN719 위험관리 특강 Ⅰ(Special Topics in Risk Management Ⅰ)                             1:0:1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FIN720 위험관리 특강 Ⅱ(Special Topics in Risk Management Ⅱ)                             2:0:2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FIN721 위험관리 특강 Ⅲ(Special Topics in Risk Management Ⅲ)                             3:0:3

빠르게 변하는 금융공학 분야에 새로이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의 분석을 위한 기법을 다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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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722 자산운용 특강Ⅰ(Special topics in asset management Ⅰ)                               1:0:1

이 과목에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23 자산운용 특강 Ⅱ(Special topics in asset management Ⅱ)                              2:0:2

이 과목에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24 자산운용 특강 Ⅲ(Special topics in asset management Ⅲ)                              3:0:3

이 과목에서는 자산운용에 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25 동북아금융특강Ⅰ(Special topics in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Ⅰ)                    1:0:1

이 과목에서는 동북아 금융시장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26 동북아금융특강 Ⅱ(Special topics in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Ⅱ)                   2:0:2

이 과목에서는 동북아 금융시장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727 동북아금융특강 Ⅲ(Special topics in East Asian Financial markets Ⅲ)                   3:0:3

이 과목에서는 동북아 금융시장에 관한 최근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FIN961 현장적용 프로젝트(Field Application Project)                                         0:6:3

금융산업의 관련업체에 파견되거나 또는 교내 관련연구실과 재무정보실에서 재무금융과 관련된 실

습과제 또는 연구 과제를 수행한다. 실제 프로젝트나 운영업무를 수행하면서 수업시간에 배운 지식

을 활용하고, 현실 상황을 파악하며, 전문가 및 현장의 유경험자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

를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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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 정보미디어 MBA

 ▷ 경영정보전공

 ▷ 텔레콤경영전공

전공홈페이지:  http://ksim.kaist.ac.kr

전공사무실:  02-958-3641, 3661, 3991

터넷과 웹의 등장으로 지난 십 수년간 진행되어 온 IT혁명은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의 

구분이 사라져 가고 있는 거대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며 엄청난 패

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괘를 같이 하여 음성 및 데이터위주의 전통적인 서

비스에서, 영화, 게임, e-러닝, e-비즈니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공

급 및 유통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중심축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KSIM)은 이런 패러다임의 변곡시점에서 개원한 IT/미디어 분야

에 특화된 경영대학원입니다. 우리 대학원은 IT융합기술 전반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재 가공 프로세스 등의 속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모

델을 만들어 이를 전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존위기와 도약기회의 갈림길에 서있는 IT기업에게 이러한 고급전문인력이 우리 대

학원을 통해 적시에 공급되어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우리나라 IT기업들이 거대한 세계 콘텐츠 시장

에로의 성공적인 조기 진입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해 봅니다. 

1. 개  요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KSIM)은 IT융합기술 전반을 이해하고,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 유통 및 재가공 프로세스 등의 속성을 숙지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

을 만들어 이를 전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글로벌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함을 목표로 하

고 있다. 교육과정은 1년으로, 기존의 MIS MBA와 텔레콤 MBA과정을 통합하여 전통적인 IT분야는 

물론 급부상하고 있는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형태의, 직장경력 5년차 이상을 위한 맞춤형 MBA과

정으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글로벌화를 조기 달성키 위해 주요 과목의 진행이 

영어로 이루어진다. IT미디어 융합환경에 특화된 교육을 받은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과정생들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의 IT산업을 선도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과정별 소개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MBA과정

  KAIST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기존의 탁월한 국내 IT 기술 및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IT 융합

기술 패러다임을 이해하는 세계적 수준의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설립되었으

며, 일반 경영교육의 비중이 큰 테크노경영대학원의 MBA 과정과 달리 IT 및 미디어 산업에 특화된 

경영교육을 지향한다. 따라서 교과과정은 일반 경영교육과 함께 정보 미디어 산업 및 기술, 트렌드

에 관련된 교과목의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주로 연관 산업체 또는 정부기관 파견 

교육학생 중심의 MBA 학생으로 구성될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은 기존 2년 과정과 달리 45학점의 

full-time 1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름의 특정 기간(3주 예정) 동안 미국 대학 현지에서 customized된 

교육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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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KAIST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10년간 국내최고 수준의 MIS/Telecom교육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320여명의 IT경영전문인력을 배출한 경험과 노하우를 이어 받은 KAIST 정보미디어 경

영대학원은, 컨버전스와 미디어 분야의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IT/통신/미디어 관련 컨버

전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다.

 

 ❒ 경영정보전공

  현대는 정보화 시대이자 국제경영 시대이다. 이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보 및 통신기술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기술이 산업 및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간파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

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경영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

여 경영정보전공에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및 관리 기술과 함께 기업경영에 대한 역량증대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시스템 기술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영정보시스템, 시스템분석 및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e비즈니스 정보기술, 정보시스템 관리를 교육한다. 그리고 경영학의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마케팅, 생산전략과 공급사슬 관리, 재무회계 및 재무정책, 리더십과 조직관리, 전략

경제학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석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확률 및 통계, 계량분석, 데이터마이

닝, 의사결정모델을 교육한다. 이와 같은 배경위에 정보기술과 경영학의 접목을 시도하여 전자상거

래, 고객관계관리, 재무정보시스템, 회계정보시스템 등의 주제에 대한 전문가로 교육하고, 실제문제

를 프로젝트로 경험할 수 있는 실습의 기회를 갖는다. 졸업생은 주요산업CIO, IT 전문컨설턴트, e-비

즈니스의 경영자로 진출하여 정보화 사회의 핵심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 텔레콤경영전공

  통신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세계의 경제 질서와 사업 환경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다. 통신경

영/정책전공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력을 양

성하는 석사학위과정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통신기술과 통

신경영/정책의 폭 넓은 지식을 습득하고 응용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국제화 감각을 지닌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무한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

는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영학, 

경제학, 여타 사회과학 및 공학, 자연과학, 컴퓨터 등 이공학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지닌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 서비스, 정책의 학제적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수한 교육, 연구기관 및 

산업체와의 교류를 통하여 국제화 교육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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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이수요건

❒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요건: 총 45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및통계학 [대체: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21학점 

        1) 일반경영분야: 9학점

IM511 기업경제학(1.5)

IM512 조직과 리더십(1.5)

IM513 마케팅 분석 및 전략(1.5)

IM514 경영전략(1.5)

IM515 재무관리(1.5)

IM516 회계학(1.5)

        2) IT경영분야: 12학점

IM551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Ⅰ(1.5)

IM552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Ⅱ(1.5)

IM553 정보통신시스템Ⅰ(1.5)

IM554 정보통신시스템Ⅱ(1.5)

IM555 유비쿼터스 경영Ⅰ(1.5)

IM556 유비쿼터스 경영Ⅱ(1.5)

IM557 미디어 경제학(1.5)

IM558 디지털미디어 경영(1.5)

 라. 선택: 10개 교과목(15학점) 이상 이수

      1) IT산업분석분야: 다음 4개의 산업분야에서 6학점 이상 이수

         - 정보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텔레콤서비스 산업

IM601 정보통신 산업분석(1.5)

IM602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1.5)

IM603 디지털 컨버전스 경영전략(1.5)

IM604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전략(1.5)

IM605 텔레콤 경제학과 융합정책(1.5) 

         - SI컨설팅 산업

IM621 정보기술을 통한 가치혁신(1.5)

IM622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영(1.5)

IM623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지능형 비즈니스(1.5)

IM624 IT컨설팅(1.5)

IM625 데이터베이스 설계(1.5)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IM641 반도체 산업분석(1.5)

IM642 디스플레이 산업분석(1.5)

IM643 반도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1.5)

IM644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1.5)

        -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IM661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분석(1.5)

IM662 컨텐츠 개발전략(1.5)

IM663 엔터테인먼트 마케팅(1.5)

IM664 인터랙티브 미디어(1.5)

IM665 미디어 개론(1.5)

      2) 공통선택: 3학점 이상 이수

  마. 연구: 6학점

IM901 경영자문실습(3)

IM911 해외현장연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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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영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 이상의 영어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면제함. 

  사. 경과조치

      ◦ 본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경영정보전공(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및통계학 [대체: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9학점

MGT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라. 선 택: 33학점 이상

      ① 경영분야: 다음 11개 교과목 중 3개 교과목 이상(9학점 이상) 선택

MGT504 계량분석   MGT510 리더쉽과 조직관리

MGT511 전략경영 MGT514 경제학원론

MGT515 전략경제학 MGT520 마케팅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MGT560 재무회계

MGT561 기업재무정책 MGT564 미시경제분석

MGT577 거시경제분석

        ② 경영정보분야: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③ 일반선택

   마. 영  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면제함.

   바. 연 구: 논문연구 9학점 이상

   사. 경과조치

      1)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경영정보전공(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및통계학 [대체: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9학점

MGT542 경영정보시스템

MGT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MGT651 경영정보실습<2년차2학기 이수>

[대체 : MGT617 경영자문]

   라. 선 택: 38학점 이상

      ① 경영분야: 다음 11개 교과목 중 3개 교과목 이상(9학점 이상) 선택



정보미디어 경 학원 / 481

MGT504 계량분석   MGT510 리더쉽과 조직관리

MGT511 전략경영 MGT514 경제학원론

MGT515 전략경제학 MGT520 마케팅

MGT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MGT560 재무회계

MGT561 기업재무정책 MGT564 미시경제분석

MGT577 거시경제분석

      ② 경영정보분야: 4과목(12학점) 이상 이수

      ③ 일반선택

   마. 영  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 단위의 영어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면제함.

   바. 연  구: 4학점 이상

      ① MGT965 개별연구(경영자문실습)(3) <반드시 2년차 2학기 이수>

      ② MGT966 세미나,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중 1학점 이상 이수

   사. 경과조치

      1)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 2004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희망할 경우 전공책임교수 승인을 얻어 본 이수요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 텔레콤경영전공(논문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및통계 [대체: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12학점

MGT580 정보통신시스템

MGT582 통신경제학 (MGT515 전략경제학, MGT564 미시경제분석으로 대체 가능)

MGT586 텔레콤 시장분석 (MGT504 계량분석으로 대체 가능)

MGT680 텔레콤 사업전략 (MGT511 전략경영으로 대체 가능)

   라. 선    택: 30학점 이상 (반드시 경영분야 9학점 이상, 텔레콤 분야 6학점이상 이수)

   마. 영    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단위의 영어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    구: 논문연구 9학점 이상

   사. 경과조치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본 교과과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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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콤경영전공(교과석사학위)

   가. 졸업이수학점: 총 5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CC511 확률및통계 [대체: MGT502 통계적분석방법론, MGT503 경영통계분석]

   다. 전공필수: 12학점

          

MGT580 정보통신시스템

MGT582 통신경제학 (MGT515 전략경제학, MGT564 미시경제분석으로 대체 가능)

MGT586 텔레콤 시장분석 (MGT504 계량분석으로 대체 가능)

MGT680 텔레콤 사업전략 (MGT511 전략경영으로 대체 가능)

   라. 선    택: 38학점 이상 (반드시 경영분야 9학점 이상, 텔레콤 분야 6학점이상 이수)

   마. 영    어 

        대학원에서 지정한 MGT900단위의 영어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함. 

        단, OPI Test에서 AS Level 이상의 평가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면제함.

   바. 연    구: MGT965 개별연구, MGT966 세미나, MGT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MGT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중 1학점 이상 이수

   사. 경과조치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생이 본 교과과정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 전공필수 교과목을 대체교과목으로 이수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받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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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과목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
교수

개설
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 2:3:3(6) 전공교수 봄
*IM501

 IM502

전

공

필

수

일반

경영

분야

IM511 기업경제학 1.5:0:1.5(3) 전공교수 겨울

IM512 조직과 리더십 1.5:1:1.5(3) 김영배,이승윤 겨울

IM513 마케팅 분석 및 전략 1.5:0:1.5(3) 한민희,박세범 봄

IM514 경영전략 1.5:0:1.5(3) 이제호,백윤석 겨울

IM515 재무관리 1.5:0:1.5(3) 박광우,노재선 가을

IM516 회계학 1.5:0:1.5(3) 한인구,정구열 봄

IT

경영

분야

IM551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Ⅰ 1.5:0:1.5(3) 이희석,이병태 봄

IM552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Ⅱ 1.5:0:1.5(3) 이희석,이병태 여름

IM553 정보통신시스템Ⅰ 1.5:0:1.5(3) 차동완 봄

IM554 정보통신시스템Ⅱ 1.5:0:1.5(3) 차동완 여름

IM555 유비쿼터스 경영Ⅰ 1.5:0:1.5(3) 김성희,이병태 봄

IM556 유비쿼터스 경영Ⅱ 1.5:0:1.5(3) 김성희,이병태 여름

IM557 미디어 경제학 1.5:0:1.5(3) 전공교수 봄

IM558 디지털미디어 경영 1.5:0:1.5(3) 전공교수 여름

선

택

IT

산업

분석

분야

정보통신

시스템 및

단말기,

텔레콤

서비스

산업

IM601 정보통신 산업분석 1.5:0:1.5(3) 전공교수

가을

IM602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1.5:0:1.5(3) 차동완

IM603 디지털 컨버전스 경영전략 1.5:0:1.5(3) 안재현

IM604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전략 1.5:0:1.5(3) 전공교수

IM605 텔레콤 경제학과 융합정책 1.5:0:1.5(3) 김재철

SI 컨설팅

산업

IM621 정보기술을 통한 가치혁신 1.5:0:1.5(3) 김성희

IM622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영 1.5:0:1.5(3) 이병태

IM623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지능형 
비즈니스

1.5:0:1.5(3) 김병천

IM624 IT컨설팅 1.5:0:1.5(3) 김영걸

IM625 데이터베이스 설계 1.5:1:1.5(3) 허순영,문송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IM641 반도체 산업분석 1.5:0:1.5(3) 전공교수

IM642 디스플레이 산업분석 1.5:0:1.5(3) 전공교수

IM643 반도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 1.5:0:1.5(3) 허순영

IM644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

1.5:0:1.5(3) 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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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
교수

개설
학기

비고

선

택

IT

산업

분석

분야

디지털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

IM661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분석 1.5:0:1.5(3) 김영걸

가을

IM662 컨텐츠 개발전략 1.5:0:1.5(3) 전공교수

IM663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1.5:0:1.5(3) 박세범

IM664 인터랙티브 미디어 1.5:0:1.5(3) 전공교수

IM665 미디어 개론 1.5:0:1.5(3) 전공교수

공통선택

IM501 통계분석 및 응용 1.5:0:1.5(3) 전덕빈 겨울

IM502 의사결정 모형 및 분석 1.5:0:1.5(3) 안재현 봄

IM70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1.5:0:1.5(3) 전공교수 겨울

IM702 기술경영 및 기업가 정신 1.5:0:1.5(3) 배종태

가을

IM703 데이터 보안 및 DRM 1.5:0:1.5(3) 전공교수

IM704 문화 기술론 1.5:0:1.5(3) 전공교수

IM705 디자인 경영 1.5:0:1.5(3) 전공교수

IM706 지식경영 1.5:0:1.5(3) 김영걸,이희석

IM707 IT산업 수요예측 1.5:0:1.5(3) 전덕빈

IM708 IT미디어기업 가치평가 1.5:0:1.5(3) 한인구

IM709 IT산업 사례분석 1.5:0:1.5(3) 이희석

IM710 IT산업 HR사례분석 1.5:0:1.5(3) 전공교수

IM711 정보미디어경영 특수논제 1.5:0:1.5(3) 전공교수

연구

IM901 경영자문실습 3:0:3(5) 전공교수 가을

IM911 해외 현장 연구 3:6:3(5) 전공교수 여름
*IM92

1

IM921 개별연구 3:0:3(5) 전공교수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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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정보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MGT502
*MGT503

전공필수

MGT541 53.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3:1:3(5) 이재규, 이병태 봄

MGT542 53.542 경영정보시스템 3:1:3(4) 박성주, 이재규 봄

MGT543 53.543 정보시스템분석설계 3:1:3(4) 이희석, 허순영 가을

MGT651 53.651 경영정보실습 3:1:3(5) 전공교수 가을

선   택
(경영분야)

MGT504 53.504 계량분석 3:0:3(4) 김보원, 안재현 가을

MGT510 53.510 리더십과 조직관리 3:1:3(4) 김영배 봄

MGT511 53.511 전략경영 3:1:3(5) 김영배, 이제호 봄

MGT514 53.514 경제학원론 3:0:3(3)
이창양, 김재철,
안병훈, 김지수

가을

MGT515 53.515 전략경제학 3:0:3(4) 안병훈 봄

MGT520 53.520 마케팅 3:0:3(3) 한민희 봄

MGT530 53.530 생산전략과 공급사슬관리 3:1:3(3) 안병훈, 이승규 가을

MGT560 53.560 재무회계 3:0:3(6) 한인구 봄

MGT561 53.561 기업재무정책 3:0:3(5) 강장구, 석승훈 가을

MGT564 53.564 미시경제분석 3:0:3(3) 전공교수 봄

MGT577 53.577 거시경제분석 3:0:3(5) 성태윤 봄

선   택
(경영정보

분야)

MGT505 53.505 경영과 프로그래밍 3:1:3(5) 전공교수 봄

MGT521 53.521 마케팅조사론 3:1:3(3) 한민희 가을

MGT544 53.544 데이타베이스관리 3:1:3(3) 문송천, 허순영 봄․가을

MGT547 53.547 전략정보시스템 3:1:3(5) 김성희, 이희석 봄

MGT548 53.548 데이터베이스 설계 3:1:3(3) 문송천, 허순영 봄․가을

MGT550 53.550 e비즈니스 정보기술 3:1:3(5) 이병태, 이희석 가을

MGT552 53.552 정보보안 3:1:3(4) 문송천, 김병천 가을

MGT553 53.553 디지털마케팅 3:1:3(3) 전공교수 가을

MGT559 53.559 정보시스템 투자관리 3:0:3(4) 이병태 봄

     ※ *은 대체과목임.

     ※ 단, MGT651 경영정보실습은 교과석사만 수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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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경영정보

분야)

MGT587 53.587 인터넷기술개론 3:1:3(5) 차동완 가을

MGT601 53.601 의사결정분석과 응용 3:1:3(6) 김성희, 안재현 가을

MGT603 53.603 시뮬레이션 3:1:3(5) 박성주 봄

MGT640 53.640 기업통합정보시스템 3:1:3(3)
이희석, 박성주,
허순영

봄

MGT641 53.641 고객관계관리 3:1:3(4) 김영걸 봄

MGT642 53.642 재무정보시스템 3:1:3(6) 한인구 가을

MGT643 53.643 회계정보시스템 3:1:3(3) 한인구 봄

MGT646 53.646 정보시스템감사 3:1:3(6) 한인구 가을

MGT647 53.647 정보시스템관리 3:1:3(4) 김영걸 가을

MGT650 53.650 데이터마이닝 3:1:3(4) 김병천 봄

MGT652 53.652 컨설팅방법론 3:1:3(5) 전공교수 봄․가을

MGT740 53.740 지능정보시스템 3:1:3(5) 이재규 가을

MGT742 53.742 의사결정지원시스템 3:0:3(5) 박성주, 김성희 가을

MGT779 53.779 경영정보특수논제 3:1:3(3) 전공교수 봄․가을

MGT843 53.843 경영정보고급논제 3:1:3(5) 전공교수 가을

연  구

MGT960 53.960 논문연구(석사)

MGT965 53.965 개별연구(경영자문실습) 전공교수

MGT966 53.966 세미나(석사) 1:0:1 전공교수

MGT998 53.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0:6:1(1) 전공교수 여름․겨울

MGT999 53.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0:6:1(1) 베티정 여름․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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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콤경영전공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MGT502
*MGT503

전공필수

MGT580 53.580 정보통신시스템 3:1:3(6) 차동완 봄

MGT582 53.582 통신경제학 3:0:3(6) 김재철 가을
*MGT515
*MGT564

MGT586 53.586 텔레콤시장분석 3:1:3(5) 안재현, 전덕빈 가을 *MGT504

MGT680 53.680 텔레콤사업전략 3:1:3(5) 안재현, 전덕빈 봄 *MGT511

선   택
(텔레콤
분야)

MGT541 53.541 전자상거래와 e비즈니스 3:1:3(5) 이재규, 이병태 봄

MGT550 53.550 e비지니스정보기술 3:1:3(5) 이병태, 이희석 봄

MGT553 53.553 디지털마케팅 3:1:3(3) 전공교수 가을

MGT554 53.554 디지털경제학 3:1:3(4) 안병훈, 김재철 가을

MGT584 53.584 인터넷 및 컨텐츠 산업분석 3:0:3(4) 전공교수 봄

MGT585 53.585 정보통신기술정책 3:0:3(4) 전공교수 가을

MGT587 53.587 인터넷기술개론 3:1:3(5) 차동완 가을

MGT592 53.592 텔레콤경영국제화실습 3:3:3(5) 전공교수 여름 *MGT591

MGT681 53.681 정보통신망설계 및 운용 3:1:3(5) 차동완 가을

MGT683 53.683 국제통신정책 3:0:3(4) 전공교수 가을

MGT684 53.684 무선통신 3:0:3(5) 전공교수 봄

MGT685 53.685 광대역통신 3:0:3(5) 전공교수 봄

MGT780 53.780 텔레콤경영특수논제 3:1:3(4) 전공교수 봄․가을

연   구

MGT960 53.960 논문연구(석사)

MGT965 53.965 개별연구(석사)

MGT966 53.966 세미나(석사) 1:0:1 전공교수

MGT998 53.998 기업경영실습(국내인턴십) 0:6:1(1) 전공교수 여름․겨울

MGT999 53.999 국제경영실습(해외인턴십) 0:6:1(1) 베티정 여름․겨울

     ※ *은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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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 석사과정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IM501 통계분석 및 응용 (Statistical Analysis and Applications) 2:3:3(6)

본 강좌에서는 기업경영, 정부 및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률 및 통계적인 문제를 어떻

게 인식하고, 문제를 모형화하며 통계적으로 문제해결을 하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확률 

통계의 개념과 통계분석법을 소개하고 실습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

IM502 의사결정 모형 및 분석 (Decision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1.5:0:1.5(3)

이 과목은 의사결정에 대한 합리적 접근을 위한 의사결정론의 기본개념을 배우고, 이를 실제 사례

에서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 시의 기본 

Framework 과 각종 기법을 학습한다. 아울러 의사결정과정을 위한 Prescriptive한 내용과 함께 인

간이 범하기 쉬운 에러에 대한 분석도 병행한다.

IM511 기업경제학 (Business Economics) 1.5:0:1.5(3)

본 과목은 정보미디어 MBA 학생들에게 경제학의 기본개념 및 정보, 통신, 미디어 산업에 대한 적

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제는 수요공급 분석, 소비자와 기업의 의사결정 모

형, 기업과 시장의 동작 원리 및 분석, 게임이론, 규제의 역할 등이 있다. 강의는 이러한 주제들의 

경영측면에서의 활용에 중점을 두어 진행한다. 또한, 사례분석과 학생 프로젝트를 충분히 활용하여 

이러한 경제학 원리들을 관련산업에 응용하는 연습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IM512 조직과 리더십 (Managing Organization and Leadership) 1.5:1:1.5(3)

본 과목은 조직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에 대한 논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조직관리와 리더

십의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범위는 개인의 인성과 동기부여, 팀 관리, 리더십과 같은 미시적인 조

직행태 뿐 아니라 조직설계와 관리, 조직문화 및 조직혁신과 같은 가시적인 조직행태 분야도 부분

적으로 포함된다.

IM513 마케팅 분석 및 전략 (Marketing Strategy in the Age of New Media) 1.5:0:1.5(3)

이 과목은 정보 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마케팅 패러다임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마케팅의 주요 개념과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뉴 미디어가 마케팅에 미치는 영향, 체험 컨

텐츠의 중요성, 고객 체험 마케팅 등에 대해 토론하도록 한다. 또한 사례분석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

다.

IM514 경영전략 (Strategic Management) 1.5:0:1.5(3)

본 과목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경영환경 내에서 기업간에 펼치지는 경쟁의 룰을 정확하게 이해

함으로써 조직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장기적 경쟁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 능력

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따라서 미래 경영 및 경쟁 환경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

는 능력과 Synergy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수 있는 경영자적 자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과정에서는 사례위주의 토론식 교육을 활용할 계획이다. 

IM515 재무관리 (Financial Management) 1.5:0:1.5(3)

본 과목에서는 기업재무관리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즉, 기업이 어떻

게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지에 관한 이론을 배운다. 구체적으로 

화폐의 시간가치, 프로젝트의 평가와 선택문제, 자금조달, 자본구조, 경영자보상, 그리고 최근에 중

요한 과제로 떠오른 기업지배구조 등에 대한 이슈들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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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516 회계학 (Accounting) 1.5:0:1.5(3)

회계학의 기본개념을 공부하고 회계정보를 투자 및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이 과목에서는 회계의 기본개념과 이론적 체계, 회계처리과정, 재무제표의 원리, 재무제표 분석, 회

계정보를 이용한 의사결정을 공부한다.

IM551 정보기술관리 및 전략 I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 Strategy I) 1.5:0:1.5(3)

현재 우리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신규 마켓이 창출되고 새로운 비

즈니스 기능들이 가능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본 과목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투자가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

과 관리와 연계에 있다는 점이다. 사례중심으로 학생들은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IM552 정보기술 관리 및 전략 II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 Strategy II) 1.5:0:1.5(3)

현재 우리는 정보기술로 인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고 신규 마켓이 창출되고 새로운 비

즈니스 기능들이 가능한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기술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관리의 중요성은 점차 증가 하고 있다. 본 과목의 핵심은 정보기술의 투자가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

과 관리와 연계에 있다는 점이다. 사례중심으로 학생들은 정보기술의 가능성을 배우게 될 것이다.

IM553 정보통신시스템 I (Telecommunication Systems I) 1.5:0:1.5(3)

IT (Information Technology) 비전공자를 위한 과목으로서, 산업 및 경영 분야에의 응용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이 과정은 두 과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보통신시스템 I'에서는 디지털 신호처리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해 다룬다. 

이후 ‘정보통신시스템 II’에서는 광대역, 무선 통신, 인터넷 프로토콜, 차세대 인터넷, 무선 인터넷과 

같은 고등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IM554 정보통신시스템 II (Telecommunication Systems II) 1.5:0:1.5(3)

IT (Information Technology) 비전공자를 위한 과목으로서, 산업 및 경영 분야에의 응용에 관심을 

가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네트워크의 핵심 기술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보다는 개념적으로 이해케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이 과정은 두 과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정보통신시스템 I'에서는 디지털 신호처리와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의 기초에 대해 다룬다. 

이후 ‘정보통신시스템 II’에서는 광대역, 무선 통신, 인터넷 프로토콜, 차세대 인터넷, 무선 인터넷과 

같은 고등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IM555 유비쿼터스 경영 I (Ubiquitous Management I) 1.5:0:1.5(3)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들을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유비쿼터스에 관련된 인프라와 

미들웨어 기술을 시작으로 모바일 의사소통에 관련한 연구 동향 및 발전 내용들을 학습한다. 또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와 RFID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다룬 후 상황 기반 기술과 보안 관련 기술

들을 교육한다. 

IM556 유비쿼터스 경영 II (Ubiquitous Management II) 1.5:0:1.5(3)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일련의 경영 사례 및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이슈들에 대하여 집중적으

로 교육한다. 수강생들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필요한 예측 능력 및 의사결정 체계와 스마트 환경에 

대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토의하고, 향후 유비

쿼터스 분야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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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557 미디어 경제학 (Media Economics) 1.5:0:1.5(3)

본 과목은 정보미디어 MBA 학생들에게 미디어 산업의 수조, 작동 원리, 그리고 최근 동향을 경제

학 관점에서 소개하고 분석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루는 주제로는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동작 

원리,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과 시장의 반응, 시장 구조와 규제의 역할, 미디어 기업의 재무, 그리

고 뉴미디어의 도래와 미디어산업의 미래 등이 있다. 강의는 이론소개와 더불어 사례분석과 학생 

프로젝트를 균형 있게 포함, 진행한다.

IM558 디지털미디어 경영 (Digital Media Management) 1.5:0:1.5(3)

본 교과목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경영의 이론들과 적용 사례들을 공부한다. 강의에서는 운용, 인사, 

재무, 프로그램 컨텐트, 세일즈, 마케팅, 제휴, 정부 규제 등 의사 결정 이슈들이 다루어진다. 이 과

목은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다문화적 환경에서 어떻게 디지털 미디어 기업이 경영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IM601 정보통신 산업분석 (IT Industry Analysis) 1.5:0:1.5(3)

이 과목은 IT 산업분석분야의 선택과목으로서 특히 국내외 통신서비스산업의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전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첨단 통신기술 및 시스템의 기본개념을 개괄적으로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통신서비스 산업의 발전방향을 검토한다. 

IM602 차세대 이동통신시스템 (Next-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 1.5:0:1.5(3)

엄청난 기세로 진행되어 온 무선통신과 네트워크기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시대가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이 과목에서는 모바일 컴퓨팅과 무선망 전반에 대한 통찰

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다양한 종류의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 점검한 후, 부상하는 

무선 이동통신 기술들의 장점과 그 한계에 대해 다루며, 무선 네트워크를 통한 유비퀴터스한 정보 

접근 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토론한다.

IM603 디지털 컨버전스 경영전략 (Managing Digital Convergence) 1.5:0:1.5(3)

본 과목은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경영학적인 이슈를 살펴보고 이런 환경하에서의 기

업전략을 살펴본다. 특히 디지털 컨버전스의 개념, 미디어 산업에서의 수평적·수직적 비즈니스 구조

의 변화와 M&A 등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케이스 분석, 일반적인 경영 전략의 관점 및 미디어 

컨버전스 하에서의 경영전략, 컨버전스에 따른 소비자 수요의 변화, 신규 컨버젼스 상품개발 과정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 다룬다. 

IM604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전략 (Digital Device Development Strategy) 1.5:0:1.5(3)

이 과목은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 즉 기획, 유저빌리티, 기반 기술 

등에 대해 학습하여 실제적인 디지털 디바이스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목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및 초청 강사를 통한 현장감있는 강의 등을 

활용하여, 이론적인 접근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현장에서의 적용에 모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

성되어 있다. 

IM605 텔레콤 경제학과 융합정책 (Telecommunications Economics and Convergence Policy) 1.5:0:1.5(3)

이 과목은 통신 산업을 경제적, 정책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실 이슈에 대한 전략 수립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의 범위

는 통신 산업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미시경제이론,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한 통신 산업의 특성을 반

영한 산업조직이론, 통신 산업 정책의 역사와 역할, 통신 산업의 융합 이슈와 관련 정책 방향에 관

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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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621 정보기술을 통한 가치혁신 (Value innovation with IT) 1.5:0:1.5(3)

정보 기술을 통하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 혁신 과정을 교육한다. 정보 기술과 조직의 

목표 및 전략과의 연계를 통하여, IT와 기업이 어떻게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발전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IM622 비즈니스 프로세스 경영 (Business Process Management) 1.5:0:1.5(3)

이 과목은 기업과 공공부문의 계속적인 성과향상을 위해 제반 업무 절차와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

여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강화하고 새로이 개선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론을 배우게 된다. 이 강의

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중요성을 성공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고 전략목표의 달성에 중

요한 프로세스의 선정과 분석 기법,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BPM Solution과 

Consulting 방법론을 배우게 된다. 

IM623 데이터웨어하우스와 지능형 비즈니스 (Data Warehouse & Business Intelligence) 1.5:0:1.5(3)

이 과목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리방법 및 분석방법을 다루도록 한다. 우선, 데

이터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 데이터웨어하우스의 기본개념 및 필요성 등에 관해 강의한다. 데이터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데이터마이닝의 기본개념 및 이와 관련된 데이터마이닝의 기법들을 살펴봄

으로써, 실제 사례에서 지능형 비즈니스 측면에서 접근하여 자료 분석 및 의사결정 측면에서 본 과

목의 내용을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M624 IT 컨설팅 (IT Consulting ) 1.5:0:1.5(3)

본 과목은 IT컨설턴트나 기업의 CIO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SI산업의 대표적인 IT컨설팅 방

법론들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Knowledge Management, Business Process Management, etc.) 에 대한 개요와 

기법 및 사례를 소개한다. 

IM625 데이터베이스 설계 (Database Design) 1.5:1:1.5(3)

이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개념과 구체적 설계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다. 과목 내용으로는 데

이터베이스 개발 환경, Entity-Relationship Modeling, 논리적 데이터 모델링, 물리적 데이터 모델

링, 그리고 Structured Query Language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하여, 최신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

술을 배우며, 실제 사례에서 적용이 가능한 다양한 설계 기법을 익히게 된다. 

IM641 반도체 산업분석 (Analysis of Semiconductor Industry) 1.5:0:1.5(3)

본 교과목에서는 시장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을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 기술적 요소들에 대한 특성들

을 이해한다. 분석을 위한 사례들과 함께 시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프레임워크 제공을 통해 학생들

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IM642 디스플레이 산업분석 (Analysis of Display Industry) 1.5:0:1.5(3)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기술, 성능 조건, 비용 구조, 공급 사슬 이슈들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론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세계 전자 디스플레이 시장 및 떠오르는 기술들에 대

한 현재 상황 및 미래 잠재성을 평가한다. 

IM643 반도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 

(Semi-Conductor Industry Process Management and Technology Trend ) 1.5:0:1.5(3)

이 과목은 반도체 산업의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에 대한 응용과목으로서 반도체 산업의 기본 생산 

개념들을 배우고 반도체 산업의 기술 동향을 이해하여, 이를 통해 전세계 반도체 산업의 추이와 산

업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반도체 산업의 공정관리 기법 등 관리 기법을 배움으로써, 

기업의 사업전략 수립 및 관리 방안 도출 등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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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644 디스플레이 산업 공정관리 및 기술 동향 

(Manufacturing Process Management and Technology Trends in Display Industry) 1.5:0:1.5(3)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전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의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생산 공정 관리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가능케 하는 개념들을 공부한다. 생산 공정 관리 및 전략과 관련된 주요 이슈

들이 이론적 프레임워크 하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IM661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산업분석 (Entertainment & Media) 1.5:0:1.5(3)

본 과목은 엔터테인먼트산업과 미디어산업에 대한 개관 및 주요 경영이슈들을 소개한다. 엔터테인

먼트 분야의 주요 대상 산업은 영화, 방송, 음반, 온라인게임, 공연 등이며 미디어 분야의 산업은 

초고속인터넷, 무선통신, 무선인터넷 등 뉴미디어 분야가 주요 분석대상이다. 본 과목의 수강생은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가능성들을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접합시켜 새

로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IM662 컨텐츠 개발전략 (Contents Development Strategy) 1.5:0:1.5(3)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디지털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디지

털 컨텐츠 플래닝 및 개발과 관련된 방법론들을 배운다. 그리고 기술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각 미디어들에 대한 내용 및 적절한 미디어를 통한 컨텐츠 마케팅 및 배급 전략을 배운다. 

IM663 엔터테인먼트 마케팅 (Entertainment Marketing) 1.5:0:1.5(3)

본 과목의 목적은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되는지, 소비자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제품 및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사용하는 지,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마케팅에 관한 다양한 

지식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마케터들이 최상의 고객가치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일반

론을 제공하는데 있다. 

IM664 인터랙티브 미디어 (Interactive Media) 1.5:0:1.5(3)

본 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독립형, 참여형, 네트워크형 환경 하에서 상호 작용성(interactivity)을 만들

어 내는 일과 연관된 기본적 원칙과 기초적인 제작 과정을 이해한다. 문화적, 학문적, 기술적 교점

을 통해 학생들은 인터랙티브 미디어를 둘러 싼 기본 개념과 이슈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IM665 미디어 개론 (Introduction to Media) 1.5:0:1.5(3)

본 교과목은 미디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의 기능, 미디어의 변천 역사, 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정의하는 기관들에 대해 다룬다.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 및 정치적 믿음, 정체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 및 권력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관점을 탐구한다. 

그리고 계층 및 성별, 세대의 변화가 어떻게 미디어의 생산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본다. 학생들은 글 작성은 물론 강의 및 읽을 자료, 토의를 통해 스스로의 삶에 있어 미디어

의 역할은 물론 이 분야에 대한 비판적 논쟁에 참여할 복합적 기회를 가질 것이다. 

IM701 비즈니스 프리젠테이션 (Business Presentation in English) 1.5:0:1.5(3)

이 과목은 효과적인 의사소통 및 공식적인 프리젠테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기술과 방법을 교육하며 이를 위해 서구의 주요 이슈들과 실제 사례들을 그 내용으로 한다. 

IM702 기술경영 및 기업가 정신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1.5:0:1.5(3)

이 과목은 기술전략, 기술경영, 기업가정신, 벤처경영 분야의 주요현안들과 최신이론을 소개하고 이

를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에서 다루는 세부주제에는 기술

경영개요와 기술혁신과정, 기술전략의 수립 및 실행, R&D 관리, 기업가정신의 특성과 과정, 벤처기

업의 경영방식,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성분석, 벤처캐피탈과 벤처정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기존

기업에서의 사내벤처 및 벤처기업의 국제화도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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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703 데이터 보안 및 DRM (Data Security and DRM) 1.5:0:1.5(3)

본 교과목은 정보미디어 분야의 비즈니스에서의 데이터 보안 관련 이슈와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과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디지털 컨텐트 유통 및 보호와 관련한 총괄적 

관리 체계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개념과 아키텍처, 이의 활용에 관해 살펴본다. 

IM704 문화기술론 (Introduction to Culture Technology) 1.5:0:1.5(3)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우리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디

지털기술이 예술의 새로운 표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우리의 문화를 바꾸며, 기존의 산업구조를 바꾸

고 새로운 문화산업을 잉태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의 상호연관성을 체계

적으로 다루고, 특히 문화 예술 산업에 활용되는 디지털기술을 고찰하고자 한다. 

IM705 디자인 경영 (Design Management) 1.5:0:1.5(3)

본교과목에서 학생들은, 디자인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경영의 이론과 실제

에 대해 배우고 이해한다. 디자인 경영 분야의 생성 배경과 현황, 디자인 조직을 구성하는 제반 인

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다. 

IM706 지식경영 (Knowledge Management) 1.5:0:1.5(3)

본 과목은 기업들이 지식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경영 이론, 사례 및 구현방법론을 소개

한다. 수강생들은 지식전략계획, 전사지식맵, 지식관리조직, 지식관리 프로세스, 지식관리시스템, 실

행공동체, 지식생태계 등의 주제를 학습한 뒤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경영 진단 및 마스터플랜

을 수립해 보게 된다. 

IM707 IT산업 수요예측 (Demand forecasting in IT industry ) 1.5:0:1.5(3)

본 강좌에서는 IT산업과 관련하여 설문 디자인을 통한 자료의 수집 방법, 회귀 분석, 시계열 분석 

등을 이용한 신상품 수요 예측과 의사결정, 사업성 분석 방법 등을 제시한다. 또한 국내 실제 주요 

IT산업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 및 기업의 전략이 고객의 행태와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IM708 IT미디어기업 가치평가 (Valuation of IT Media business) 1.5:0:1.5(3)

IT미디어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체계를 공부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응용한다. 기

업가치평가의 이론적 체계를 토대로 IT미디어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론 및 모형을 공부한다. 

IT미디어기업의 특성과 이러한 특성이 가치분석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공부한다. 

IM709 IT산업 사례분석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Cases) 1.5:0:1.5(3)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IT 비즈니스의 실제를 경험하도록 한다. 본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i) 

IT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기번 개념, 용어 및 원리를 배우며 (ii) 성공하고 있는 첨단 IT 기업들의 실

제 활동들을 이해하고 (iii) 그 기업의 전략적 문제들을 이해하게 된다. 다루게 되는 IT 기업은 반도

체, 컨설팅, 전자상거래, 포털, 정보통신 서비스, 영화, 엔터테인트먼트 및 미디어 분야를 포괄할 것

이다. 

IM710 IT산업 HR사례분석 (An Analysis of HR Cases in IT Industry) 1.5:0:1.5(3)

IT 산업에서 조직의 혁신과 변화 및 인적자원 개발에 성공한 선진 HR 혁신사례 분석을 통해 인적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과 효과적인 핵심역량 개발 방안 등을 논의함으로써 실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

한 HR의 역할과 세부 실천방안을 도출한다. 



494 / 2007~2008 학사요람

IM711 정보미디어경영 특수논제 (Special Topics in Information & Media Management) 1.5:0:1.5(3)

본 교과목은 정보미디어경영 분야의 새로운 동향이나 시의성 있는 주제로서, 새로운 과목으로 발전

시킬 만한 특별 주제를 다루기 위한 특론 교과목이다. 

IM901 경영자문실습 (Business Consulting Practice) 3:0:3(5)

학생들은 팀을 이루어 특정 업체에 대한 경영 자문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의 현장 적

용을 통한 지식 습득 및 문제 해결 능력 함양을 달성하고, 팀원들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

정, 커뮤니케이션, 협력 등의 자질을 높인다. 

IM911 해외 현장 연구 (International Field Trip) 3:6:3(5)

본 교과목은 정보미디어 분야에 있어 세계적 선도 기업들의 경영운영 방식 및 문화 등을 한국과 비

교하여 국제적인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윤리적인 무제와 

조직 내의 관계문제에 관한 운영 및 규제 그리고 그 지역의 정부와 경제 조직의 변화에 의한 비즈

니스의 전망 및 기회에 대해서도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IM921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for graduate studies ) 3:0:3(6)

정보통신 및 미디어 산업분야의 주요 이슈를 가지고 지도교수와 함께 독립적으로 연구를 집행한다. 

주요 이슈는 현실문제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며, 수강생은 문제의 모형화, 분석, Insight 

발굴, 전략수립 과정 등을 경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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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문화과학대학

화과학대학은 인문사회과학부와 문화기술대학원의 2개 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화라는 

공동목표 하에 상호 협력을 통해 과학기술계의 Creative Global Leader 양성을 비전으로  

2006년에 신설되었다.

인문사회과학부는 학사과정 학생에 대한 인문사회과목의 교육을 위한 비학위 과정이며, 문화기술대

학원은 문화관광부의 지원 하에 문화산업계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문화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석·박사학위 과정이다. 

현재 인문사회과학부에는 명예교수 3명, 전임직 교원 18명, 초빙교수 13명, 연구교수 1명, 대우교수 

40여명의 교수진이 있고, 또한 문화기술대학원에는 전임직 교원 4명, 초빙교수 5명, 겸임교수 7명의 

교수진과 석사과정 89명, 박사과정 36명의 재학생이 있다. 아울러 그 산하에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와 문화기술연구센터가 각각 설치되어 다양한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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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대학원

학과홈페이지 : ct.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902,2903

1. 대학원 소개

문화산업의 시대적 의미와 대학원 설립취지 

21세기는 발전하는 산업과 정보기술에 문화적 가치를 담아내고 이것을 향유하는 형태로 발전되

어 가고 있다. 삶의 행태에 대한 무형적 측면에 부가가치를 두는 산업이 중요시되며 산업 자체

가 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21세기 한국을 먹여 살릴 기간산업으로 국가의 경제적 

측면, 산업적 측면에서 국가 핵심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IT산업의 발전에는 문화콘텐츠가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나라 문화산업 규모는 약 35조원으로 GDP 대비 5% 내

외(미국 약 7.8%), 연평균 21%로 성장(세계 평균성장률은 약 5~6%)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부터는 경제논리나 생산성 향상 우선주의 정책에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고급문화

의 영위를 추구하는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가장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산업이다.

디지털 기술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서 과학기술, 인문학, 예술, 디자인 등 다양한 학문 분야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산업

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산업의 발전 경향들이 기술, 특히 디지털 기

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은 과학기술, 인문사회, 경영, 

예술 및 디자인이 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디지털 미디어와 문화 산업의 

성공적인 결합을 추구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다. 문화예술 및 인문사회

학적 지식과 소양, 경영능력, 과학기술 지식을 겸비한 문화산업 전문가 양성, 문화산업을 촉발하

는 과학기술 개발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고자 한다.

KAIST와 문화관광부에서는 문화산업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인력과 중장기적으로 국가 차원에

서 필요로 하는 창안자급의 문화산업인력을 양성하기위하여 KAIST에 문화기술대학원을 설립하

였다.

21세기 문화산업의 특성

첫째, 21세기는 정보통신과 네트웍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동일한 문화를 소비하고 있는 글로

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하드웨어" 중심의 문화산업에서 무형의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으로 변환하는 탈물질화

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문화", "문화상품"들은  우리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와 형

식으로  우리 삶속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유비쿼터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문화콘텐츠는  첨단과학기술, 특히 IT기술의 결정체로 변화하며 기술발전, 특히 IT기술발전

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문화콘텐츠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이질적인 문화콘텐츠 장르간에 컨버전

스가 진행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이 생겨나 하나의 소스로부터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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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가 제작되는 OSMU(One Source Multi Use) 추세가 열리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산업적 가치

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과 접목되어 새로운 형태의 문화산업, 즉 디지털기술에 기

반한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2. 과정별 소개

고급인력양성의 필요성

"21세기의 문화 리더"라 함은 창의적인 발상과 문화와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재로서, 이

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문화산업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 문화콘텐츠의 구상, 기획 실현하는 

능력을 지니고, 문화콘텐츠의 제작상의 새로운 기술, 방법론을 개발하며 문화산업에서 새로운 비

즈니스 모델을 개척하고 확장하며 새로운 이론과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인재를 말한다.        

이들을 수월성(Excellence), 유연성(Flexibility), 국제성(Global sense), 리더쉽(Leader-ship), 미래에 대

한 비전(Vision)을 갖춘 인력으로 양성해야 한다.

 석박사 학위과정을 마친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석사 취득자는 산업계로 진출하고, 박사 취득자

는 교수 및 연구 요원으로 양성하여 문화산업과 교육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특히 

문화기술에 바탕을 둔 문화산업경영과 문화산업 마켓팅전문가의 양성은 한국 문화산업의 국제화

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석사과정 

석사과정에서는 CT분야의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수행하며 특히 프로젝트 

및 실습을 통하여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창작하며 콘텐츠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한다. 문화산업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콘텐츠비지니스 핵심 고급인력(창안자)양성을 목표로 문

화산업계에 필요한 인력을 교육한다.  프로젝트 및 실습을 통하여 이론과 실제 응용 능력을 겸

비한 우수한 문화산업발전의 첨병를 양성하여 산업계로 진출하도록 한다.

❒ 박사 과정

박사 과정은 CT분야의 기반기술 및 응용기술에 대한 심도 깊은 논문연구와 프로젝트가가 중심

을 이루고 있으며, 박사 취득자는 교수 및 연구 요원으로 양성하여 문화산업과 교육분야에 필요

한 인력이 되도록 연구와 학연산간의 긴 한 연계를 가지는 연구과제 등을 수행한다.

석‧박사과정을 분야별로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콘텐츠창작기술

     -다양한 미디어에서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미디어 에 대한 공학적 및 예술적 이해연구

     -디지털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연구

   ∘ 콘텐츠기획 및 디지털문화이론

     -콘텐츠에 대한 예술적 실험, 디지털 미학,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실험

     -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예술 표현 기술의 개발

     -디지털문화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접근

   ∘ 문화기술 경영 및 정책

     -문화 기술 산업 및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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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및 창작 

문화기술대학원의 연구분야와 주요과제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Visual Media Lab 

비쥬얼 미디어 랩의 연구 목적은 영상 특수 효과 기법과 컴퓨터 그래픽을 응용한 제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등의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것에 있다. 개발된 컴

퓨터 그래픽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Digital Actor 와 Digital World의 창조

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물, 불, 구름, 가스 폭발 등과 같은 

특수 효과 창조, 실제와 같은 얼굴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

재 우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3D 모델과 텍스쳐 

연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3D 모델, 인간형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케칭 인터페

이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perience Lab

종래의 HCI는 컴퓨터와 인간, 그리고 가상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자연환경, 그리고 인공환경으

로 이루어진 복잡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HCI는 더 이상 컴퓨터와 인간 간

의 직접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에서 벋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상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EXP Lab에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공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활용과 응용, 그리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표현기법을 다룬다. EXP Lab에서 다

루는 분야로는 컴퓨터게임, 웨어러블컴퓨팅, 가상현실 응용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간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아트 이론 

연구, 과학전시의 체계적인 기획과 이론정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igital Media & Contents Lab

문화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서의 디지털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내용물로서의 콘텐츠는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

한 디지털미디어와 유비쿼터스/온라인 환경의 기술과 그 안에서 구현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창안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은 문화기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Digital Media & Content Lab. 에서는 미디어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제품이 결합되는 미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신제품, 웹,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원형 분야에서의 디자인

과 다양한 공학기술 등을 연구한다. 세부연구 분야는 미디어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에듀테인먼

트, 문화콘텐츠 특성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디자인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등 이다. 

Digital Storytelling & Cognition Lab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라 Story와 Storytelling technology는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거의 모

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소설,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웹 등 독립된 미디어에서 

연구되어온 Story와 Storytelling technology는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활동과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Story Value가 높은 Story의 안정적 공급이 필

수적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Digital Storytelling & Communication Lab에서는 Story 원형 발굴 및 Story Developing System 그리

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언어, 커뮤니케이션, Story, Storytelling

과 관련된 전 영역을 연구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Story Modeling, Story Design, New 

Storytelling Media, Story Developing & Valuation System, Language & Text Analysis, Digital 

Communication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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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al Management & Policy Lab

CT contents 비중이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새로운 문화 contents

의 시장성을 높일 창의적인 business model을 개발하고 CT business의 경제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문화 시장의 환경 분석을 통한 CT contents의 발전방향과 투자방향의 제

시하며 CT 및 CT content 창업을 위한 경영전략개발을 한다. 향후 CT 성공사례 case study 등을 

수행할 lab으로서 다른 6개의 lab에서 개발한 contents의 경제성 분석과 경영전략 제시라는 보완

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lab에서 다루는 분야는CT business model development, CT consumer 

research, CT market research & simulation, CT industry policy and regulation analysis, economics of 

culture and culture industry 등이다.

Creative Physical Interaction Lab

Creative Physical Interaction Lab은 로봇의 행동, 개성 및 외관 디자인, 기초비전기술, 음성인식, 인

지적 지능, 감정생성, 로봇의 의도, 감정 및 표정, 음향, 동작생성에 관한 기초기술 등을 연구한

다. 로봇이 공장의 자동화도구에서 일상생활의 친구와 동료가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로

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HRI)’ 기술은 문화기술(CT)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로

봇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테스크를 잘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

을 유도하는 인지적 상호작용기술, 로봇과 사람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

공생명체로 느끼게 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술,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실용성이 있는 로봇

디자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로봇의 기술을 이용한 퍼포먼스나 문화기획등도 연구의 대상이다. 댄

스로봇공연 프로젝트, 디지털 인터렉션을 가지는 Stage Automation등을 위한 물리적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를 제작 고안하여,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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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과  정
교과목학점 연구

학점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석 사
논문석사 3 6 24 이상 9 이상 42 이상

교과석사 3 6 33 이상 3 이상 45 이상

박 사 3 6 33 이상 30 이상 72 이상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4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아래도표의 교과목 중 1과목선택)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개설 학부/학과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3

CC522

CC530

CC531

11.010

11.500

11.510

11.511

11.513

11.522

11.530

11.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4)

2:3:3(10)

2:3:3(6)

3:0:3(6)

2:3:3(8)

3:0:3(6)

3:0:3(6)

 교무처

 인문․사회과학부

 전산학전공

 응용수학전공

 산업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과

 바이오시스템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 석사과정 필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6학점

        - GCT501 문화기술론 

        - GCT503 문화기술 프로젝트 I

   라. 선택 : 24학점 이상

-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 및 전공심화선택과목 등을 중심으로 24학점 이상을 

          이수한다(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을 15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본인의 연구와 전공에 필요한 타 학과의 석‧박사과정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와 전공트랙

          책임교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며  최대 9학점까지 선택으로 인정함.

        - 타 대학원의 수강한 과목의 인정 여부는 과목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지도교수와 교과과

          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으로 인정함(9학점 이내).

   마. 연구 : 9학점 이상(세미나 1학점 포함)

-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9학점 이상 이수.

- 연구학점 중 3학점을 2개월 이상의 기업체 인턴쉽으로 취득 가능. 

   2) 교과석사

   가. 졸업이수학점 : 총 45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아래도표의 교과목중 1과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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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개설 학부/학과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3

CC522

CC530

CC531

11.010

11.500

11.510

11.511

11.513

11.522

11.530

11.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4)

2:3:3(10)

2:3:3(6)

3:0:3(6)

2:3:3(8)

3:0:3(6)

3:0:3(6)

 교무처

 인문․사회과학부

 전산학전공

 응용수학전공

 산업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인문․사회과학부

       - CC010 리더십강좌 (무학점, 석사과정 필수,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6학점

        - GCT501 문화기술론

        - GCT503 문화기술 프로젝트 I

   라. 선택 : 33학점 이상

-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 및 전공심화선택과목 등을 중심으로 33학점 이상을 

          이수한다(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을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본인의 연구와 전공에 필요한 타 학과의 석‧박사과정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와 전공트랙

          책임교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며  최대 9학점까지 선택으로 인정함.

        - 타 대학원의 수강한 과목의 인정 여부는 과목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지도교수와 교과과

          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으로 인정함(9학점 이내).

   마. 연구 : 3학점 이상(세미나 1학점 포함)

-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3학점 이상 이수.

- 연구학점 중 3학점을 2개월 이상의 기업체 인턴쉽으로 취득 가능.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 문화기술대학원 및 CT학제전공의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

          점에 누적 가산 할 수 있음.

   나. 공통필수 :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6학점

- GCT501 문화기술론, GCT602 문화기술 프로젝트 II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라. 선택 : 33학점 이상  

-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 및 전공심화선택과목 등을 중심으로 33학점 이상을 

          이수한다(단, 본 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을 18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본인의 연구와 전공에 필요한 타 학과의 석‧박사과정과목의 수강은 지도교수와 전공트랙 

          책임교수 심의를 거쳐 신청하며  최대 12학점까지 선택으로 인정함.

        - 타 대학원의 수강한 과목의 인정 여부는 과목의 유사성 및 관련성을 지도교수와 교과과

          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택으로 인정함(15학점 이내).

    마. 연    구 : 30학점 이상(세미나 1학점 포함)

        - 논문연구, 세미나 등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모든 재학생에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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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 석․박사과정

과목구분
교과목
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봄 가을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쉽강좌 1:00:00 교무처 　 　 석사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인문사회과학부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전산학전공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응용수학전공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산업공학과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전기및전자

CC530 11.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6) 산업공학과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바이오시스템

　
전공필수

GCT501 43.501 문화기술론 3:0:3(6) 원광연 O 　 석사/박사필수

GCT503 43.503 문화기술프로젝트 I 3:0:3(6) 임창영 O 　 석사필수/박사선택　

GCT602 43.602 문화기술프로젝트 II 3:0:3(6) Staff 　 O 석사선택/박사필수

선택

GCT511 43.511 미디어미학 3:0:3(6) 진중권 O 　

GCT522 43.522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3:0:3(6) Frederic Cordier 　 O *CS480:컴퓨터그래픽스개론

GCT531 43.531 극장음악과 디자인 3:0:3(6) 노영해 O　 　

GCT532 43.532 음향악기 제조와 평가실험 3:0:3(6) 김양한, 김정진 O

GCT533 43.533 사운드디자인과 프로그래밍 3:0:3(6) 구본철 O

GCT534 43.534 공연기획 및 경영관리 3:0:3(6) 김정진 O

GCT541 43.54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3:0:3(6) 윤완철, 이건표 O 　

GCT542 43.542 게임기술 3:0:3(6) Staff O

GCT543 43.543 게임디자인 3:0:3(6) Staff O　 　

GCT551 43.551 디지털디자인 3:0:3(6) Staff O 　

GCT552 43.552 정보디자인 3:0:3(6) Staff 　 O

GCT553 43.553 디지털콘텐츠디자인 3:0:3(6) 임창영 O 　
*ID704 고급디지털 
콘텐츠론　

GCT554 43.554 디지털건축 3:0:3(6) 이중식 외 O

GCT561 43.561 과학기술의 개념과 과학적사고 3:0:3(6) 김충기 　 O

GCT562 43.562 인공지능 3:0:3(6) Staff O *CS570 인공지능

GCT563 43.563 로보틱스 3:0:3(6) 권동수 *MAE453 로보트공학개론

GCT571 43.571 언어이론과 문화기술 3:0:3(6) 시정곤 O 　

GCT572 43.57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론 3:0:3(6)
시정곤/최기선/
전길남

O 　

GCT574 43.574 스토리디자인 3:0:3(6) 전봉관 O　

GCT581 43.581 문화경제론 3:0:3(6) 소병희 외 O　

GCT582 43.582 문화콘텐츠산업론 3:0:3(6) 유승호 외 　 O

GCT583 43.583 문화경영조직론 3:0:3(6) Staff O 　

GCT584 43.584 문화지식재산권론 3:0:3(6) Staff 　 O

GCT611 43.611 문화원형론 3:0:3(6) Staff O　 　

GCT621 43.621 컴퓨터그래픽스기술 3:0:3(6) 신성용 O 　 *CS580 컴퓨터그래픽스

GCT622 43.622 디지털인간 3:0:3(6) Frederic Cordier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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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교과목
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봄 가을

선택

GCT631 43.631 음악 및 음향기술 3:0:3(6) Staff O

GCT632 43.632 디지털 퍼포먼스 3:0:3(6) 이승연, 구본철 　 O

GCT633 43.633 20세기 음악과 문화기획 3:0:3(6) 이승연 O

GCT641 43.641 게임학 3:0:3(6) 전봉관 O

GCT642 43.642 유저인터페이스 3:0:3(6) Staff O
*ID706 
인터페이스디자인론

GCT644 43.644 게임기획 및 제작 3:0:3(6) Staff 　 O　

GCT651 43.651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3:0:3(6) Staff O 　
*ID506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GCT653 43.653 가상세계 3:0:3(6) 이중식 외 O　

GCT656 43.656 디지털패션 3:0:3(6) 원광연 O 　

GCT661 43.661 네트웍 미디어 3:0:3(6) 전길남/송준화 O *CS644 고급전산망구조

GCT662 43.662 인간과 로보트 상호작용 3:0:3(6) 권동수 O 　
*MAE683 인간과 로봇의 
햅틱인터랙션

GCT672 43.672 디지털서사학 3:0:3(6)
최기선/전봉관/시정
곤

　 O *CS682: 디지털서사학

GCT673 43.673 계산창조론 3:0:3(5) 최기선 O

GCT674 43.674 텍스트분석과 지식마이닝 3:0:3(6) 최기선 　 O　

GCT681 43.681 미디어마케팅 3:0:3(6) 박상찬 O 　

GCT682 43.682 문화산업정책 3:0:3(6) 유승호 외 O

GCT683 43.683 e-비즈니스 전략 3:0:3(6) Staff O　 　 *MGT553 인터넷 마케팅

GCT684 43.684 지역문화산업론 3:0:3(6) Staff 　 O

GCT685 43.685 문화벤처창업론 3:0:3(6) Staff O 　

GCT686 43.686 기업문화전략 3:0:3(6) Staff 　 O

GCT687 43.687 문화예술조직경영 3:0:3(6) 소병희 외 O 　

GCT688 43.688 글로벌문화마케팅전략 3:0:3(6) Staff 　 O

GCT702 43.702 문화기술연구방법론 3:0:3(6) Staff O

GCT711 43.711 디지털문화이론특강 3:0:3(6) Staff 　O 　

GCT721 43.721 컴퓨터그래픽스 특강 3:0:3(6) Staff 　O 　
*CS780 컴퓨터그래픽스 
특강

GCT722 43.722 가상현실 특강 3:0:3(6) Staff 　 　O

GCT724 43.724 애니메이션 특강 3:0:3(6) Staff O

GCT731 43.731 음악기술 특강 3:0:3(6)
노영해/이승연/구본
철

O O

GCT741 43.74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특강 3:0:3(6) Staff O 　
*CS788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특강

GCT742 43.742 인포테인먼트 특강 3:0:3(6) Staff 　 O

GCT751 43.751 영상디자인 특강 3:0:3(6) Staff O 　

GCT752 43.752 디지털콘텐츠 특강 3:0:3(6) Staff O

GCT763 43.763 창의적과제 3:0:3(6) Staff O
*MAE606 창의적 
지식창출과정과 응용

GCT772 43.772 디지털서사학 특강 3:0:3(6)
최기선/시정곤/전봉
관

　 O *CS684 디지털서사학

GCT781 43.781 문화경제∙정책 특강 3:0:3(6) Staff O 　

GCT782 43.782 문화콘텐츠마케팅 특강 3:0:3(6) Staff 　　 O

GST783 43.783 글로벌문화특강 3:0:3(6) Carl. J. Saxer O

GST784 43.784 인터넷산업 특강 3:0:3(6) 한상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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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교과목
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봄 가을

　연 구

GCT960 43.960 논문연구 (석사) 　 　 O O

GCT966 43.966 세미나 (석사) 1:0:1　 　 O O

GCT967 43.967 개별연구 (석사) 0:6:2 　 O O

GCT980 43.980 논문연구 (박사) 　 O O

GCT986 43.986 세미나 (박사) 1:0:1 O O

전
공
심
화
선
택
과
목

전산

CS480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4:3:3(6) 원광연

CS542 인터넷시스템기술 3:0:3(6) 송준화

CS570 인공지능 3:0:3(6) 김진형,양현승

CS576 컴퓨터비젼  3:0:3(6) 양현승

CS676 패턴인식 3:0:3(6) 오영환

산디

ID506 미디어인터렉션디자인 3:0:3(6) 남택진

ID603 미디어디자인론 3:0:3(6) Staff

ID704 고급 디지털콘텐츠론 3:0:3(6) Staff

ID708 디자인 조직과 운용 3:0:3(6) 정경원

전자
EE406 프로젝트랩 3:0:3(6) Staff

EE737 영상시스템 3:0:3(6) 나종범

테크
노

MGT520 마케팅 3:0:3(6) 한민희

MGT524 디자인경영론 3:0:3(3) 정경원

MGT553 인터넷마케팅 3:1:3(3) Staff

MGT624 소비자 행동론 3:0:3(6) 한민희

MGT590 이 문화관리 3:1:3(4) Staff

MGT632 서비스 운영전략 3:0:3(6) Staff

기계

MAE402 창의적 시스템 구현 3:0:3(6) 양동열

MAE453 로보트 공학개론 3:0:3(6) 장평훈/권동수

MAE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3:0:3(6) 오준호

MAE606 창의적 지식창출과정과 응용 3:0:3(6) 양동열

MAE683 인간과 로봇의 햅틱인터랙션 3:0:3(6) 권동수

산공

IE562 정보시스템설계 3:0:3(6) 윤완철

IE661 전문가시스템∙인공지능 개론 3:0:3(6) 박상찬

IE761 인지시스템공학 3:0:3(6) 윤완철

바이
오

BiS523 과학도를위한 정보전자 3:0:3(6) Staff

BiS634 데이터베이스구축론 3:0:3(6) Staff

BiS651 음향 및 청각모델 3:0:3(6) Staff

BiS652 인간시각모델 3:0:3(6) Staff

      ※ *는 대체과목임.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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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개요

GCT501 문화기술론 (Introduction to Culture Technology) 3:0:3 (6)

이 과목은 CT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룬다. CT는 좁게는 문화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넓게는 인간

의 삶의 질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CT가 다루는 영역은 좁게

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가 있고 넓게는 문화예술 전반, 사이버 인문사회학, 디지털 디자

인도 포함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주 대상으로 하여 우릐의 삶과 문화콘텐츠

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주로 다루는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이슈도 토의

한다.

GCT503 문화기술 프로젝트 I (Culture Technology Project I) 3:0:3 (6)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평면적인 디자인능력과 전산능력을 학습하고, 콘텐츠, 음향, 서사 등의 학

제적 연구를 통하여 창의적 표현 및 컴퓨터그래픽, 인터페이스 설계를 통하여 창의적 표현 형식을 

새롭게 개발하는 프로젝트 과목으로 인간 감성과 관련된 새로운 인터페이스나 인터랙션을 개발하고 

응용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공동강의를 통하여 각 단계별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간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디자인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GCT602 문화기술 프로젝트 II (Culture Technology Project II) 3:0:3 (6)

전산학, 디자인, 공학(전자, 기계, 산업 등), 인문사회, 예술분야 등 여러 분야의 학제적 지식을 기반

으로 하여 멀티미디어, Mixd Reality, AI, Sensor, Device, Robotic Platform 기술 등이 포함되는 3차원 

real world에서 동작하는 interactive media technology and system의 설계, 구현 및 프로토타입 제작과 

시스템 분석 및 성능평가 등에 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선택

GCT 511 미디어 미학 (Media Aesthetics) 3:0:3(6)

본 과목의 목표는 미디어와 현대철학 및 현대예술에 대한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먼저 미디어 미학의 역사를 1세대 미디어 (사진, 영화), 2세대 미디어 (라디오, 텔레비전), 3세대 미

디어(컴퓨터와 인터넷)에 걸쳐 개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미디어의 변화와 현대미술의 관계에 관

한 토론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공학과 생명공학이 가져온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통적인 세

계관과 인간관을 어떻게 전복시켰는지 보게 될 것이다.

GCT522 컴퓨터 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Computer Graphics and Virtual Reality) 3:0:3(6)

이 과목은 CT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룬다. CT는 좁게는 문화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 넓게는 인간

의 삶의 질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CT가 다루는 영역은 좁게

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문화콘텐츠가 있고 넓게는 문화예술 전반, 사이버 인문사회학, 디지털 디자

인도 포함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를 주 대상으로 하여 우릐의 삶과 문화콘텐츠

의 "디지털화"에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주로 다루는 한편, 산업적 측면에서의 실제적인 이슈도 토의

한다.

GCT531 극장음악과 디자인 (Theater Music and Design) 3:0:3(6)

 4세기에 걸친 긴 오페라 역사를 통해서 각 시대의 문화사회적 기후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오페라 

무대 디자인의 특징적 면모를 선별적으로 비교 검토함으로서 21세기의 새로운 공연예술무대를 다각

적으로 창출 할 수 있는 미적 문화적 기반을 확립한다.

GCT532 음향악기제조와 평가실험 (Acoustical Instrument Design and Evaluation) 3:0:3(6)

음향에 대한 물리적, 기계공학적 이해를 위한 기본 이론을 수학적으로 학습하고, 음악사를 통해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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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발달사를 살펴, 공학적이고 심미적인 악기를 디자인하여 제작한 후, 과학적인 측정 기술과 장

비를 이용한 다각적인 실험을 통해 제작된 악기의 성능을 평가한다. 이 과정은 음향에 대한 기본적 

성질을 이해시킴으로써 21세기 디지털 음향창조의 튼튼한 기초와 동기를 부여한다.

GCT533 사운드디자인과 프로그래밍 (Sound Design and Programming) 3:0:3(6)

음향제어와 합성을 강의하는 과정이다. 사운드 디자이너, 음악가, 예술가를 위해 개발된 구조식 프

로그래밍 언어인 Max MSP를 사용하여 실시간 음향 처리의 유연성과 미디악기, 센서, 네트워크 등

을 이용한 컴퓨터의 제어능력을 교수한다.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의 폭넓은 연구에 관심 있는 학

생들에게 기본지식을 제공한다.

GCT534 공연기획 및 경영관리 (Performance Planning and Management) 3:0:3(6)

공연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있어서 주요 요인인 공연의 성격, 연주자, 무대, 관중, 홍보, 

음향 등의 상호 관계를 이해, 학습한 후 실제로 공연을 기획하여 manage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

다.  실험적인 공연, 보수 전통적인 공연, 관중이 참여하는 공연등 내용을 다양한 각도로 설정하여 

각기 다른 성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인식하여 각각에 필요한 적절한 경영을 배운다.

GCT54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6)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을 분석, 설계, 응용하는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지식과 적용 능력을 배양한

다. 특히 문화적 맥락과 사용자 요구의 반영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스크의 분석, 인터페이스의 설계, 

최신 컴퓨터 기술의 응용 등을 다룬다.

GCT542 게임기술 (Game Technology) 3:0:3(6)

게임디자인(GCT542)이 게임제작의 기술 외적인 측면을 다루는데 반해, 본 과목은 게임기술, 특히 게

임 프로그래밍을 다룬다. 게임이 컴퓨터기술을 포함한 IT기술의 결정체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기술은 단순히 컴퓨터그래픽스 뿐아니라 인공지능, 네트웍, 소프트웨어공학을 포함하게 된다.

GCT543 게임디자인 (Game Design) 3:0:3(6)

본 과목은 게임 디자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와 함께 각 프로세스를 심도있게 다룬다. 또한 주요 게

임장르별로 게임의 몰입감, 게임성, 재미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을 고찰한다. 게임 프로토타이팅 

실습을 통해 게임디자인의 핵심 역량을 배양한다.

GCT551 디지털 디자인 (Digital Design) 3:0:3(6)

문화기술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요구되는 디자인 기초 이론과 원리 및 조형 언어를 교수

하는 과목이다. 강의를 통해 시각적 표현에 의한 창의적 아이디어 전개 방법을 습득하며 이를 바탕

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구상하고 제작해가는 일련의 기초과정을 경험한다.

GCT552 정보디자인 (Information Design) 3:0:3(6)

시지각 디자인에서 관련된 그래픽 정보의 처리 및 가공과 관련된 기술을 습득하고 표현방식을 연구

한다.  시각정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및 웹에서의 시각정보 분석과 사용성 평가 등을 통하여 정보

의 구성방식과 시각 디자인의 제문제를 다룬다. 디지털미디어를 디자인에서 발생되는 시각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과제 진행하여 디지털미디어 디자

인 과정에 활용하는 능력을 키운다

GCT553 디지털콘텐츠디자인 (Digital Contents Design) 3:0:3(6)

콘텐츠의 구성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영화, TV,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원용기술

과 산업현황, 사례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따른 창의적 비즈니스 콘텐츠 모델을 디자

인하고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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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554 디지털 건축 (Digital Architecture) 3:0:3(6)

디지털기술의 발전은 건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거꾸로 건축적 지식과 실제도 디지털기술, 특

히 정보공간의 설계와 활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상관관계를 이해하고 건축과 

디지털기술의 접목에 대해 다룬다.

GCT561 과학기술의 개념과 과학적 사고 (Scientific Concepts and Thinking) 3:0:3(6)

CT에서 추구하는 과학기술, 문화예술, 그리고 인문사회의 연계와 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 간에 기본 지식과 가치관을 공유하여야 할 것이다. 본 과목에서는 이공학 비전공

자를 주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핵심 지식과 사고체계를 심어주고자 한다. 특히 첨단기술 (IT, BT, NT 

등)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하여 CT분야의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한다.

GCT562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중요한 개념 및 기본적인 기법과 응용시스템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방법, 경험적 

탐색, 문제해결, 논리 및 추론, 학습 등을 다룬다.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 컴퓨터시각, 음성인식, 신

경망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GCT563 로보틱스 (Robotics) 3:0:3(6)

로봇 운동에서의 동적 제한요소와 공간적 제한요소를 분석하고 로봇설계 및 응용에 대한 기본개념

을 다룬다.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제한 조건 하에서 로봇의 동적 궤적을 해석하고 강체 동력학적

인 관점에서 로봇 작동의 힘과 운동을 제어하는 방법과 로봇제어 전산 프로그램의 기초 및 논리적

인 조합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GCT571 언어이론과 문화기술 (Language Theory and Culture Technology) 3:0:3(6)

이 과목은 텍스트 및 언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 미디어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전자텍스

트와 미디어언어를 해석하고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텍스트와 언어를 미디어에 통합시키

는 통합적 전자텍스트 문화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언어학, 텍스트언어학, 전산

학, 정보공학, 매스미디어학 등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 연구와 사례별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계와 인간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법과 언어자원에 대한 관리와 활용 방법

도 학습할 것이다.

GCT572 디지털 커뮤니케이션론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3:0:3(6)

이 과목은 문화와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과 언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

하고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산학과 정보공학, 언어학, 매스미디어학 등의 학제적 접근을 통해 

이론적 연구와 사례별 연구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GCT574 스토리디자인 (Story Design) 3:0:3(6)

오늘날 스토리텔링은 소설, 연극, 영화 등 전통적인 이야기 예술뿐만 아니라 컴퓨터 게임, 웹 콘텐

츠, 광고,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범람하는 이야기 중 이야기 가치(Story 

Value)가 높은 이야기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본 교과목은 이야기 가치 높은 잘 말해진 좋은 

이야기(Good Story Well Told)를 만들 수 있는 이론과 기법을 소개한다.

GCT581 문화경제론 (Cultural Economics) 3:0:3(6)

이 과목의 목표는 예술과 문화의 공공재적 성격, 예술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 문화자본의 개념과 경

제발전에의 영향 등을 비롯하여 문화전반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익혀서 정책적 함의를 토론하고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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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582 문화콘텐츠산업론 (Culture Content Industry) 3:0:3(6)

문화콘텐츠산업은 새롭게 부상되어 기존연구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본 수업은 창의성과 실험

성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산업에 접근하는 틀을 만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사회학, 경제학, 경

영학, 심리학, 철학, 지리학, 공학 등 기존의 학문적 전통으로부터 문화콘텐츠산업에 적용 가능한 사

안들을 찾아 이를 응용하여 문화콘텐츠 대한 분석력과 예측력을 키우는 것이 본 수업의 근간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터득한 후 이에 기반 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토대로 각자 스스로의 사례연구 과제를 찾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다. 

GCT583 문화경영조직론 (Organizational Management in Culture Industry) 3:0:3(6)

현대 문화산업에서 문화적 지식과 과학 기술의 접목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조직의 인력 구

성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그룹 내 관계 및 갈등이 형성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고전적인 조직경영

론에 덧붙여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의사 결정을 도출하는 방법과 이러한 조직에 부합하

는 새로운 리더쉽에 대해 알아본다.

GCT584 문화지식재산권론 (Cultural Intellectual Property) 3:0:3(6)

이 과목에서는 지식재산권의 등장 배경과 의미,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살펴본다. 미디어 

기술의 발달에 의해 새롭게 생성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서

도 논의한다. 아울러 배타적 지식재산권에 대응하여 나타난 공유적 지식재산권도 함께 알아봄으로

써 지식재산권의 미래를 전망하고 보완점을 논의한다.

GCT611 문화원형론 (Digital Heritage) 3:0:3(6)

문화원형(Cultural Archetype)기술은 각종 문화재를 디지털로 보존, 복원하거나 문화콘텐츠로 제작하

는 데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통칭한다. 고고학, 스토리텔링, 컴퓨터 그래픽스, 가상현실 등 다

양한 지식이 활용되어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문화원형 보존, 복원 기술이나 

문화원형을 소재, 주제로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다.

GCT621 컴퓨터그래픽스 기술 (Computer Graphics Technology) 3:0:3(6)

대화형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

본모델과 그래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구성요소 및 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정립

하고 3차원 물체의 모델링 및 렌더링 기법을 다룬다.

GCT622 디지털 인간 (Digital Humans) 3:0:3(6)

본 과목에서는 얼굴 애니메이션, 모션 제어, 물리 기반 모델링과 애니메이션, 감정 모델링, 그리고 

지능적 행동 등 디지털 인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주요 연구 분야를 소개한다. 가상 캐릭터를  시뮬

레이션 하는 데 요구되는 컴퓨팅 기술들에 촛점을 맞춘다. 

GCT631 음악 및 음향기술 (Music and Sound Technology) 3:0:3(6)

음악 및 음향에 대한 물리적, 전자와 기계공학적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을 수학적으로 학습하고, 새

로운 음악과 음향의 창조와 변환등을 경험하며 IT기술과의 융합을 시도한다.  21세기 디지털 음향창

조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

GCT632 디지털 퍼포먼스 (Digital Performance) 3:0:3(6)

이 강의에서 인터랙티브 아트의 최근 경향을 조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기술을 실험할 것이다. 

인터랙티브 기획은 작품의 중심요소이며, 퍼포먼스의 인터랙티브 음향과 영상을 진보적인 작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본 강의는 공동작업, 실험, 실제적 예술작품의 제작과정이며, 카이스트를 대표할 

수 있는 디지털 퍼포먼스를 무대에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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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633 20세기 음악과 문화기획(20 Century Music and Cultural Planning) 3:0:3(6)

음악의 3요소로 구성되어야 했던 19세기 후반까지의 '음악'이란 용어는 전자음 및 잡음과 침묵을 포

함한 '소리'라는 새로운 장르가 청각예술 역사의 자리매김을 하면서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 새

로운 쟝르는 테크놀로지라는 다른 분야의 요소를 접목함으로 학제제휴 관계의 '소리매체 예술'을 선

보이게 된다.  이 과목에서는 20세기 100년의 주요 작곡가의 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소리예술 역사

의 맥락을 짚어보고자 한다.

GCT641 게임학 (Ludology) 3:0:3(6)

이 과목은 게임을 학문적으로 분석․연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론을 소개한다. 게임의 역사, 장르, 

구성 요소, 사회․문화적 함의를 알아보고, 몰임, 에이전시, 퀘스트 등 새로운 게임 미학을 학습한

다. 기존의 게임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여 게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예측하고 새로운 차원의 게

임을 기획해 본다.

GCT642 유저인터페이스 (User Interface) 3:0:3(6)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련된 인간의 인지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조사 방법론 등의 다양한 이

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과 제품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를 이의 상호 작용을 이어주는 인터랙션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GCT644 게임기획 및 제작 (Game Planning and Production) 3:0:3(6)

게임디자인 과목과 게임기술 과목은 게임제작과정 중 기획과 기술 부분에 특화되어 심도있게 다룬

다. 반면, 본 과목은 게임 개발 전 과정은 물론, 유통, 마케팅,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다루

게 된다.

GCT651 미디어인터랙션 디자인 (Media Interaction Design) 3:0:3(6)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제품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시각, 촉각, 후각적 상호작

용성을 연구하여, 오감을 활용한 Tangible Interaction Design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서 다양

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한다.

GCT653 가상세계 (Virtual World)  3:0:3(6)

가상세계는 디지털 스토리와 함께 엔터테인먼츠 콘텐츠를 구성하는 두 개의 축이다. 수업은 다양한 

놀이 속의 가상세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 후, 게임 속의 가상세계를 분석해 본다. 또한 희곡을 바탕으

로 기초적 공간을 구성해 본 뒤, unreal engine을 사용하여 다중 참여적인 가상세계의 구성을 해 본다.

GCT656 디지털 패션 (Digital Fashion) 3:0:3(6)

디지털 기술은 과학기술 분야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 침투하고 있다. 패션 분야도 예외

가 아니어서 직물 디자인 및 생산에서부터 의상 디자인, 제작,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

술은 패션의 여러 과정에 활용되어 생산성 향상 뿐 아니라, 디자이너의 표현력과 창의성을 더욱 많

이 발휘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일반 소비자들의 의상 구매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생활양식 자체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기술과 의상/패션과의 접목

을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 별로 체계적으로 다룬다. ⑴ 패션도구로의 디지털, ⑵ 디지털화 되어가는 

의상, ⑶ 디지털콘텐츠에서의 패션, ⑷복식문화에서의 디지털

GCT661 네트웍 미디어 (Networked Media) 3:0:3(6)

본 과목은 멀티미디어 네트워킹을 소개한다. 본 교과목에서 다루는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포맷의 비

디오, 오디오를 포함한다. 본 교과목은 디지털 비디오 전송과 그것의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등과 같

은 응용을 다룬다. 텀 프로젝트를 통해 실습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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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662 인간과 로봇 상호작용 (Human-Robot Interaction) 3:0:3(6)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중 근감각과 촉감의 전달방법과 전달 시스템에 관하여 배운다. 원격 조정

로봇과 햅틱 디바이스의 디자인과 제어의 기본에 관하여 배우며, 인간의 촉감 인지능력에 관하여 

배운다. 또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에 관하여도 다루며, 가상현실과 햅틱 디바이스를 통한 힘 반향방

법에 관하여도 다룬다.

GCT672 디지털서사학 (Digital Storytelling) 3:0:3(6)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보급은 과학기술 분야뿐 아니라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

고 있다. 텍스트의 디지털화 (하이퍼텍스트), 영상의 디지털화 (컴퓨터 그래픽스), 음악의 디지털화 

(디지털 음악)가 가속됨에 따라, 이들 미디어의 심층구조를 이루는 서사(storytelling)를 계산학적 측면

에서 체계적으로 다룰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과목에서는 storytelling에 대한 계산학적 접근 방법을 

추구하고, 이를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인터넷, 컴퓨터 게임, 전자책,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에 응용

하는 방법을 다룬다.

 

GCT673 계산창조론 (Computational Creativity) 3:0:3(6)

이 과목은 인공지능, 인지과학, 그 외에 심리학, 철학, 미학과 더불어 창조시스템에 대한 계산론적 

연구를 한다. 창조성에 대한 인지 및 계산 모형과 인공지능 기술을 창조시스템의 구성을 위하여 활

용한다. 이 분야는 1997년도부터 창조프로세스에 대한 계산론적 탐구가 이루어져왔으며, AISB 00, 

ICCBR 01, AISB 01, ECAI 02, AISB 02, IJCAI 03, AISB 03, LREC 04, ECCBR 04와 같은 학술대회

와 조직을 통하여 발전되어 오고 있다.

GCT674 텍스트분석과 지식마이닝 (Tex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3:0:3(6)

텍스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을 찾아서 더 큰 범위의 지식과 연계하도록 한다. 

서로 다른 여러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문맥에 따라 어떠한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의 틀을 학습개발하고 유지, 활용하는 이론과 실제를 배운다.

GCT681 미디어마케팅 (Media Marketing) 3:0:3(6)

미디어 마케팅을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우선 미디어에 특화된 마케팅의 이론을 소개한 뒤 미디어 세

일즈 프로세스에 입각한 프로모션 이론을 다룬다. 구체적 미디어 마케팅의 표현 형태로서 공급자 

관점에서의 전자상거래 형태에서의 방법론을 제시한다.

GCT682 문화산업정책 (Cultural Industry Policy) 3:0:3(6)

문화산업은 선진 각국의 중요한 국가정책적 목표가 되고 있으며, 국가브랜드화와 문화산업의 주력

산업화로 문화산업정책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정책은 산업

정책과 문화정책이 결합된 형식으로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다루기 쉽지 않은 분야이다. 산업과 문

화의 강조점에 따라 그 기반이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국제화의 변수에 따라 가장 쟁점이 되는 분

야이기도 하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문화산업정책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그 실제 국내외 정책 계

획과 경험 그리고 정책적용사례들을 비교 탐색하여, 문화산업의 발전과 문화정책의 연결 지점을 도

출해내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각 문화산업정책의 이슈와 쟁점들을 찾아내고 

Positioning하는 전략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수행할 것이다.

GCT683 e-비즈니스 전략 (e_Business Strategy) 3:0:3(6)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마케팅 이론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들여다본다. 즉 

기존의 마케팅 패러다임의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영향에 대해 연구

한다. 또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 및 인터넷을 하나의 마케팅 기

법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기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오는 자유와 통제, 신용

과 프라이버시 등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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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684 지역문화산업론 (Regional Culture Industry Studies) 3:0:3(6)

현대 문화산업은 내수 경제 발전을 위한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서뿐 아니라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통

한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의 열쇠로서 각광받고 있다. 문화산업연구센터(CRC) 등 지역 문화산업

정책 수립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성공적인 지역적 문화산업 정책 수립 전략을 도출한다.

GCT685 문화벤처창업론 (Venture Management in Culture Industry)  3:0:3(6)

이 과목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할 때 거쳐야 할 과정 및 제반 고려사항, 사업성 

분석기법 및 관련 경영지식 등을 이해한다.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사업 아이템을 도출하여 사업계

획서를 직접 작성해봄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는다.

GCT686 기업문화전략 (Corporate Culture) 3:0:3(6)

기업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관은 기업의 전략, 조직구조, 관리제도, 리크루팅, 경영 활동에 영향

을 끼치며 기업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결정한다. 기업문화전략이란 이러한 기업문화를 기업의 목적

에 맞게 정립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한다. 이 과목에서는 기업문화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방법과 

생산적이고 세계적인 기업문화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GCT687 문화예술조직경영(Management Strategy for the Arts and Culture Organizations) 3:0:3(6)

이 수업의 목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조직으로서의 문화예술조직의 목표와 성격에 따라 각각 내

부환경과 외부환경을 분석하여 이에 알맞게 대처할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일반기업의 메세나와 

정부의 지원정책 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경영성과를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GCT688 글로벌 문화마케팅 전략 (Global Cultural Marketing) 3:0:3(6)

본 과목은 마케팅이론, 마케팅모형론, 마케팅촉진론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시야를 가

지고 전략적 마케팅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세계적 문화기업들의 

사례 및 논문을 분석, 토론하고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실제적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GCT702 문화기술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for Culture Technology) 3:0:3(6)

문화기술 분야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론 및 논제들의 최근 경향을 소개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기술의 학문적 지식체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

하는 방법론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문화기술 연구를 위한 이론적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박사과정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식체계를 구축한다.

GCT711 디지털문화이론특강 (Topics in Digital Socio-Humanities) 3:0:3(6)

전통적인 인문사회학은 디지털기술의 유비쿼터스화에 의해 영역간의 융합과 영역의 파괴가 일어나

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 본 과목에서는 이러한 현상에서 발생하

는 연구 이슈를 매 수업마다 특성화하여 심도있게 다루어 석박사 논문 연구로 연계하고자 한다.

GCT721 컴퓨터그래픽스 특강 (Topics in Computer Graphics) 3:0:3(6)

본 과목은 기하모델링, 영상생성 및 처리, 동작생성과 제어에 관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고급 연구

주제를 다룬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조사, 분석하고, 연구주제에 관련된 근본문제와 연구방향을 토론

한다.

GCT722 가상현실 특강 (Topics in Virtual Reality) 3:0:3(6)

본 수업은 가상현실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실재감과 현실감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공학적, 심

리학적 이슈와 응용성들을 다루게 된다.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상현실시스템의 아키텍처, 시

스템 설계와 구현, 응용 시스템 구현, 네트웍을 이용한 공유가상세계의 구성과 그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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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T724 애니메이션 특강 (Topics in Animation) 3:0:3(6)

본 수업에서는 2D 및 3D 애니메이션의 이론과 실제를 매 수업마다 주제를 달리하여 심도있게 다룬

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기법의 전수보다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표현성의 증대와 장르의 확장에 

초점을 둔다.

GCT731 음악기술 특강 (Topics in Music Technology) 3:0:3(6)

이 과목은 담당교수의 주제에 맞춰 음악의 산업화 및 최근의 논의를 설정하여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제의 설정은 제한이 없으며 포괄적이고, 음악 원형복원, 음악과 치료, 태교, 심

리치료 및 음악과 가상현실 등의 예가 있다. 이 과목을 통해 과학기술과 음악예술의 융합된 결과물

을 도출하며, CT가 새 시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GCT741 인간과 컴퓨터 상호작용 특강 (Topics in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6)

본 과목은 인간과 컴퓨터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제반 기술적 문제를 대상으로 한다. 인간과 컴퓨

터 상호작용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뿐 아니라 인체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분야와 관련을 가진

다. 본 과목은 HCI의 여러 분야 중 한 주제에 대해서 최근 연구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연

구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GCT742 인포테인먼트 특강 (Topics in Infotainment Technology) 3:0:3(6)

본 과목은 컴퓨터게임을 주 대상으로 하여 인포테인먼트, 혹은 에듀테인먼트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

구 이슈를 도출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 기술적 이슈만이 아니라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응용 

시스템 등이 본 과목의 범위가 된다.

GCT751 영상디자인 특강 (Topics in Moving Graphics Design) 3:0:3(6)

본 과목은 전통적인 영상미학과 영상디자인을 확장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영상

성에 대해 심도있는 고찰과 실험을 한다.

GCT752 디지털 콘텐츠 특강 (Topics in Digital Contents) 3:0:3(6)

본 과목은 영화, 음악, 방송, 게임, 웹 등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콘텐츠의 디자인과 구현, 그리고 

평가를 매 수업에 주제를 달리하여 심도있게 다룬다.

GCT763 창의적 과제 (Making Things) 3:0:3(6)

창의적 학습 방법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 발상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지식창출의 창의적 

방법론을 배우는 것을 주교과내용으로 한다. 여기서는 창의적 학습이론, 창의적 발상법과 컴퓨터 원

용 집단 발상법, 기술 혁신을 위한 지식 창출 모형,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창출과정과 실제 적용을 

해보고 실제 과제에 적용하여 그룹별로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한다.

GCT772 디지털 서사학 특강 (Topics in Digital Storytelling) 3:0:3(6)

이 과목은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하위 영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선택의 기준

은 컴퓨터 게임 스토리텔링, 디지털 영화 스토리텔링, 애니메이션 스토리텔잉 등 장르가 될 수도 있고, 

기획(Development), 제작 준비(Pre-Production), 제작(Production) 등 콘텐츠 제작 공정이 될 수도 있다. 

GCT781 문화경제․정책 특강 (Topics in Digital Economics and Policies) 3:0:3(6)

문화산업, 특히 문화콘텐츠산업을 대상으로하여 산업경제와 경영, 국가 및 지역 정책을 다루는 과목

으로, 매 강의에 주제를 달리하여 개설한다.

GCT782 문화콘텐츠마케팅 특강 (Topics in Cultural Content Marketing) 3:0:3(6)

문화콘텐츠의 마케팅, 주로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하는 과목으로, 본 과목에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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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문화콘텐츠는 영화, 음악, 방송, 게임, 모바일 등 장르별 콘텐츠에 국한하지 않고 디지털 기술

에 기반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도 그 대상으로 한다.

GCT783 글로벌문화 특강

세계화란 무엇인가? 세계화는 새로운 것인가? 세계화란 실제 세계적인가? 이러한 세계화란 어디서

부터 왔으며, 그것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 과목은 세계화의 성장영향이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

와 그 문화의 취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해 가는지에 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GCT784 인터넷산업 특강

본 강의는 최근 비약적으로 성장하는 국내의 인터넷 산업의 발전 과정과 주요 성장 요인을 시대적

으로 분석하며, 성공한 기업 또는 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기업 / 서비스의 차이점을 파악하여 성공 

요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추도록 한다.또한, 인터넷 산업의 세그먼트 별 특성과 핵심 기술, 주

요 기업의 전략을 이해함으로써 학생들이 향후 업계에 진출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추고 사업 전개를 

할 수 있는 시각을 갖추도록 한다.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Theme으로 떠오르고 있

는 Web 2.0에 대한 소개와 관련 전문 기업들의 현황, 주요 포털의 이에 대한 정책과 움직임을 소개

하여 미래 인터넷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한다.

GCT960 논문연구(석사) (Master's Thesis)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다. 문화기술대학원에서는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지정하여 학제간 융합을 촉진한다.

GCT966 세미나(석사) (Seminar, Master's) 1:0:1

문화기술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한다. 

GCT967 개별연구(석사) (Individual Study, Master's)

타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실험적인 면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 및 구현 

위주의 과목으로, 개별적인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된다.

GCT980 논문연구(박사) (Doctoral Dissertation)

논문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른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박사학위 논문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작성한

다. 문화기술대학원에서는 논문지도교수를 복수로 지정하여 학제간 융합을 촉진한다.

GCT986 세미나(박사) (Seminar, Ph.D.'s) 1:0:1

문화기술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한다. 

전공심화선택과목

CS480 컴퓨터그래픽스 개론 (Introduction to Computer Graphics) 3:0:3(6)

이 과목의 목적은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입출력 장치의 기능 및 원리, 그래픽 시스템의 구성 및 특

성, 도형 기본요소의 생성기법, 2,3차원 변환의 이론 및 실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며, 은선 및 은면 

제거, 색채 모델 등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도 익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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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42 인터넷 시스템 기술 (Internet Systems Technology) 3:0:3(6)

이 교과목에서는 인터넷 및 웹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특징, 프로토콜, 웹서버의 성능, Mobile services 

and systems의 구성, 캐쉬의 구성, 차별화 서비스(quality of service), Peer to Peer 서비스, 전자상거래

를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의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 궁극적으로 인터넷 분야에서의 연구 주제들에 대

한 이해를 얻고 차세대 인터넷 및 웹 기반 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CS570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중요한 개념 및 기본적인 기법과 응용시스템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방법, 경험적 

탐색, 문제해결, 논리 및 추론, 학습 등을 다룬다.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 컴퓨터시각, 음성인식, 신

경망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CS576 컴퓨터 비전 (Computer Vision) 3:0:3(8)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능 구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응용에 관해 강의한다. 주요 topic은 binary 

vision, gray-scale vision, 3-D vision, motion detection and analysis, computer vision system hardware and 

architecture, CAD-based vision, knowledge-based vision, neural network-based vision 등이다.

ID506 미디어인터랙션 디자인(Media Interaction Design) 3:0:3(6)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제품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시각, 촉각, 후각적 상호작

용성을 연구하여, 오감을 활용한 Tangible Interaction Design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서 다양

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한다.

ID603 미디어 디자인론 (Theory of Media Design ) 3:0:3(3)

디지털 미디어 디자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화적 제 문제와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통한 각 단계별 

디자인 프로세스를 개발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도출하고 연구하는 과목이다.

ID704 고급 디지털 콘텐츠론 (Advanced Theory of Digital Contents ) 3:0:3(3)

콘텐츠의 구성 및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영화, TV, 애니메이션, 게임 등의 디지털 콘텐츠의 원용기술

과 산업현황, 사례 등을 연구하고 새로운 미디어 특성에 따른 창의적 비즈니스 콘텐츠 모델를 개발

한다.

ID708 디자인조직과 운영 (Design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0:3(3)

디자인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조직과 이의 운영에 관한 이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디자인 프로젝트 성격에 따른 조직의 형태, 프로세스 운영에 따른 인적자원의 운영 등을 학습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전략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 디자인 매니지먼트 능력을 함양한다.

EE406 프로젝트 랩 (Project Lab.) 1:6:3(6)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간단한 전자시스템을 제안하고, 설계/구현/검증하게 함으로써 전자공학

분야의 기술자로서의 산 경험, 자질과 협동심을 키우고자 하는데 에 그 목적이 있다. 능력과 환경에 

적절한 프로젝트 과제의 선정, 계획에 따른 협력연구의 수행, 설정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노력, 연

구결과의 발표 등을 통하여 산 교육을 지향한다. 

EE737 영상시스템 (Imaging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는 몇 가지 의료영상시스템과 여러 영상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해 다룬다. 주제로는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X선 단층촬영기, 단광자 방출 단층촬영기, 양

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영상장치와 관련 후처리 기법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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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T520 마케팅 (Marketing) 3:0:3(6)

현대 기업이 고객의 욕구를 경쟁기업보다 효율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개념과 기법을 소

개하고, 시장 환경 예측, 시장세분화, 상품개발, 가격, 마케팅경로,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산업 및 국

제마케팅, 직접마케팅 등의 주요 이론과 사례를 다룬다.

MGT524 디자인경영론 (Design Management) 3:0:3(3)

디자인과 경영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자인 경영의 이론과 실제를 교수한다. 디자인 경

영 분야의 생성 배경과 현황, 디자인 조직을 구성하는 제반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학습한다.

MGT553 인터넷마케팅 (Internet Marketing) 3:1:3(3)

정보화 시대에 기존의 마케팅 이론이 어떻게 접합될 수 있는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들여다본다. 즉 

기존의 마케팅 패러다임의 구조에서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인터넷 기술의 영향에 대해 연구

한다. 또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들을 이해하고, 장점과 단점, 및 인터넷을 하나의 마케팅 기

법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기법 등을 소개한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오는 자유와 통제, 신용

과 프라이버시등 사회적인 문제점들도 짚어 본다. 

MGT590 Cross Cultural Management (이문화관리) 3:1:3(4)

본 과목은 국제적인 경영자로서 필요한, 서로 다른 문화(이문화)의 이해를 통한 대인관계 및 의사소

통 기술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강생들은 이문화 이해의 경영학적인 의미, 이문화 이

해를 통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사람들의 다양성의 이해 등에 대해 배우게 된다.

MGT624 소비자행동론 (Consumer Behavior) 3:0:3(6)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동기, 인성, 학습, 태도, 감성 등의 기본 이론들과 소

비자의 판단, 선택, 의사결정 이론들이 소개된다. 또 근래 많이 연구되고 잇는 소비자 정보처리 이

론과 기타 인지 이론들이 어떻게 소비자 연구에 적용되는가를 검토한다.

MGT632 서비스 운영 전략 (Strategic Management of Service Operations) 3:0:3(6)

서비스 시스템은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의 내부프로

세스에도 존재한다. 이 과목은 서비스를 경험하는 고객의 만족을 증진하여 서비스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공급 프로세스의 설계와 운영, 개선과 혁신을 위한 전략적 경영과제를 다룬다.

MAE401 창의적 시스템 구현 II (Capstone Design II) 3:0:3(6)

이 과목에서는 창의적 시스템 구현 I에서 행해진 실제 산업문제에 대해서 설계와 구현작업을 계속

하여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기본안의 재평가와 더불어 산업체의 의견

을 피드백해 보다 완전한 작품구현이 되도록 한다. 최종 작품발표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MAE453 로봇 공학 개론 (Introduction to Robotics Engineering) 3:0:3(6)

로봇 운동에서의 동적 제한요소와 공간적 제한요소를 분석하고 로봇설계 및 응용에 대한 기본개념

을 다룬다. 위치, 속도, 가속도 등의 제한 조건 하에서 로봇의 동적 궤적을 해석하고 강체 동력학적

인 관점에서 로봇 작동의 힘과 운동을 제어하는 방법과 로봇제어 전산 프로그램의 기초 및 논리적

인 조합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MAE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3:0:3(6)

마이크로컴퓨터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계언어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설계, 마

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처리 등의 과제를 공부한 후 실험을 통하여 80196

계열, PIC 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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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606 창의적 지식창출과정과 응용 (Creative Knowledge Creation Process and Application)  3:0:3(6)

창의적 학습방법론과 컴퓨터를 이용한 집단 발상 그리고 기술혁신을 지향하는 지식창출의 창의적 

방법론을 배우는 것을 주요 교과내용으로 한다. 여기서는 창의적 학습 이론, 창의적 발상법과 컴퓨

터 원용 집단 발상법, 기술혁신을 위한 지식 창출 모형, 컴퓨터를 이용한 지식창출과정과 실제 적용

을 해보고 실제 과제에 적용하여 그룹별로 방법론을 체득하도록 한다.

MAE683 인간과 로봇의 햅틱 인터랙션 (Human Robot InteractionL Haptics) 3:0:3(6)

로봇시스템 제어기술과 센서활용을 포함한 로봇응용기술 중 텔레로보틱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

다. Virtual Reality 와 텔레로봇에 사용되는 Haptic 장치의 설계와 제어에 관한 소개, 텔레로보틱스 

시스템의 설계, 분석, 제어 및 사람들의 촉감인식능력에 관한 이슈들을 공부한다.

IE562 정보시스템 설계 (Information System Design) 3:1:3(6)

정보기술과 산업공학의 문제 해결 기술, 시스템 공학적 접근법 등을 종합하여 문제 해결 및 의사결

정을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설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체계 

및 도구, 산업공학 기법들과 인간 의사결정의 종합적 응용을 통한 협업적 문제 해결 방법, 이를 위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등의 주제를 포함한다.

IE661 전문가시스템․인공지능 개론 (Introduction to AI/ES Technology) 3:0:3(6)

기계적 문제해결, 협력적 문제해결, 지식표현, 지식획득, 기계학습, 인지모형, 전문가 시스템 등 인공

지능의 기초이론을 다룬다. 이들 기법들의 산업활동에의 응용이 특히 강조되며, 이에는 시스템 감

시, 진단문제, 협력적 의사결정, 컴퓨터를 이용한 학습 및 훈련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IE761 인지시스템 공학 (Cognitive Systems Engineering) 3:0:3(6)

인간의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능력을 고려하고 컴퓨터 기능을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제고

하는 방법을 추구한다. 인간과 기계의 지능모형, 의사결정과 정의 규범적 이론들과 행태적 이론들, 

사용자와 기계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의 모형들이 시스템 공학적 입장에서 다루어지며, 이들의 응

용에 관련된 문제들이 강조된다.

BiS523 과학도를 위한 정보 전자 (Information and Electronics for Scientists) 3:0:3(6)

과학과 공학의 융합분야의 이해와 학제적 기술습득을 위해 과학도들에게 필요한 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고 정보전자 기초기술을 교육함.

BiS634 데이터 베이스 구축론 (Database Construction) 3:0:3(6)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 구조 설계 및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을 논한다. 클라이

언트-서버 및 웹 기반 시스템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개념적 설계, 논리적 설계, 물리적 설계로 구성

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기법과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통합 기술을 이해한다.

BiS651 음향 및 청각모델 (Hearing and Auditory Model) 3:0:3(6)

음의 전파 및 산란 등 음향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다룬 후, 인간의 청각시스템을 인지과학, 음향

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비선형, 시간적응, 마스킹(masking) 등 청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

실험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청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세계 음성인식에의 응용을 다룬다.

BiS652 인간시각모델 (Human Visual Model) 3:0:3(6)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인지과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실험자료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시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

고, 실세계 영상인식 및 추적에의 응용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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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8431

1. 개  요

  고분자학은 분자량이 큰 거대 분자의 합성, 물성, 구조 및 가공을 다루는 학문으로써 화학, 물리

학, 재료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 정 공학, 생물공학 등의 여러 과학 및 공학 분야가 종합된 학문

의 결정체이다.

  오늘날 고분자는 재료산업의 가장 큰 부분중의 하나로써 화학공학의 한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

기, 전자, 자동차, 기계 뿐만아니라 정보, 통신, 우주, 항공에 이르는 첨단산업에 이용되는 등 새로운 

용도로서의 넓은 응용력과 기술혁신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국내 고분자 관련업체의 기업규모도 대

단히 방대하여 고분자의 기초원료인 에틸렌 생산을 기준으로 볼 때 년 300만톤으로 세계 5위 정도

의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고분자

과학 및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심도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뒷받침

도 절실히 대두되었다.

  고분자는 그 산업구조상으로 볼 때 석유화학산업으로부터의 기초원료 생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유기화학 반응 및 촉매공학을 이용한 중간원료와 고분자 수지 등의 생산, 그리고 다양한 최종수요

에 알맞게 가공처리하는 일련의 산업공정에 총괄적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단계마다 기존 화학

제품과는 다른 고분자계로서의 기본 특성을 항상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곧 전문화된 다방

면의 학문적 결합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고분자학 학제전공 과정에서는 화학과, 물리학과, 생명화

학공학과, 기계공학과의 독자적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교육 및 연구방향을 마련하여 

기초 및 응용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창의적인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분자학 학제전공은 생명화학공학과내에 설립되어 있는 국내 최초의 고분자관련 ERC 연구센터 

(기능성고분자  신소재연구센터)를 연계시켜 본 .학제전공의 석사 및 박사과정 연구인력을 참여시킴

으로써 신소재개발 경험을 배양시킬 것이며 이로써 국내 연구소 및 산업체에 진출한 후에도 기초, 

개발 그리고 응용에 이르는 연구들을 곧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LG화학, 제일모직

과 협력하여 고분자 전자정보소재 관련 맞춤형 교육을 2006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실시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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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6학점 

   라. 선    택 : 15학점 이상 (이 중 9학점은 당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

며, 아래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은 고분자학 학제전공 선택학점으로 인정함.)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MS 422 고분자소재

CH 463 기기분석

CH 471 고분자개론

   마.  연    구  : 12학점 이내(세미나 3학점 포함, 각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바.  기    타  : 전공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중 9학점 이상을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교과목으로 이수

하여야 함. (소속학과 없이 학제전공 명의로만 졸업하는 학생은 제외)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6학점 

   라.  선    택 : 33학점 이상(이 중 18학점은 당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각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바.  기    타 :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연구학점 제외)  

                  ② 전공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 교과목   

으로 이수하여야 함. (소속학과 없이 학제전공 명의로만 졸업하는 학생은 제외)

       

❐ 경과조치

    새로 편성된 교과과정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 석․박사과정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교양과

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은 소속 학과 및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세미나(1학점)로 대체 이

수하여야 함. (일반장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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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CC510

CC511

CC512

CC513

CC522

CC530

11.500

11.510

11.511

11.512

11.513

11.522

11.530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4)

2:3:3(10)

2:3:3(6)

3:0:3(3)

3:0:3(6)

2:3:3(8)

3:0:3(3)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가을

가을

가을

전공필수

PSE501

CBE552

CBE556

CBE554

CBE651

CH671

71.501

39.552

39.556

39.554

39.651

23.671

고분자 재료

고분자 가공

고분자 구조와 물성

고분자 물리

다성분계 고분자재료

유기고분자화학

3:0:3(3)

3:0:3(3)

3:0:3(3)

3:0:3(3)

3:0:3(1)

3:0:3(3)

학제전공교수

박오옥

김성철

박정기

김성철

심홍구,김상율

봄

가을

봄

봄

가을

봄·가을

선    택

PSE511

PSE512

CH522

MAE537

CH542

MS542

MS544

CBE551

CBE555

CBE573

BS584

MS613

MS620

MS642

IE643

CBE652

CBE653

MS670

CH672

CH673

CBE682

MS684

PSE711

CBE731

CBE751

CH773

CBE851

71.511

71.512

23.522

40.537

23.542

34.542

34.544

39.551

39.555

39.573

21.584

34.613

34.620

34.642

39.643

39.652

39.653

34.670

23.672

23.673

39.682

34.684

71.711

39.731

39.751

23.773

39.851

고분자의 화학반응

고분자의 계면특성

유기합성Ⅰ

복합재료 최적설계

유기금속화학

나노표면분석

연성소재공학

고분자 유변학

바이오폴리머

연료전지 공정과 재료

약물전달학

고체물리

광학재료

전자패키징기술

실험계획 및 분석

고분자 특성화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솔․젤 나노소재 공정

특성고분자화학

고분자물리화학

유기나노구조재료

반도체 소자공학

고분자 재료 특강

고분자 유체역학

고급고분자 유변학

고분자화학특강 I

고분자공학특강

3:0:3(3)

3:0:3(3)

3:0:3(3)

3:0:3(6)

3:0:3(3)

2:3: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2)

3:1:3(4)

3:0:3(3)

3:0:3(4)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3:0:3(3)

학제전공교수

김만원

강성호, 이희윤

이대길

도영규, 박준택

최시경

김상욱

정인재

김성철,박정기

우성일

박태관

전덕영

노광수

백경욱

염봉진

박정기

정인재

배병수

김상율,김진백,심홍구

김진백,이억균

정희태

안병태

학제전공교수

박오옥

정인재

심홍구,김진백

학제전공교수

가을

가을

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가을

가을

가을

가을

가을

봄

봄

가을

가을

봄·가을

가을

봄·가을

봄·가을

가을

봄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MAE633

연    구

PSE960

PSE966

PSE980

PSE986

71.960

71.966

71.980

71.986

논문연구(석사)

세미나(석사)

논문연구(박사)

세미나(박사)

1:0:1

1:0:1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 *는 대체과목임.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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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PSE501  고분자재료 (Polymer Materials) 3:0:3(3)

여러 가지 고분자의 종류에 따른 구조 및 물성에 따른 특성과 용도를 다룬다. 또한 최근에 개발되

고 있는 고분자 신소재를 소개한다.

CBE552  고분자가공 (Polymer Processing) 3:0:3(3)

고분자 재료의 성형과 관련된 여러 공정을 소개하고 정량화 하는 방법을 다루며, 압출‧사출 연신공

정 뿐만 아니라 관련 열 및 물질전달 현상을 다룬다.

CBE556  고분자구조와 물성(Structure and Properties of Macromolecules) 3:0:3(3)

고분자의 화학구조, 분자량, 분자간 구조 및 몰폴로지 등이 고분자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특히 화학구조와 물성간의 상관관계와 각 구조 인자로부터 물성의 예측에 대해 공부한다.

CBE554  고분자 물리 (Polymer Physics)                     3:0:3(3)

고분자 사슬의 미세구조 및 고분자 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다룬다.

CBE651  다성분계 고분자재료 (Multicomponent Polymer Materials) 3:0:3(1)

다성분계 고분자 재료를 대상으로, 그라프트 및 블록 공중합물, 상호 침투하는 고분자 구조, 고분자 

얼로이,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합성, 물성, 특성화, 응용 등을 다룬다.

CH671  유기고분자화학 (Organic Chemistry of High Polymers) 3:0:3(3)

여러 가지 고분자 합성반응을 상세히 다룬다. 반응속도론과 메카니즘에 중점을 두며, 생성된 고분자의 

입체화학 및 성질 등의 특이성을 고찰하고, 그의 응용을 다룬다. 또한 고분자의 화학반응의 특성에 대

해서도 검토한다.

PSE511  고분자의 화학반응 (Reactions of Polymers) 3:0:3(3)

고분자의 화학반응을 모아서 review한다. 여러 가지 응용예들을 들고 그들의 특성을 고찰하여 새로

운 응용으로 유도한다.

PSE512  고분자의 계면특성 (Surface and Interface Properties of Polymers) 3:0:3(3)

고분자 물질표면의 특성을 화학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열역학적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한다. 

공기에 노출된 표면의 특성과 두 종류의 고분자 경계면의 특성을 검토하며, 고분자물질의 노화, 접착, 

혼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한다. 또한 의료용 고분자의 표면처리, 반투과성 고분자막의 표면성

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CH522 유기합성 Ⅰ(Organic Synthesis Ⅰ)                                                   3:0:3(3)

이 과목은 유기합성의 기본개념인 conformational analysis를 강의한 후 탄소․탄소 단일 결합에 사용되

는 alkylation, umpolung, aldol, cuprate 반응 및 free radical 반응을 그리고 탄소․탄소 이중 결합의 형성

에 필요한 wittig 반응, sulfone 화학, Shapiro 반응, Claisen 전이 반응 등을 다룬다.

MAE537  복합재료 최적설계 (Optimal design of Composite Structures) 3:0:3(6)

복합재료는 인공위성, 항공기에서부터 테니스라켓, 골프채, 스키와 같은 스포츠용품, 그리고 자동차와 

고속철도, 선박과 같은 수송장비 및 토목, 건축물 등의 Infrastructure에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과목은 

이러한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구조물의 최적 설계시에 요구되는 복합재료 역학 및 복합재료 구조 최적

화 설계기법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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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542 유기금속화학 (Organometallic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유기금속화합물의 합성, 확인, 결합 및 구조, 반응성을 리간드의 종류와 유기금속 화학반

응의 형태별로 대별하여 토론하며, 특히 유기금속화합물의 응용성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MS542 나노표면분석 (Nanoscale Surface Analysis)                                         2:3:3(3)

본 강의는 먼저, 최근의 나노 재료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Scanning Probe 

Microscope(SPM)의 중요성과 원리를 강의와 실습을 통해서 이해한다. 다음은 SPM 기술을 적용한 나
노 구조 및 표면 특성(제조) 분석 예를 소개한다. 

MS544  연성소재공학 (Engineering of Soft Materials) 3:0:3(3)

본 과목에서는 연성 소재 (고분자, 입자분산계, 양친성분자 그리고 액정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

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소개되며, 특히 각각의 구조 형성과 그에 따른 물리적 성질들이 중점

적으로 다루어진다.

CBE551  고분자유변학 (Polymer Rheology) 3:0:3(3)

연속체 이론을 사용하여 고분자 용액 및 고분자 용융액의 점탄성을 설명해주는 미분형 구성방 정식

과 적분형 구성방정식을 유도하고 이 수식들을 유체의 유동에 응용하여 흐름의 거동을 살펴본다.

CBE555  바이오폴리머 (Biopolymer) 3:0:3(3)

바이오 폴리머의 기초 개념과 그 응용분야의 특성을 다룬다.

CBE573  연료전지 공정과 재료 (Fuel Cell Processes and Materials) 3:0:3(3)

연료전지 핵심 기술 개발에 필요한 단위 공정 해석과 재료 설계를 다룬다. 연료전지 단위 공정해석, 

전산기 모사화의 최근 결과를 분석한다. 성능 향상에 필요한 MEA 제조공정, 연료전지 전극, 전해

질, 스텍, 집적판, 확산층 설계를 다룬다. 주요 연료전지의 최근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BS584  약물전달학 (Novel Drug Delivery Systems) 3:0:3(3)

이 과목은 약물의 새로운 송달방법을 개괄적으로 논의하며, 서방형 DDS 제제화 및 표적지향성 약

물전달 시스템을 소개한다. 효과적인 약물전달을 위한 고분자 담체 및 시스템의 설계를 비롯, 유전

자를 포함한 단백질 약물들의 안정화와 제제화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토의한다.

MS613 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3:0:3(3)

이 과목은 공학도를 위한 고체물리로서 결정구조, 고체회절, 격자진동, 금속의 자유전자론, 고체의 

대구조 이론, 금속/반도체/절연체에서의 전기의 흐름 및 자기적 성질 등을 다룬다.

MS620 광학재료 (Optical Materials)                                                    3:0:3:(3)

이 과목에서는 광학재료의 물리적 현상과 광학소자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이다. 본 강의에서는 

전자기파의 본질과 재료에서 자자기파의 전파, 굴절, 반사, 산란, 흡수 및 발색에 대하여 그리고 광

전자재료, 탄성광학재료, 비선형광학재료 등에 대하여 및 광도파로와 광집적 소자에 대하여 공부를 

한다.

MS642 전자패키징기술 (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이 과목에서는 미세전자 패키징 관련 기술을 다루며 그 내용은 칩 접속기술, 패키지 재료 설계, 기

계(응력, 열) 설계, 전자 회로 설계기술, 플라스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어셈블리 기술, 또한 최근 패

키징 기술인 다중칩 모듈, LCD 패키징 기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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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643  실험계획 및 분석 (Design and Analysis of Experiments) 3:1:3(4)

실험계획 및 실험결과의 통계적 분석과 산업공학 문제에의 응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분산분석의 원리, 제품 및 공정의 설계와 개선을 위한 실험계획법, 비용과 통계적 효율성을 고려한 최

적 실험설계 등이며, 일원 배치법, 다원 배치법, 일부 실시법, 난괴법, 분활법, 지분실험법, 직교배열 등

의 특성과 활용법을 다룬다.

CBE652  고분자 특성화 (Polymer Characterization) 3:0:3(3)

고분자 사슬의 미세구조, 거대 분자들의 구조를 확인하고 물리적 특성을 조사하는 기기적 방법론을 

다룬다.

CBE653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s) 3:0:3(4)

고체 고분자의 탄성 및 점탄성을 표시할 수 있는 수식은 연속체 이론과 통계학적 분자이론을 적용

시켜 유도하고, 등방성과 비등방성을 갖는 고분자의 기계적 물성 분석에 응용한다. 고분자의 선형점

탄성과 비선형 점탄성의 이론 개발과 실험결과를 비교한다. 고체 고분자 항복거동에 대해서도 살펴

본다.

MS670 솔․젤 나노소재 공정 (Sol-Gel Nano Materials and Process)                      3:0:3(3)

이 과목에서는 솔-젤공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제조되는 세라믹 및 유리, 나노복합

체, 나노하이브리드, 나노구조체, 메조다공성소재, 바이오기능 소재 등의 나노소재들의 제조와 응용

을 공부한다.

CH672  특성고분자화학 (Specialty Polymer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광 및 전자기능성 고분자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과목으로 전도성고분자, 광전도성고분

자, 광응답성고분자, 비선형광학고분자, 고분자전지, 포토레지스트 등을 다룬다.

CH673  고분자물리화학 (Polymer Physical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분자 구조와 물성을 열역학적으로 해석하는 과목이다. 고분자구조, 고분자 용액의 열역

학, 고무탄성, 상평형, 마찰특성, 전달공정 등을 열역학적으로 설명하다.

CBE682  유기나노구조재료 (Organic Nano-Structured Materials) 3:0:3(3)

유기나노재료의 구조를 이해하여 우수한 기능을 창출하고자 구조제어, 분자배향 및 나노분석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유기구조재료들이 광전자 및 정보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MS684 반도체 소자공학 (Principles of Semiconductor Devices)                           3:0:3(3)

이 과목은 반도체소자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물리 및 반도체소자들의 기본 작동원리를 강의하고 이
들 소자들의 제조 문제점해결을 재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 및 이해시킨다.

PSE711  고분자재료특강 (Special Topics in Polymer Materials) 3:0:3(3)

범용성 고분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성능 고분자, 기능성 고분자 등으로 구별될 수 있는 고분자

들의 특성에 관하여 소개한다.

CBE731  고분자유체역학 (Polymer Fluid Dynamics) 3:0:3(3)

고분자유체의 흐름 현상을 설명하는 분자유변학 모델에 대하여 공부하고, 미세구조 관점에서의 광

유변학적 실험 방법에 대하여 다룬다.

CBE751  고급고분자유변학 (Advanced Rheology of Polymer) 3:0:3(3)

분자운동 및 통계 열역학의 기초이론을 도입하여 분자구조와 형상을 살펴보고, 분자모델의 확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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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유도한다. 또한 phase-space 이론과 reptation 운동을 변형한 관련 이론에서 유도된 유변학적 

수식을 고분자 액의 응력완화와 흐름에 적용해 본다.

CH773  고분자화학특강Ⅰ (Special Topics in Polymer ChemistryⅠ) 3:0:3(3)

고분자화학 및 고분자 물리 분야에서 최근의 흥미있는 발전을 제목별로 선택하여 다루게 된다. 생

고분자, 고분자의 특수응용, 고분자구조 설계 등이 포함된다.

CBE851 고분자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Polymer Engineering)               3:0:3(3)

고분자의 용액 물성, 고체물성, 전기적 혹은 광학적 특성, 기계적 특성에 관한 분야 중에서 최근 동

향을 소개하고 고분자의 특성 분석에 관한 최근 연구도 소개한다. 

PSE960  논문연구(석사) (Thesis〈Master Student〉)

PSE966  세미나(석사) (Seminar〈Master Student〉) 1:0:1

PSE980  논문연구(박사) (Thesis〈Ph.D. Student〉)

PSE986  세미나(박사) (Seminar〈Ph.D. Studen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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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2371

1. 개요

과학기술학(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Program)은 과학기술의 본질과 역사적 발전 과정, 그리고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분야이다. 과학기술학 학제전공은 자연과학 및 공학과 

인문사회과학의 긴 한 협력을 통하여,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커뮤니

케이션, 과학기술관련법, 과학기술철학 등의 분야에 대한 학제적 접근방식(inter-disciplinary approach)

을 지향한다. 

본 학제전공에서는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함으로

써, 정부, 기업, 언론, 연구소, 학교, 재단 등에서 정보통신, 생명공학, 에너지, 환경 분야 등 국가적

으로 시급한 과학기술 관련 문제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정

책 및 기획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문적 탁월성과 함께 실용적인 문

제해결 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며, 적극적인 국제화를 지향한다.

2. 과정별 소개

❒ 석사과정

과학기술학 학제전공의 석사 과정은 개설되었고, 박사 과정은 추후 개설될 예정이다. 본 과정에서의 

교육과 연구는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과학기술관련법 

등 자연과학과 공학, 인문사회과학의 긴 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분야에 대해 학

제적 접근방식을 강조하며, 사회적 필요성(social needs)과 영항력(social impact)이 큰 분야에 집중한

다. 

3. 교과목 이수요건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아래 교과목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학위논문심사를 통과하여야 함.

  가. 졸업이수학점: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다. 전공필수: 6학점 

  라. 선택: 15학점 이상 

  마. 연구: 12학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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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석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CC510

CC511

CC513

 11.500

 11.510

 11.511

 11.513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 (4)

2:3:3 (10)

2:3:3 (6)

3:0:3 (6)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전공필수
STS501

STS502

77.501

77.502

과학기술학 이론과 방법 I

과학기술학 이론과 방법 II

3:0:3 (8)

3:0:3 (8)

전공교수

전공교수

봄 ‧가을

봄 ‧가을

  **

  **

선    택

STS511

STS521

STS522

STS531

STS532

STS541

STS542

STS551

STS561

STS571

STS572

77.511

77.521

77.522

77.531

77.532

77.541

77.542

77.551

77.561

77.571

77.572

고급 과학기술사

고급 과학기술철학

현대 과학기술과 윤리

고급 과학기술사회학

과학기술커뮤니케이션

고급 과학기술정책

과학기술과 환경

과학기술과 경제발전

고급 과학기술관련법

과학기술학특론

과학기술학연습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3:0:3 (8)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전공교수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

  **

  **

  **

  **

  **

  **

  **

  **

  **

  **

연    구

STS960

STS965

STS966

77.960

77.965

77.966

논문연구 (석사)

개별연구 (석사)

세미나 (석사) 1:0:1

전공교수 봄 ‧가을   

   ** : 학․석사상호인정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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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과학기술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http://web.kaist.ac.kr/~nano/

학과사무실 : 042-869-2602

1. 개  요

 

나노과학기술(NT)이란 나노미터 (10-9m, 십억분의 일 미터) 수준의 영역에서 물질의 구조, 형상 등

을 제어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을 말한다. 나노과학기술의 시작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이 1959년 미국 물리학회에서 “There is a plenty of room at the bottom" 이라는 주제로 

한 강연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는 대영백과사전이 바늘 끝에 모두 쓰여지며 원자 수준에서 물질을 

조작할 날이 올 것이라 예견한 바가 있다. 그 당시로서는 가설에 불과했으나, 이후 80년대 초 원자

의 구조를 보고 조작도 할 수 있는 주사형 투과현미경(Scanning Tunneling Microscope, STM)이 개발

되면서 나노과학기술 연구에 가속도가 붙었다. 오늘날의 나노과학기술은 단순히 미세화의 차원을 

넘어서 물질 구조의 완벽한 통제와 이를 통한 물질의 창조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나노과학기술은 21세기의 신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기술이라 여겨지고 있으며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막대한 미래지향적, 학문 융합형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대폭적인 투자를 아끼

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나노과학기술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적은 유망한 기술

로 선정하여 국가적 전략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2001년 7월에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위원

회에서 나노과학기술을 국가역점사업으로 선정하였다.

나노과학기술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현상이 발견되고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발견 사실을 현재까지 알려진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나노과학기술을 통한 산업화의 모형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20 세기 초에 발견된 양자역학

을 기반으로 현재의 반도체 산업이 형성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 나노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새로

운 현상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등이 개발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 개발되어 새로운 산

업이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나노과학기술은 IT, BT는 물론 소재, 환경, 에너지, 국방, 우주 등 모든 기술과 산업에 광법위하게 

응용될 전망이 있는 핵심기반 분야로서 학제간 연구와 기술융합(technology fusion) 발전이 필수적이

다. 그러므로 나노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인력은 복합 학제적인 특성이 있다.   

이와 같은 나노과학기술의 특성에 맞추어 나노과학기술 학제전공에서는 물리학, 생명과학, 화학, 

기계공학, 바이오시스템, 생명화학공학, 원자력 및 양자공학, 재료공학, 전자전산학 등의 자연과학과 

공학분야가 협력하여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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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나노과학기술학제전공 학생은 나노과학기술학제전공에 참여하는 각 기존학과에 소속하며 각 

학과가 요구하는 졸업요건과 학제전공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과정

교 과 목 학 점

연구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택

학제전공필수 학제전공선택* 선 택

석사 3 6 3 12 12이내 36이상

박사 3 6 9 24 30이상 72이상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가산할 수 있음.

 * 각 과정 반드시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요건을 이수하는 동시에 소속학과의 이수요건을 만족시켜

야 함.

I. 석사과정 (총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1. 공통필수 : 3학점

   - CC010 리더십 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2. 전공필수 : 학제전공필수 6학점

3. 선    택 : 15학점 

    - 학제전공선택 3학점(*소속학과 이외 타학과 개설 과목 중 이수)을 포함한 15학점

3. 연    구 : 12학점 이내(소속학과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Ⅱ. 박사과정 (총 이수학점 72학점 이상)

1. 공통필수 : 3학점

2. 전공필수 : 학제전공필수 6학점

3. 선    택 : 33학점 

    - 학제전공선택 9학점(*소속학과 이외 타학과 개설 과목 중 이수)을 포함한 33학점

3. 연    구 : 30학점 이상(소속학과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Ⅲ. 경과조치 

1. 본 이수요건은 2003학년도 입학생 및 학제전공 지원신청자부터 적용한다.

2. 학제전공 교과목 일람표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나노과학기술 관련성이 인정되면 

  선택과목으로 인정함.

3. 학생의 졸업연구 지도교수가 본 학제전공에 참여하고 논문 실험이 나노과학기술과 

   연관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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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숙)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CC010 리더십 강좌 1:0:0 봄․가을

CC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박사필수

CC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공통필수
CC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타전공학생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3:0:3(6) 봄

전공필수 NT511 나노과학 3 : 0 : 3 (3) 전공교수 봄

NT512 나노기술 3 : 0 : 3 (3) 전공교수 가을

선  택 PH503 양자역학 I 3 : 0 : 3 (4.5) 전공교수 봄

PH504 양자역학 II 3 : 0 : 3 (4.5) 전공교수 가을

PH611 고체물리학특론 I 3 : 0 : 3 (4.5) 전공교수 봄,가을

PH612 고체물리학특론 II 3 : 0 : 3 (4.5) 전공교수 봄,가을

PH711 자성체 물리학 3 : 0 : 3 (4.5) 전공교수 봄,가을

PH726 반도체 광학 3 : 0 : 3 (4.5) 전공교수 봄,가을

BS465 나노바이오학 3 : 0 : 3 전공교수 봄

BS524 고급 분자생물학 3 : 0 : 3 (3) 전공교수 가을

BS583 구조 생물학 3 : 0 : 3 (1) 전공교수 봄

CH502 양자화학 I 3 : 0 : 3 (3) 전공교수 봄

CH604 양자화학 II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CH607 계면화학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MAE662 정 구동시스탬 설계 3 : 0 : 3 (6) 전공교수 봄

MAE810 열유체공학특론 3 : 0 : 3 (6) 전공교수 가을

BiS 471 생체모사시스템 3 : 0 : 3 (6) 전공교수 봄 학석사공통

BiS 472 극미세열및물질전달 3 : 0 : 3 (4) 전공교수 가을 학석사공통

BiS 522 유전체 및 단백체학 3 : 0 : 3 (4) 전공교수 가을 학석사공통

BiS 571 바이오기전공학 3 : 0 : 3 (6) 전공교수 봄 학석사공통

BiS 572 마이크로트랜스듀서 및 실험 2 : 3 : 3 (6) 전공교수 가을 학석사공통

BiS 623  생물전자소자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BiS 671 나노물질공정및특성 3 : 0 : 3 (4) 전공교수 봄

BiS 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NEMS) 3 : 0 : 3 (4) 전공교수 가을

BiS 771 나노바이오공학 3 : 0 : 3 (4) 전공교수 봄

BiS 772 나노/마이크로가공공정실습 2 : 3 : 3 (4) 전공교수 가을

CBE455 나노화학기술 3 : 0 : 3 (3) 전공교수 봄 학석사공통

3. 교과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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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 과 목 명 강:실:학(숙)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선 택 CBE512 촉매공학개론 3 : 0 : 3 (4) 전공교수 봄,가을

CBE522 계면공학 3 : 0 : 3 (3) 전공교수 봄

CBE525 분자전자학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CBE612 촉매설계 3 : 0 : 3 (4) 전공교수 봄,가을

CBE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3 : 0 : 3 (3) 전공교수 가을

CBE682 유기나노구조재료 3 : 0 : 3 (3) 전공교수 가을

CBE712 표면현상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NQE488 원자력 및 양자공학특강 I 2 : 0 : 2 (4) 전공교수 봄 학석사공통

NQE513
중성자 및 양자 입자 

수송이론과 전산
3 : 0 : 3 (6) 전공교수 봄

NQE524
원자력 및 양자 시스탬 

시뮬레이션
3 : 0 : 3 (6) 전공교수 겨울

NQE526 양자 및 미세 에너지 수송 3 : 0 : 3 (6) 전공교수 가을

NQE571 핵자기공명공학 3 : 1 : 3 (6) 전공교수 봄,가을

NQE572 중성자광학 3 : 0 : 3 (6) 전공교수 봄,가을

MS523 전자현미경학 및 실험 2 : 3 : 3 (3) 전공교수 봄

MS536 박막제조공학 3 : 0 : 3 (2) 전공교수 봄

MS654 표면과학 3 : 0 : 3 (2) 전공교수 봄

MS670 솔-젤 나노소재공정 3 : 0 : 3 (3) 전공교수 가을

MS671 재료양자전산모사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MS672 나노재료기술특강 3 : 0 : 3 (3) 전공교수 봄,가을

MS685 자성물리 및 재료 3 : 0 : 3 (2) 전공교수 가을

EE461 반도체소자 3 : 0 : 3 (6) 전공교수 봄

EE561 집적회로소자개론 3 : 0 : 3 (6) 전공교수 봄

EE564 집적회로프로세스 3 : 0 : 3 (6) 전공교수 가을

EE661 고체물리(나노반도체물리) 3 : 0 : 3 (6) 전공교수 봄

EE663 고주파전자소자 3 : 0 : 3 (6) 전공교수 봄

EE762 고급MOS소자물리 3 : 0 : 3 (6) 전공교수 봄

NT591 나노과학기술특론I 2 : 0 : 2 (2) 전공교수 봄,가을

NT592 나노과학기술특론II 2 : 0 : 2 (2) 전공교수 봄,가을

NT960 논문연구(석사)

NT966 세미나(석사) 1 : 0 : 1

NT980 논문연구(박사)

NT986 세미나(박사) 1 :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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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NT511 나노과학 (NanoScience)                                                       3:0:3(3)

나노과학기술의 다양한 주제 중에 과학적인 측면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 양자역학과 양

자화학 등 나노세계의 기반이 되는 주제로부터 시작하여 시뮬레이션과 모델링 그리고 나노세계의 

분석 및 나노바이오텍에 대해서 강의한다.

NT512 나노기술 (NanoTechnology)                                                   3:0:3(3)

나노과학기술의 다양한 주제 중에 기술적인 측면에 관하여 다양한 분야를 공부한다. 나노리소그래

피, self assembly, ALD와 박막제조공정, 나노분말 그리고 다양한 소자 응용에 대해서 강의한다. 특별

히 소자 응용에는 전자적, 생화학적 에너지 등을 총괄해서 강의한다.

PH503 양자역학 Ⅰ (Quantum MechanicsⅠ)                                        3:0:3(4.5)

힐베르트 공간, 상태, 측정, 연산자, 대칭성, 운동방정식과 같은 양자역학의 기본 체계를 배우고 각

운동량을 공부하여 군론을 이해한다. 이와 함께 정상 상태에 관한 섭동이론, 원자.분자.고체에의 응

용을 다룬다. 

PH504 양자역학 Ⅱ (Quantum MechanicsⅡ)                                        3:0:3(4.5)

시간에 관계되는 섭동이론, 다체문제를 풀기위한 이차 양자화 및 장론 (다체간의 대칭, Fock 공간, 

파인만 도형), 산란이론 (그린함수), 상대론적 양자역학 (Dirac 방정식)을 배운다.

PH611 고체물리학특론 Ⅰ (Advanced Solid State PhysicsⅠ)                         3:0:3(4.5)

고체의 대칭성, 브릴루엥 (Brillouin) 영역, Brillouin 법칙에 대한 기본지식을 소개하고, 결정대칭성, 

X-선 회절, 고체의 열적 특성 및 포논(phonon), 전자의 에너지 밴드이론, 전자의 유효질량, 전자의 

운동, 전자계의 다체이론 및 유전상수 matrix에 대한 고등이론을 소개하며 관련 실험과 연관하여 고

체의 기본원리를 이해시킨다.

PH612 고체물리학특론 Ⅱ(Advanced Solid State PhysicsⅡ)                          3:0:3(4.5)

고체물리학특론 I의 연속 강의로 전자의 수송 (transport) 현상, 고체의 광학적 성질, 강유전체, 광천

이 현상, 고체의 자성이론, 양자 홀 효과를 포함한 저차원 물리계의 전자구조, 전자-포논 상호작용, 

초전도 현상, 고온 초전도 물질, 그린 (Green) 함수 및 다체계의 국소함수 이론에 대한 고등이론의 

소개및 계산방법과 실험현상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

PH711 자성체 물리학 (Physics of Magnetism)                                       3:0:3(4.5)

본 강좌에서는 자성체의 물리적 현상을 다루고자 하는데, 자성의 근원, 자구, 자기이방성 등의 자성

체의 기본적 물리 현상을 중점적으로 강의하며, 아울러 GMR, TMA, Spin Torque 등의 응용 가능성

이 있는 새로운 자기 현상들도 다룬다.

PH726 반도체 광학 (Semiconductor Optics)                                         3:0:3(4.5)

반도체의 밴드 갭 부근에서 일어나는 빛과 전자-정공쌍의 상호작용을 주로 다룬다. 구체적으로 밴드 

갭에서의 광학적 흡수현상, 비선형 흡수현상, 반도체 양자샘, 반도체 레이저, 반도체 광학 소자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BS465 나노바이오학 (NanoBioTechnology)                                                3:0:3

나노기술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생명공학분야에 접목되는지와 결과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기술 분야

가 창출되고 있고 미래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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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524 고급 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3:0:3(3)

이 과목은 DNA의 구조와 복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명현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DNA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생화학적 특성과 이러한 효소들이 존재하게 

된 진화적 이유를 DNA 구조와 관련지어서 논의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근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지식

이 어떻게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BS583 구조 생물학 (Structural Biology)                                               3:0:3(1)

이 과목은 단백질 등의 생체고분자들의 삼차구조 연구를 통한 생명현상의 원자수준을 이해한다.

CH502 양자화학Ⅰ (Quantum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양자역학의 가설과 파동방정식을 소개하고 시간과 무관한 파동방정식을 적용하여 자유입

자, 각운동량 및 수소원자의 풀이와 기초 근사법을 도입후 원자와 분자의 전자구조 파악에 이용하

는 이론과 계산법을 취급한다.

CH604 양자화학Ⅱ (Quantum ChemistryⅡ)                                            3:0:3(3)

이 과목은 양자역학의 화학분야 응용을 광범위하게 포함한, 양자화학Ⅰ의 계속으로 최신 전자구조 

계산법, 분자분광학, 시간의존 파동 방정식의 이용 등을 취급한다.

CH607 계면화학 (Surface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체표면의 기하학적 구조, 전자구조, 열역학, 확산, 고체표면상에서의 기체의 물리흡착, 

화학흡착, 화학반응 등에 관한 최근 실험과 이론 연구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표면분석 방법

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소개한다.

MAE662 정 구동시스템 설계 (Design of Precision Actuation System)                      3:0:3(6)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미터 정 도의 구동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구조물 설

계기법, 오차분석, 오차보상등이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원칙, 기구학적 설계, 정  모션가이

드설계, 진동/열적 영향분석, 오차보상 등이 다루어 진다.

MAE810 열유체공학특론 (Special Topics in Thermal & Fluid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열유체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

고 공고한다.

BiS 471 생체모사시스템 (Bio-Inspired Systems)     3:0:3(6)

생물체의 감지 및 운동 기능의 작동원리와 관련 공학적 기초이론을 이해하고, 생물체와 첨단제품간

의 기능, 원리, 형태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며, 생체모사 기법을 응용한 첨단제품의 공학적 

모델링과 성능의 정량적 해석방법을 습득한다.  정보통신, 의료검진, 전자가전, 환경 및 산업계측 분

야에서의 생체모사 첨단제품과 관련 소자 및 시스템을 분석 발굴하고 이들의 사양과 기능설계 그리

고 구현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BiS 472 극미세열및물질전달 (Micro Heat & Mass Transport)                           3:0:3(4) 

극미세 영역에서의 열 및 물질 전달에 관한 현상학적인 특성과 공학적 분석도구를 습득한다. 극미

세영역에서의 전도, 대류, 복사에 의한 열전달 특성과 극미세 물질의 확산, 이송 및 반응에 관한 기

초원리, 그리고 극소형 유체분사기, 물질제어기 및 반응기 등 관련 현상의 응용사례를 소개하고 특

성을 분석한다.

BiS 522 유전체 및 단백체학 (Genomics and Proteomics)                              3:0:3(4)

일반 유전학의 기법 및 원리, 인체 유전학의 일반원리, 게놈수준에서의 유전학 등을 다루며, 생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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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 수행의 핵심요소인 단백질의 구조 및 기능, 분리 및 정제, 합성법, 구조결정법 등을 이해하고, 이

를 단백질의 기능해석 및 기능설계 등에 응용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함.

BiS 571 바이오기전공학 (BioElectroMechanics)                                        3:0:3(6)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전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기계시스템

과 전자시스템간의 상사 및 기전복합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의료검진 장비의 시

스템적인 구성과 동작원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의료산업에의 응용에 관해 소개한다.

BiS 572 마이크로트랜스듀서 및 실험 (Microtransducers and Laboratory)                2:3:3(6)

MEMS 기술을 이용한 극미세 트랜스듀서의 관심 물리량과 동작원리에 따른 분류 및 주요 성능특성

을 소개한다. 극미세 센서와 액추에이터의 구조, 소재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들

의 동작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함으로써, 바이오 계측 및 관련 응용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극미세 트

랜스듀서의 선정과 공학적 활용 능력을 배양한다.

BiS 623 생물전자소자 (Bioelectronic Devices)                                         3:0:3(3)

효소, 항체, 미생물, 동물세포, DNA와 같은 생체물질의 분자인식 기능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바이오

칩 등의 생물전자소자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공학, 정 화학, 의료산업 분야의 응용 

예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iS 671 나노물질공정및특성 (Nanomaterial Process and Behavior)                     3:0:3(4)

나노입자 및 물질의 생성과 제어, 그리고 나노구조체의 가공공정을 소개하고, 가공 및 전후처리 공

정조건에 따른 극미세 소재의 구조와 물성, 구조체의 거동특성, 그리고 이들의 안정성, 재현성 및 

신뢰성에 관해 토의한다.

BiS 672 나노기전복합시스템(NEMS) (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3:0:3(4)

극미세 영역에서의 물리현상과 나노기전복합시스템에서 발생하는 공학적 문제를 다룬다. 나노기전

복합시스템(NEMS)과 마이크로기전복합시스템(MEMS)의 해석과 설계, 소재와 제조공정, 성능시험과 

분석 등에 필요한 학제적 기술기반을 제공하며, 관련 최근 연구동향과 응용사례를 소개한다. 개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발표한다.

BiS 771 나노바이오공학 (Nanobiotechnology)                                         3:0:3(4)

극미세 생체 물질과 반응에 관한 기계, 재료, 물리, 화학,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극미세 에너지의 변

환 및 물질 전달, 그리고 관련 소자 및 거동특성을 이해한다. 극미세 바이오 물질의 High 

Throughput 분석과 처리를 위한 Bio-MEMS 소자 및 NEMS (Micro/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개발사례 및 관련 과학기술적 현안을 토의한다.

BiS 772 나노/마이크로가공공정실습 (Nano/Micro-Machining Process Laboratory)        2:3:3(4)

나노 및 마이크로 가공공정 장비의 구조와 원리를 설명하고, 가공공정 실습을 통해 나노/마이크로 

구조체의 가공공정에 관한 경험을 습득한다. 물질 및 박막의 형성과 제거, 접합과 패키징, 그리고 

표면개질 및 전후처리 공정 등을 소개하고, 극미세 소자의 공정설계, 제조공정 및 성능시험에 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발표한다.

CBE455 나노화학기술 (Nanochemical Technology)                                       3:0:3(3)

본 과목에서는 나노화학기술의 기본 이론과 실험자료를 강의한다. 분자, 입자, 미셀, 블록 공중합체

와 같은 단위구조(building blocks)들이 어떻게 나노구조를 형성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단위구조간

의 상호작용력을 다루고 나노구조와 거시적 물성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실험적 이론적 방법

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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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E512 촉매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atalysis engineering)                           3:0:3(4)

촉매활성 및 선택적 흡착, 촉매반응속도 모델, 촉매제조 및 성능검사 방법 등 불균일촉매의 기본개

념을 강의하고, 금속담지촉매. 산 및 제올라이트 촉매, 산화촉매 및 화학공정에서의 촉매역할에 대

한 개론적 강의를 한다.

CBE522 계면공학 (introduction to interfacial engineering)                             3:0:3(3)

계면의 구조와 기본적인 성질, 계면 열역학, 계면현상의 특성과 계면 활성제를 이용한 표면 화학, 

상의 생성, 표면 필름, 침적, 접촉각 등 물리현상을 검토하고 흡작, 부유 및 윤활현상, 화학흡착 및 

반응성, 그리고 고분자, 생물학적 표면현상에의 응용 등을 고찰한다.

CBE525 분자전자학 (Molecular Electronics)                                           3:0:3(3)

나노수준의 분자와 물질구조를 제어하여 전기 광학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소재 및 소자 

설계, 구조제어, 재료공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나노구조재료들이 어떻게 광 전자적 특성을 갖는지에 

관해서 공부한다.

CBE612 촉매설계 (Design of Catalysis)                                               3:0:3(4)

주어진 화학반응에 대한 촉매의 선택을 위하여 가능한 정보를 이론적으로 활용하고 평가하는 방법

을 연구한다. 균일 및 불균일 촉매반응을 위한 실험변수들을 검토하고 촉매설계 개념, 활성성분의 

기능양식, 2차성분과 담체의 선정, 촉매제조 및 실험적 검색방법 등을 소개하고 중요한 화학반응에

서의 촉매설계과정을 예를 들어 해석한다. 

CBE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Colloids and Surface Chemistry)                        3:0:3(3)

미세입자의 표면현상, lyophilic과 lyophobic colloids의 상호작용과 안정성, 거대분자와 polyeletrolyte의 영향, 

에멀젼, films, gels, micelles, microemulsions 분산 등 미세화학 시스템의 성질과 계면화학 등을 다룬다.

CBE682 유기나노구조재료 (Organic Nano-Structured Materials)                            3:0:3(3)

유기나노재료의 구조를 이해하여 우수한 기능을 창출하고자 구조제어, 분자배향 및 나노분석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유기구조재료들이 광전자 및 정보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CBE712 표면현상 (Surface Phenomena)                                              3:0:3(3)

촉매, 고분자 및 무기재료 표면에서 일어나는 분자수준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표면과학의 기본원

리와 응용 예를 다룬다. 표면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XPS, Augerqnsrhkd법, ISS, UPS, SIMS, LEED, 

ELLS, SEXAFS, RHEED, Wi가 fuction, TDS 기기 들의 원리, 구성요소 및 응용사례를 다룬다.

NQE488 원자력 및 양자공학 특강I (Special Topics in Nuclear and Quantum Engineering I)    2:0:2(4)

다른 과목에서 전반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원자력 및 양자공학내의 특정 분야를 필요에 따라 선정해서 

다룬다. 강의내용과 분야는 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 강의내용에 따라 부제를 부여하여 개설한다.

NQE513 중성자 및 양자 입자 수송이론과 전산 (Neutron and Quantum Particle Transport Theory and 

Computation)                                                                   3:0:3(6)

중성자 및 양자입자(광자, 전자, 양전자, 양성자 등 하전입자)의 수송현상에 관하여 연속에너지, 일군 

및 다군 수송해법의 이론 및 수치해석과 전산체계에 대한 강의: Spherical Harmonics, Discrete 

Ordinates, Integral Transport, Even-Parity Transport, Method of Characteristics,  Boltzmann-Fokker- Planck 

방법론 등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기초와 전산알고리듬을 중심으로 각종 원자로 노심설계나 방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핵융합로, 가속기 및 의료용 방사선 기기설비, 반도체 등 나노양자시스템의 설계

에서 방사선 및 에너지투적 분포 해석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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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E524 원자력 및 양자시스템 시뮬레이션 (Simulation of Nuclear and Quantum Syste)  3:0:3(6)

원자력 및 양자공학 전반에 적용되는 수치해석 및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기법을 다룬다. 수치해석에

서는 중성자 확산, 열수력학, 안전분석, 그리고 구조역학에 관한 편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몬테카를로 방법 등을 다룬다. 인공지능에서는 전문가시스템, 인공지능언

어, 지식표현 및 추론을 다룬다. 시뮬레이션 기법에서는 컴퓨터 코드의 불확실성 및 민감도 분석이 

다루어진다.

NQE526 양자 및 미세 에너지 수송 (Quantum and Micro Energy Transport)                 3:0:3(6)

본 과목은 에너지 수송 현상의 양자역학에 기초한 미시적 이해를 제공한다. 본 과목은 에너지 수송

체들(포논, 전자 및 광자)의 개념과 이들의 에너지 수송 메카니즘 및 해석방법으로서 분자동역학 시

뮬레이션(Molecular dynamic simulation)의 기본개념을 다루며, 응용분야로서 열전기적 에너지 생산 및 

냉각, 얇은 막(thin film)에서의 열전도 및 상변화 현상, 미세 측정기술 등을 다룬다.

NQE571 핵자기공명공학 (NMR Engineering)                                            3:1:3(6)

본 과목은 핵자기공명 현상의 기본원리 즉, 원자핵 스핀과 외부자기장의 상호작용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핵자기공명 영상기법, 핵자기공명 분광기법, 관련된 장치들의 작동원리 등을 다룬다. 또한 

핵자기공명을 이용한 생체의료 연구, 나노다공물질 연구, NMR 양자컴퓨터 연구 등 핵자기공명기술

의 응용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하며, 강의내용의 실질적인 적용을 위해 기초적인 핵자기공명 실

험을 수행한다.

NQE572 중성자광학 (Neutron Optics)                                                  3:0:3(6)

본 과목은 중성자 광학장치개발에 필요한 중성자 광학이론과 물질특성연구에 필요한 중성자 산란이

론을 다룬다.  양자역학의 기본개념, 중성자의 근본특성, 중성자의 핵산란과 자기산란이 토의되며, 

이를 바탕으로 중성자 에너지선택장치, 분극장치, 초반사 거울, 프리즘 등의 중성자 광학장치와 소

각산란장치, 반사율측정장치, 삼축산란장치 등 중성자 산란장치들이 소개된다.  더불어 중성자 산란

실험으로부터 물질의 구조와 물질 구성체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실질적인 예들이 논의된다.

MS523 전자현미경학 및 실험 (Electron Microscopy and Experiment)                   2:3:3(3)

 원자 종류와 배열을 분석하기 위해 회절, 결상, 분광분석으로 구성된 전자현미경학을 배우는 과목

으로 파와 푸리에 변환, 회절, 간섭, 원자의 회절, 회절상, 키쿠치 회절상, 수렴성빔 전자회절, 현미

경 이론, 운동학적 이론, 동력학적 이론, 고분해능 투과전자현미경학, X-선의 원리, 에너지분산, X-선

분광분석, 전자에너지 손실분석 등을 다룬다.

MS536 박막제조공학 (Thin Film Processes)                                           3:0:3(2)

 박막제조의 기초가 되는 진공이론과 플라즈마이론을 숙지하고, evaporation, sputtering, ion plating, 

ion-beam deposition, MBE 등의 물리증착법(PVD) 법과 Sol-Gel법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증착법(CVD)

에 의한 박막제로법을 다루며 박막형성기구, 박막의 구조 및 성질, 박막분석법 등을 공부한다.

MS654 표면과학 (Surface Science)                                                   3:0:3(2)

 표면과학은 물체의 표면이나 각기 다른 상들간의 특성, 성분구조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현대의 

technology는 표면넓이 대 부피의 비가 작은 소자(직접회로, 박막, 촉매 등)를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으므로, 표면층에 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표면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여러 가지 종류의 surface spectroscopy(AES, ESCA, LEED, SIMS, EELS 등)의 원리와 

응용에 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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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70 솔-젤 나노소재공정 (Sol-Gel Nano Materials and Process)                     3:0:3(3)

솔-젤공정의 기본을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서 제조되는 세라믹 및 유리, 나노복합체, 나노하이브리

드, 나노구조체, 메조다공성소재, 바이오기능 소재등의 나노소재들의 제조와 응용을 공부한다.

MS671 재료양자전산모사 (First-principles Modeling of Materials)                           3:0:3(3)

나노재료와 공정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을 이해하는데 적용되는 전산모사 방법론을 상세히 가

르침과 동시에 새로운 나노재료와 공정을 설계 또는 이해하는데 영자역학적 전산모사 방법론들을 

정확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흥미에 따라 그룹

별로 나노테크놀러지에 관계된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MS672 나노재료기술특강(Special Topics on Nano Material Technology)                3:0:3(3)

나노테크놀로지에 관계된 지식을 학생들에게 가르침과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

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이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은 나노재료 패턴기술과 나노

재료의 다양한 특성을 배울 것이고 각 학생들은 그들의 흥미에 따라 그룹별로 나노테크놀리지에 관

계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이다. 본 프로젝트의 주된 목표는 비슷한 흥미를 가진 학생들로 하

여금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나노테크놀로지에 관심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

디어을 창출시킬 수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있다.

MS685 자성 물리 및 재료 (Physics of Magnetism and Magnetic Materials)             3:0:3(2)

본 과목에서 취급하려는 것은 크게 “자기의 물리”와 “자기의 응용”이다. 이를 위하여 자기의 기본 

개념 및 단위, 물질에 왜 자기가 생기는지?, 자계중에서 자성체의 자화과정(직류 및 교류 자계), 특

히 자기 이방성, 자왜, 자구구조 등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자기 재료의 산업적 응용 관점에

서, 자성 재료의 전자기 기계에의 응용, 영구 자석, 컴퓨터용 외부 자기기록 등에 대해서 다룬다. 대

상은 일반 물리. 미적분, 등을 대학 학부과정에서 공부한 학생이면 가능하다. 

EE461 반도체 소자 (Semiconductor Devices)                                           3:0:3(6)

기본적인 반도체 소자의 동작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한다. 기초적인 pn접합과 pn접합 다이오드, 금속-

반도체 이종접합과 반도체 이종접합, Bipolar Transistor, MOSFET과 JFET의 동작 원리 및 특성에 대

하여 폭넓게 다루고 실제 소자의 non-ideal 특성에 대해서도 공부한다.

EE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vices) 3:0:3(6)

이과목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적회로소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강

의한다. 양자 역학과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PN 접합 다이

오드, MOS 캐패시터, MOSFET, Bipolar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

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micron 단위 이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차

적인 현상 (Deep submicron secondary effect)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에 대

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4 집적 회로 프로세스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Process)                         3:0:3(6)

집적회로 제조에 필수적인 미세패턴 형성, 실리콘 산화막의 성장, 불순물 확산, 이온 주입, 박막 형

성, 상호연결, 패키징, 종합공정 및 새로 등장한 마이크로머시닝 기술 등 집적회로의 제조 공정을 

다룬다.

EE661 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3:0:3(6)

이 강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체, 반도체, 유전체등 고체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양자역학, 통계 및 열역학등 기초적인 물리학이론과 함께 강의하며, 특히, 양자우물, 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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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양자점과 같은 나노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물리적 전기적 특성들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한 

소자들에 대해 다룬다.  

EE663 고주파 전자 소자 (High Frequency Electronics Devices)                        3:0:3(6)

초고주파/초고속 집적회로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자소자들의 물리적 특성과 구조, 소자 동

작원리를 이해하고, 특성 모델링, 제작기법, 초고주파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에의 응용 등에 대하

여 공부한다. 

(선수과목 : EE461)

EE762 고급 MOS 소자 물리 (Advanced MOS Device Physics)                         3:0:3(6)

MOSFET 소자의 물리현상과 소자 소형화에 따른 효과를 도 있게 다룬다. 최근 나노소자 MOSFET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구조, 신물질을 이용한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를 하고, 구체적 응용 

사례로서, 다양한 메모리 소자를 다룬다. 또한 양자효과, 소자의 신뢰성, 모델링을 다룸으로써 차세

대 소자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1)

NT591 나노 과학 기술 특론Ⅰ (Special Topics of NanoTechnologyⅠ)                  2:0:2(2)

나노과학기술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전공 필수나 선택에 없는 주제에 대하여 교육한다.

NT592 나노 과학 기술 특론 Ⅱ (Special Topics of NanoTechnologyⅡ)                 2:0:2(2)

나노과학기술의 다양한 주제 중에서 전공 필수나 선택에 없는 주제에 대하여 교육한다.

NT966 세미나(석사) 

나노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 활동 및 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

의를 듣는다. 

NT986 세미나(박사)

나노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연구 활동 및 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

의를 듣는다. 

NT960 논문연구(석사)

NT980 논문연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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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공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

1. 개  요

 로봇 산업은 60년대 산업용 로봇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발전하였으며 현재는, 휴머노이드, 서비스 로

봇 등의 다양한 지능 로봇을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시장 규모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으

며, 2010년에 이르면 반도체 시장과 비슷한 1500억 달러, 2020년에는 자동차 시장과 비슷한 5000억 달

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 1위 로봇 강국인 일본은 대기업 주도로 개인서비스 로봇/ 제조업 로봇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활

성화 되어 있고, 세계 2위 로봇 기술 강국인 미국은 군사, 우주 등의 전문 서비스 로봇과 인공 지능 

등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로봇 관련 연구 개

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에서도 2013년까지 현재 5위에서 독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3위로 수

출 200억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시장의 15%를 점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 산업의 바탕이 되는 로봇 공학은 기존의 학문과 달리,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필요로 한

다. 기계, 전자, 컴퓨터 공학, 통신, 정 기기, 첨단 재료, 소프트웨어, 산업 디자인 기술 등 기존 기술 

뿐 아니라, IT, BT, NT, CT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학문이 바로 로봇 공학이다. 따라서 본 로봇공학 

학제전공은 KAIST 내부의 기계과, 전자전산학과, 바이오시스템학과, 산업디자인학과의 긴 한 협조를 

통해, 로봇 관련 전문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지원하고자 한다.

 본 로봇공학 학제전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프로젝트 기반 실습 교육 

  로봇 관련 업체, 연구기관, 학교 간의 산학연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현

재 기술 수준을 고려한 사업화에 중점을 둔 프로젝트 기반 실습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필요한 연구

개발 능력을 갖춘 지능로봇 분야의 고급 핵심인력을 양성한다.

 

글로벌 로봇 인재 양성

  국제 공동 연구, 교환 학생 제도, 국제공동 학위 과정 개설 등을 통해, 로봇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

크를 강화하고, 로봇 분야 기술뿐만 아니라, 외국어 능력 및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한다.

 

국내 로봇산업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 수행

  국방 로봇, 개인 서비스 로봇, 산업용 로봇, 농업용 로봇, 해양 로봇 등의 다양한 분야의 로봇 기술

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국 로봇 네트워크의 중심점의 역할을 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간에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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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정
교 과 목  학 점

연구 학점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필수선택 자유선택

석   사 3 3 6 12 12 이상 36 이상

박   사 3 - 9 30 30 이상 72 이상

2. 교과목 이수요건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중 1

과목 이상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단,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     

                         생 제외)

   다.  전공필수:  3학점

       - RE510 지능로봇설계공학 실험

   라.  필수선택:  6학점 이상

       - EE581 선형시스템, MAE553 로보트동역학, MAE655 로보트공학, EE683 로봇제어, CS510 컴퓨터 구조 중 2

과목 이상

   마.  자유선택:  12학점 이상

   바.  연    구:  12학점 이상

       -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필수선택:  9학점 이상  

       - EE581 선형시스템, MAE553 로보트동역학, MAE655 로보트공학, EE683 로봇제어, CS510 컴퓨터 구조, 

RE510 지능로봇설계공학실험 중 3과목 이상

    라. 자유선택:  30학점 이상

    마. 연    구:  30학점 이상

       -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바. 기      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연구학점 제외).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타 대학 및 과기원 타 학과에서 취득한 교과목 및 학점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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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교과목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 실: 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0 11.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전공필수 RE510 49.510 지능로봇설계공학실험 3:0:3(6)
김종환,권동수,김병국,

양현승,이주장,정명진
봄

필수선택

MAE553 40.553 로보트 동역학 3:0:3(6) 곽윤근 봄·가을  

MAE655 40.655 로보트 공학 3:1:3(6) 장평훈 가을  

EE683 35.683 로보트 제어 3:0:3(6) 정명진,김병국 봄  

CS510 36.510 컴퓨터 구조 3:0:3(6) 조정완,맹승렬 봄  

EE581 35.581 선형 시스템 3:0:3(6) 전기및전자전공교수 봄  

자유선택

RE530 49.530 센서 기반이동로봇 1:6:3(6) 김병국 봄  

RE540 49.540 로봇비전 및 센싱 3:0:3(6) 권인소,양현승,정명진 가을  

RE610 49.610 네트워크 기반 로보틱스 3:0:3(6) 정명진 봄  

RE710 49.710 인공생명 3:0:3(6) 이주장 봄  

RE720 49.720 휴머노이드 로봇 3:0:3(6) 오준호 가을  

RE730 49.730 마이크로/나노 로봇공학 3:0:3(6) 김수현 봄  

RE740 49.740 진화로봇공학 3:0:3(6) 김종환 가을  

RE750 49.750 바이오 로봇공학 3:0:3(6) 정재승 가을  

RE887 49.887 지능로봇공학 특강 3:0:3(6) 조형석 가을  

MAE550 40.550 고등 동역학 3:0:3(6) 곽윤근,김광준,박윤식 가을  

MAE562 40.562 디지털 시스템제어 3:0:3(6) 김수현 봄  

MAE563 40.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2:3:3(6) 오준호 가을  

MAE662 40.662 정  구동시스템설계 3:0:3(6) 권대갑 봄  

MAE683 40.683 인간과 로봇의햅틱인터랙션 3:0:3(6) 권동수 가을  

MAE694 40.694 이산이벤트 시스템및응용 3:0:3(6) 이두용 가을  

MAE761 40.761 비선형 시스템제어 3:0:3(6) 오준호,장평훈 봄   

ID506 32.506 미디어 인터랙션디자인 3:0:3(3) 남택진 가을

ID706 32.706 인터페이스 디자인론 3:0:3(3) 이건표 가을  

EE512 35.512 시스템 프로그래밍 3:0:3(6) 박규호,박대연 가을  

EE516 35.516 컴퓨터 응용실험 1:6:3(6) 전기및전자전공교수 가을  

EE525 35.525 네트워킹 기법및응용 1:6:3(6) 성단근,조동호 봄

EE535 35.535 영상처리 3:0:3(6) 김성대 봄   

EE538 35.538 신경회로망 3:0:3(6) 박철훈 가을  

EE582 35.582 디지털 제어 3:1:3(6) 정명진,김병국 가을  

EE681 35.681 비선형 제어 3:0:3(6) 임종태 가을  

EE682 35.682 지능제어이론 3:0:3(6) 변증남 가을  

EE735 35.735 컴퓨터를 이용한시각기법 3:0:3(6) 김성대 봄  

EE737 35.737 영상시스템 3:0:3(6) 나종범,박현욱 봄

EE788 35.788 로봇 인지및계획 3:0:3(6) 전기및전자전공교수 가을  

EE887 35.887 로보트 특강 3:0:3(6) 전기및전자전공교수 봄  

CS520 36.520 프로그래밍 언어이론 3:0:3(6) 최광무,한태숙,한환수 가을  

CS530 36.530 운영체제 3:0:3(6) 김길창,이준원,김진수 봄 or가을   

CS570 36.570 인공지능 3:0:3(6) 김진형,양현승,원광연 봄 or가을  

CS540 36.540 네트워크 아키텍춰 3:0:3(9) 전길남,염익준,문수복 봄 or가을   

CS576 36.576 컴퓨터 비젼 3:0:3(8) 양현승, 원광연 봄 or가을  

CS580 36.580 컴퓨터 그래픽스 2:3:3(10) 신성용 봄  

CS610 35.610 병렬처리 3:0:3(8) 맹승렬,윤현수,이준원 봄

3. 교과목 일람표

❐ 로봇공학 학제전공 (석․박사과정)



544 / 2007~2008 학사요람

과목구분 교과목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 실: 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자유선택

CS642 36.642 분산처리체계 3:0:3(3) 전길남, 김진수 봄  

CS655 36.655 시스템 모델링 및 분석 3:0:3(6) 배두환 봄 *EE612

CS670 36.670 퍼지 및지능시스템 3:0:3(6) 전산학전공교수 봄  

CS676 36.676 패턴 인식 3:0:3(3) 오영환 가을 *EE634 

CS678 36.678 지능형 로보틱스 3:0:3(6) 양현승 봄 or가을  

CS774 36.774 인공지능 특강 3:0:3(6) 전산학전공교수 봄 or가을  

CS776 36.776 인지과학 특강 3:0:3(6) 전산학전공교수 봄 or가을  

CS780 36.780 컴퓨터 그래픽스특강 2:3:3(10) 전산학전공교수 봄 or가을  

BiS571 41.571 바이오 기전공학 3:0:3(6) 박제균 봄  

BiS623 41.623 생물 전자소자 3:0:3(6) 박제균 봄 가을  

BiS651 41.651 음향 및 청각모델 3:0:3(6) 바이오시스템교수 봄

BiS652 41.652 인간 시각모델 3:0:3(6) 바이오시스템교수 가을  

BiS653 41.653 나노 기전복합시스템 3:0:3(6) 조용호 가을  

연구

RE960 49.960 논문연구(석사)     봄·가을  

RE966 49.966 세미나(석사) 1:0:1   봄·가을  

RE980 49.980 논문연구(박사)     봄·가을  

RE986 49.986 세미나(박사) 1:0:1   봄·가을

※ 비고란의 * 표시는 대체과목임.

4. 교과목 개요

RE510 지능로봇설계공학 실험 (Intelligent Robot Design Lab)        3:0:3(6)

본 실험과목에서는 지능형 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다루며, 실제 팀별로 주제를 

선정하고 로봇을 제작하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Mobile robot의 설계 제작을, 사

용 processor, 구동장치, sensor, vision, software, system integration 등의 단계를 거쳐 설계구현 실험을 

수행한다.

MAE553  로보트동역학 (Robot Dynamics)     3:0:3(6)

로봇 매니퓰레이터와 같은 다자유도 동역학 시스템을 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MAE655  로보트공학 (Robotics Engineering)      3:1:3(6)

이 과목은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본계측원리, 로봇의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인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장치, 제어방법과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도 다룬다. 주로 로봇이 생산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EE683  로보트제어 (Robot Control) 3:0:3(6)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기구학, 동역학 및 제어 알고리즘의 설계방법을 다룬다. 특히, homogeneous 

transformations, kinematics equations, motion trajectory planning을 공부한 후 여러 가지 제어 방법을 다

루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이의 유용성을 비교 학습한다.

CS510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0:3(6)

컴퓨터의 비용과 성능에 입각한 계량적인 컴퓨터 설계 원리를 소개하고, 인스트럭션세트와 인스트

럭션 수행 파이프라인의 설계를 다루며, 인스트럭션의 병렬 수행 체제로서 수퍼 스칼라와 VLIW 등

의 인스트럭션 수준의 병렬 수행에 대하여 공부한다. 기억장치에 대하여는 캐쉬와 가상 기억체계를 

포함하는 계층 기억장치의 설계와 보조 기억장치에 대하여 공부한다. 끝으로 입출력 시스템과 병렬 컴

퓨터와 상호 연결망에 대하여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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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581  선형시스템 (Linear Systems) 3:0:3(6)

회로망, 공학시스템 또는 물리RP 등의 선형 모델에 대한 해석방법을 주로 다룬다. 상태변수 및 상

태방정식, 선형 동적 방정식, 임펄스 응답 행렬, 가 제어성 및 가 관측성, state feedback 및 state 

estimator, 안정도, irreducible realization, canonical decomposition, matrix fraction 과 polynomial 

description, 다변수 시스템의 개요등을 다룬다.

RE530 센서 기반 이동로봇 (Sensor-based Mobile Robots)     1:6:3(6)

Mobile robot을 위한 다양한 sensor 들을 소개하고, interfacing 기술 및 system integration 기술을 소개

하며, sensor 들을 이용한 dead reckoning, localization, map building 등의 기법을 소개한다. Motor, 

encoder, ultrasonic sensor, infrared sensor, laser sensor, 기타 sensor, interfacing 기술, system integration, 

networking, distributed sensors, sensor 최신 기술 등을 다룬다.

RE540 로봇비전 및 센싱 (Robot Vision and Sensing)                     3:0:3(6)

지능형로봇의 환경인식과 인지를 위한 로봇비전기술과 센싱에 대해 다룬다. 3차원비전을 위한 CCD 

센서의 원리와 신호처리, 실시간 처리를 위한 레이저센서, 초음파센서, RF 센서등의 원리와 신호처

리에 대해 다룬다.

RE610 네트워크 기반 로보틱스 (Network-based Robotics)              3:0:3(6)

네트워크 환경에서 센싱과 구동, 분산시스템에서의 지능과 제어 그리고 사람과 로봇 그리고 주변 

다개체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해 다룬다. Human-robot symbiosis, networked human-robot 

interaction, network 지능, reconfigurable software 구조, software platform 및 표준, network 기반 mobile 

robot, 다양한 복수개의 coordination, 로봇의 security, 응용 등을 다룬다.

RE710 인공생명 (Artificial Life)                                                    3:0:3(6)

1980 년대 미국의 C. G. Langton 박사에 의해 주창된 인공생명은  Tierra 와  TRANSIMS 그리고 

Tierra 와 TRANSIMS 의 중간인 Sugarscape 등에서 출발하여, 1990 년대 꽃을 피우고 있는 학문이

다. 생물과학, 계통과학, 정보과학에 기초를 두고 있는 인공생명이란  무엇인가? 인공생명과 인공지

능 또는 지능제어와의 관계를 연구하고, 인공생명체의 진화, 인공생명과 감성 등의 각종 인공생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인공생명의 응용분야인 인공 센스 기관과 인공 뇌 등을  공부하고 나아가서 

일반적인 인공생명의 미래의 연구 분야를 공부하고 IT 와의 접목을 꾀한다. 특히 지능형  

(Humanoid) 로봇을 비롯해서 각종 로봇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응용하여서 미

래의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고찰한다.

RE720 휴머노이드 로봇 (Humanoid Robot)                                               3:0:3(6)

인간형 로봇의 안정적인 동적 보행 방법과 그 구현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인간형 로봇의 

Kinematics 및 Dynamics를 배우고, ZMP 안정도에 대해 설명한 후 여러 가지 걸음새를 생성하는 알

고리즘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다. 또한 안정적인 보행을 위해 필수적인 다양한 로봇 제어 알고리즘

과 지면과 발사이의 충격 흡수 제어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RE730 마이크로/나노 로봇공학 (Micro/Nano Robotics)                         3:0:3(6)

21세기 들어 NT, BT 기술이 점차 심화되면서 이제까지의 Micro Robotics가 NT/BT와 결합하여 새로

운 시스템 개념으로서의 마이크로/나노 로봇공학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특히 생체가 대상일 경

우 향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본 교과목에서는 마이크로/나노 로봇 공학의 의미를 파악하

고 기본 구성 요소기술과 세계적인 기술 개발현황 및 향후에 대두될 기술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

하고 직접 개발 실험을 통해 그 기능을 확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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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740 진화로봇공학 (Evolutionary Robotics)                                3:0:3(6)

로봇의 가상진화 방법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최적화 기법과 유전자 알고리즘, 진화프로그래

밍 등의 진화 연산 기법과 유전자 표현법, 적합도 함수 설정하는 법 등을 다루며, 또한 로봇 학습을 

위한 Q-학습을 비롯한 강화 학습법, 사용자와의 교감을 위한 로봇 언어, 인지로봇을 구현하기 위한 

로봇의 사고 및 의식의 구현 가능성 등을 다루어 로봇이 진화, 성장, 학습, 번식할 수 있는 정보체

계를 다룬다.  

RE750 바이오 로봇 공학 (Bio-Robotics)                                         3:0:3(6)

바이오로봇공학은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연한 운동기능과 고등한 인지기능 등을 활용해 기존의 

기계 로봇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차세대 로봇공학의 중요한 연구 분야 중 하나다. 본 교과목에

서는 바이오로봇공학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바이오로봇, 사이보그, 바이오닉스, 뇌-컴퓨터 상호작

용 등 바이오로봇 설계를 위한 중요한 연구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바퀴벌

레나 물고기 등 생체시스템과 제어 시스템을 결합하여 간단한 사이보그 형태의 바이오로봇을 학생 

스스로 제작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RE887 지능로봇공학 특강 (Special Topics on Robot Technology)             3:0:3(6)

21C 지능로봇기술 및 대표적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매학기 주제를 정하여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survey, presentation, discussion, invited talk, panel discussion, project를 진행한다, 주요 topic은 humanoid 

robotics, ubiquitous robotics, HRI, neuroinformatics, applications of intelligent robot 등이다.

MAE550  고등동역학 (Advanced Dynamics)      3:0:3(6)

질점뿐만 아니라, 기계시스템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강체의 2차원 및 3차원 움직임을 운동학적

으로 묘사하고, 그리고 이들의 동역학적 운동방정식을 효율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다룬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Kane방법을 위주로 배우며, 가장 근본인 Newton방법 및 기

타 해석적 방법(Hamilton식, Lagrange식)과의 차이도 배운다.

MAE562  디지털시스템제어 (Digital System Control)      3:0:3(6)

디지털 시스템 제어의 일반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샘플링이론, 연속계의 이산화방법, 신호처리, z-변

환, 안정이론 및 deadbeat 제어기를 포함한 디지털제어기의 여러 가지 설계방법을 심도있게 다룬다.

MAE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2:3:3(6)

마이크로컴퓨터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계언어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탈 신호처리등의 과제를 공부한 후, 실험을 통하여 

80196계열, PIC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MAE662  정 구동시스템설계 (Design of Precision Actuation System)      3:0:3(6)

본 과목에서는 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나노미터 정 도의 구동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구조물 설

계기법, 오차분석, 오차보상 등이 다루어진다. 구체적으로는 설계원칙, 기구학적 설계, 정  모션가

이드설계, 진동/열적 영향분석, 오차보상 등이 다루어 진다.

MAE683  인간과 로봇의 햅틱인터렉션 (Human Robot Interaction: Haptics)     3:0:3(6)

로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중 근감각과 촉감의 전달 방법과 전달 시스템에 관하여 배운다. 원격조정

로봇과 햅틱 디바이스의 디자인과 제어의 기본에 관하여 배우며, 인간의 촉감 인지능력에 관하여 

배운다. 또 컴퓨터 그래픽 모델링에 관하여도 다루며, 가상현실과 햅틱 디바이스를 통한 힘 반향방

법에 관하여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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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694  이산이벤트시스템 및 응용 (Discrete Event Systems and Applications)      3:0:3(6)

시스템의 모델화, 설계, 분석, 평가 및 제어에 유용한 이산이벤트시스템 이론을 소개한다. 특히, 페

트리넷(Petri Nets)을 이용하며 견고한 수학적 기반을 갖는 관리제어(Supervisory Control) 이론을 익힌

다.

MAE761  비선형시스템제어 (Nonlinear System Control)      3:0:3(6)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해석 및 안정성 분석, 비선형시스템에 대한 제어기설계, 비선형제어기 설계 및 

해석 등 비선형시스템 및 비선형제어기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ID506  미디어 인터랙션 디자인 (Media Interaction Design) 3:0:3(3)

인간과 컴퓨터, 인간과 제품간의 상호작용을 형성하는 다양한 미디어의 시각, 청각, 촉각, 후각적 상

호작용성을 연구하여, 오감을 활용한 Tangible Interaction 디자인의 사례를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서 

다양한 인터랙션 디자인의 개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한다.

ID706  인터페이스 디자인론 (Theory of Interface Design) 3:0:3(3)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련된 인간의 인지모델, 디자인 가이드라인, 연구조사 방법론 등의 다양한 이

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간과 제품 그리고 이를 이어주는 인터페이스

를 이의 상호 작용을 이어주는 인터랙션과 함께 학습함으로써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EE512  시스템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0:3(6)

시스템 프로그래밍, 특히 운영체제 전반에 대하여 알아보고 process의 개념 및 관리, concurrency, 

memory 관리, file system의 구조 및 관리, 입출력, 분산시스템에 대하여 강의한다.  아울러 소규모 

운영체제 구현을 통하여 위 개념들을 익힌다.

EE516  컴퓨터응용실험 (Computer Applicatons Lab.) 1:6:3(6)

Linux OS와 ARM 기반 보드를 사용하여 기본 명령, 커널프로그래밍기법 등을 배운다.  실험실습 내

용은 시스템을 생성, 모듈프로그래밍, Character 기기, 블록기기, 인터랍트 처리방법을 구현한다.

EE525  네트워킹 기법 및 응용 (Networking Technology and Applications) 1:6:3(6)

이 과목은 타이밍복구, 등화기, 음성코덱, 전기교환시스템, 라우터, 프로토콜 설계 및 검증, 네트워크 

시뮬레이터, Winsock을 이용한 데이터 전송, 리눅스포팅, 리눅스라우팅, 네트워크 디바이스드라이버, 

CDMA 송수신 시스템, 망관리 등을 다룬다.

EE535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0:3(6)

여러 가지 영상신호 발생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처리와 분석, 이해

에 대해 배운다. 주제는 샘플링, 선형과 비선형 영상처리, 영상압축, 영상재구성, 영상분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E538  신경회로망 (Neural Networks) 3:0:3(6)

신경회로망의 이론과 응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특히 신경회로망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학습과 일반

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신경회로망 모델에 대하여 알아본다. 신경회로망의 여러 가지 응용을 

설명한다.

EE582  디지털 제어 (Digital Control) 3:1:3(6)

컴퓨터를 이용한 디지털 제어기의 설계 및 시스템의 해석방법을 다룬다. Z변환 및 상태변수법에 의

한 여러 가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의 해석 및 설계 방법을 검토하고, 최적제어 및 적응제어 기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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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하며, quantization effect 및 sample rate selection을 고려한 마이크로콘트롤러를 이용한 제어 알고

리즘의 설계문제를 과제 실험을 통하여 학습한다.

EE681  비선형제어 (Nonlinear Control) 3:0:3(6)

비선형 시스템의 해석과 비선형 제어 시스템의 설계에 관한 제반 기법을 소개한다. 비선형 시스템의 

해석기법으로 Liapunov stability, singular perturbations, averaging method등을 다루고 비선형제어 기법으

로 feedback linearization, sliding mode control, backstepping, Liapunov redesign technique등을 논한다.

(선수과목 : EE581)

EE682  지능제어이론 (Intelligent Control Theory) 3:0:3(6)

지능제어 기법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제어기법 중에서 불확실성 처리와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fuzzy 제어기 및 신경회로망 학습제어기 설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fuzzy set 이론 및 fuzzy 논리를 이용한, fuzzy 제어기의 설계 방법 및 응용예를 다루고, ANN을 

Review한 후 이에 기반하여 dynamic 시스템 제어를 위한 ANN-기반 학습 제어 기법과 최적화를 위

한 유전자 알고리즘(GA)등을 포함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지능제어 기법들을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581)

EE735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법 (Computer Vision) 3:0:3(6)

본 과목에서는 광학 영상으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원

리와 응용을 다룬다. 구체적 주제는 (1) 영상 취득에 관한 기하학적 및 측광학적 모델, (2) 영상으로

부터 유용한 특징정보를 얻어내는 방법, (3) 다중 영상 분석을 통해 3차원 구조를 알아내는 방법, 

(4) 영상 분할 및 추적 등 중간 단계의 비전 기술 및 (5) 궁극적인 물체 인식 방법론의 다섯 부분으

로 구성된다.

(선수과목 : EE535)

EE737  영상시스템 (Imaging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는 몇 가지 의료영상시스템과 여러 영상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 관련 응용

분야에 대해 다룬다. 주제로는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X선 단층촬영기, 단광자 방출 단층촬영기, 양

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자기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영상장치와 관련 후처리 기법들이다.

EE788  로보트 인지 및 계획 (Robot Cognition and Planning) 3:0:3(6)

로보트 인지는 다른 AI와는 달리 실시간 처리가 요구되는 상황에 적용되기 때문에 입력센서의 해석 

및 판단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보처리 방법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higher level program 

solving 방법을 다루며 응용으로서 task planning, scheduling 및 navigation planning을 다룬다.

(선수과목 : EE682, EE683)

EE887  로보트 특강 (Special Topics in Robotics) 3:0:3(6)

로보틱스 분야의 최신 주제를 깊이있게 다룬다.

CS520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Theory of Programming Languages) 3:0:3(6)

이 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구조와 의미구조의 이론적 배경과 실제를 익힌다. 강의 토픽

으로는 다양한 파라다임의 언어(값 중심의 언어 applicative language, 기계중심의 언어 imperative 

language, 넷트웍 중심의 언어 mobile language, 논리식 중심의 언어 logic language, 물건 중심의 언어 

object-oriented language, 함수중심의 언어 functional language 등)에 특화된 이론과 구현 기술,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분석하는 정형적인 도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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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530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3:0:3(6)

배취처리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본개념과 다중처리 및 시분할 처리계에 관한 것을 배우고, 국내에

서 사용되고 있는 오퍼레이팅시스템 중 하나를 선정하여 그의 구성 및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공부

한다. 간단한 오퍼레이팅시스템 프로그램을 짜보고, 그의 기능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연구한다.

CS570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중요한 개념 및 기본적인 기법과 응용시스템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방법, 경험적 

탐색, 문제해결, 논리 및 추론, 학습 등을 다룬다. 자연언어처리, 패턴인식, 컴퓨터시각, 음성인식, 신

경망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CS540  네트워크 아키텍춰 (Network Architecture) 3:0:3(9)

OSI의 Reference model을 아키텍춰 입장에서 고찰하고 각 계층의 프로토콜을 상위계층 중심으로 살

펴본다. 또한 통신 프로토콜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가에 관해 살펴보며, TCP/IP, SNA, PC간 네트

워크 등 여러 네트워크 아키텍춰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장단점을 강의 및 토론한다.

CS576  컴퓨터 비젼 (Computer Vision) 3:0:3(8)

컴퓨터를 이용한 시각기능 구현에 필요한 기초 이론 및 응용에 관해 강의한다. 주요 topic은 binary 

vision, gray-scale vision, 3-D vision, motion detection and analysis, computer vision system hardware and 

architecture, CAD-based vision, knowledge-based vision, neural network-based vision등이다.

CS580  컴퓨터그래픽스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2:3:3(10)

대화형 3차원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컴퓨터 그래픽스 기

본모델과 그래픽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그 구성요소 및 이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정립

하고 3차원 물체의 모델링 및 렌더링 기법을 다룬다.

CS610  병렬처리 (Parallel Processing) 3:0:3(8)

병렬처리 알고리즘, 병렬처리 컴퓨터구조, 다중처리 컴퓨터구조를 연구하고 현존하는 시스템을 분석

하여 진보된 컴퓨터구조를 이해한다.

CS642  분산처리체계 (Distributed Processing Systems) 3:0:3(3)

Open Distributed Processing(ODP)의 아키텍춰를 중심으로 모델의 구성과 분산 시스템에 관련된 제반기술

에 관해 살펴본다. 분산체계의 관리, 프로세서간 통신, 네이밍, Security등 세부 문제들이 제기, 토론된다.

CS655  시스템모델링 및 분석 (System Modeling and Analysis) 3:0:3(6)

날로 복잡해지는 정보 시스템과 자동화 시스템의 연구를 위하여 기본이 되는 모델링 방법을 중심으

로하여 시스템 분석기법을 배운다. 일반적인 모델링 기법들을 다룬후 Petri nets를 이용하여 시스템

의 모델링 방법과 시스템의 정적분석 및 동적분석에 대하여 설명한다.

CS670  퍼지 및 지능시스템 (Fuzzy and Intelligent System) 3:0:3(6)

이 과목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퍼지이론과 그와 연관된 지능형 시스템에 대하여 다룬다. 퍼

지이론과 그의 응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소개하고 아울러 신경회로망과 유전자 알고리즘에 관한 소

개와 응용방법을 다룬다. 여기에는 이상의 다른 기법들의 융합방법에 대하여도 공부한다.

CS676  패턴인식 (Pattern Recognition) 3:0:3(3)

문자, 음성, 화상 등의 패턴을 대상으로 패턴공간에서의 패턴클래서의 분류 이론을 다루고, 각 패턴

의 특징 추출방법과 특징에 의한 인식논리를 기존시스템을 중심으로 다룸으로써, 다양한 패턴에 대

한 인식기기의 설계능력을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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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678  지능형로보틱스 (Intelligent Robotics) 3:0:3(6)

지능형 로보틱스의 응용 및 실험을 위주로 한다. 현재 주요 Topic은 mobile robot을 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센서기술 및 지능적 제어기술에 관한 연구이다.

CS774  인공지능 특강 (Topics in Artficial Intelligence) 3:0:3(6)

인공지능의 기법 및 응용시스템에 관한 최근의 발전에 관하여 공부한다. 지식표현, heuristic search, 논리 

및 논리언어, robot planning, 인공지능 언어, 전문가 시스템, 분산 인공지능시스템, 불확정성의 문제 등을 

다룬다.

CS776  인지과학 특강 (Topics in Cognitive Science) 3:0:3(6)

사람의 인지능력을 규명하고 그 능력을 기계에 이식하고자 하는 인지심리학, 인공지능, 전산학, 언어

학과 철학의 여러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한다. 특히 아직도 컴퓨터가 잘 해결하지 못하는 패턴인식, 음

성인식, 자연언어이해 등의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뇌의 계산모형의 neural network에 대하

여 중심적으로 연구한다.

CS780  컴퓨터 그래픽스 특강 (Topics in Interactive Computer Graphics) 2:3:3(10)

본 과목은 기하모델링, 영상생성 및 처리, 동작생성과 제어에 관한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고급 연구주

제를 다룬다. 최근의 연구결과를 조사분석하고, 연구주제에 관련된 근본문제와 연구방향을 토론한다.

BiS571  바이오기전공학 (BioElectroMechanics) 3:0:3(6)

바이오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이해와 분석에 필요한 기전공학적 기초지식을 제공하며, 기계시스템

과 전자시스템간의 상사 및 기전복합시스템의 모델링, 그리고 첨단 바이오 및 의료검진 장비의 시

스템적인 구성과 동작원리를 중심으로 생명공학과 의료산업에의 응용에 관해 소개한다.

BiS623  생물전자소자 (Bioelectronic Devices) 3:0:3(3)

효소, 항체, 미생물, 동물세포, DNA와 같은 생체물질의 분자인식 기능을 이용한 바이오센서, 바이오

칩 등의 생물전자소자의 구성 및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생명공학, 정 화학, 의료산업 분야의 응용 

예를 중심으로 최신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iS651  음향및청각모델 (Hearing and Auditory Model) 3:0:3(6)

음의 전파 및 산란 등 음향학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다룬 후, 인간의 청각시스템을 인지과학, 음향

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비선형, 시간적응, 마스킹(masking) 등 청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

실험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청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실세계 음성인식에의 응용을 다룬다.

BiS652  인간시각모델 (Human Visual Model) 3:0:3(6)

인간의 시각시스템을 인지과학 및 신호처리 관점에서 다룬다. 시각과 관련된 다양한 인지실험자료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학적 시각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이의 정보이론과의 관계를 검토하

고, 실세계 영상인식 및 추적에의 응용을 다룬다. 

BiS653  의료영상시스템 (Biomedical Imaging System) 3:0:3(6)

여러 가지 의료용 영상시스템의 원리와 영상법, 그리고 각각의 응용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며, X-선 영

상, 초음파 영상, X-선 CT, MRI, PET, PACS 등의 영상시스템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분석 소개한다.

RE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Research)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 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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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966 세미나 (석사) (Seminar)                                           1:0:1

로보틱스 전 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 과목은 전기및전자, 전산, 기계, 항공

우주, 산업공학, 산업디자인과의 세미나로 대체된다.

RE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Research)

논문 지도 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 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한다.

RE986 세미나 (박사) (Seminar)                                                        1:0:1

로보틱스 전 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 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

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 사항들에 대해 토론을 한다. 이 과목은 전기및전자, 전산, 기계, 항공

우주, 산업공학, 산업디자인과의 세미나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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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술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ct.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2902  전공책임교수: 042-869-2912

1. 개  요

정보, 지식,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는 21C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과학기술은 단순히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단로서의 차원을 넘어, 사회 저변의 문화적 발전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변화가 이뤄짐과 동시에, 과학기

술, 인문학, 예술 및 디자인 등 기존 학문 분야들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 경계를 허물면

서 상호 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문화기술(CT)은 이러한 모색의 일환이다. 협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CT는 문화 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학문적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과학 기술-인문사회학-예술 

및 디자인, 3분야의 공통분모, 즉 미디어 공학, 미디어 콘텐츠 기술, 디지털 디자인, 미디어 아트, 문

화 및 미디어 이론 등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문

화기술학제전공은(이후 CT 전공)은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학제적 연계를 통해 창조적 이성과 인간적 감성

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혁신적 형태의 과학 기술을 교육, 연구, 개발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세분

화된 전문 지식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과학 기술과 일상 문화의 접촉면들을 다양한 각도로 접근

하면서, 디지털미디어 기술과의 접목을 시도하고자 한다. 

KAIST의 CT 학제전공은 과학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학문의 체계화를 전제로 하

며, 보다 심도 깊은 교육과 연구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적 소양과 인문사회적 지식을 갖춘 

이공학의 전문지식과, 과학기술 문제해결 사고방식을 겸비한 문화산업분야의 및 글로벌리더를 양성

하고 있다.

문화기술 학제전공은 문화기술대학원으로 입학하지 않고 각 학과에 지원하여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

로 운영 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은 소속학과와 문화기술대학원에서 제공하는 과목을 이수 하도록 한

다.

2. 학위과정

본 문화기술학제전공은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학위기에는 다음 2가

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1) 문화기술학제전공 참여학과로 입학한 후에 소속학과의 이수과정을 만족하고 문화기술학제전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속학과 명칭과 동시에 “문화기술학제전공”이 표시된다.

(2) 문화기술학제전공 참여학과로 입학한 후에 문화기술학제전공을 선택하여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는 “문화기술학제전공”으로 표시된다.

3. 교육 및 연구 분야

  문화기술학제전공은 문화기술대학원의 다음의 3개 전공트랙을 심도 있게 학습할 수 있으며

    ∘ 콘텐츠창작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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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양한 미디어에서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 미디어 에 대한 공학적 및 예술적 이해연구

     - 디지털스토리텔링 및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대한 연구

   ∘ 콘텐츠기획 및 디지털문화이론

     - 콘텐츠에 대한 예술적 실험, 디지털 미학, 인터페이스의 디자인 실험

     - 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예술 표현 기술의 개발

     - 디지털문화에 대한 인문사회학적 접근

   ∘ 문화기술 경영 및 정책

     - 문화 기술 산업 및 정책에 대한 거시적인 이해, 

     - 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전략의 모색

소속학과의 CT참여교수의 연구실 또는 문화기술대학원의 7개 연구실중 선택하여 심화연구를 수행

한다.

Visual Media Lab 

비쥬얼 미디어 랩의 연구 목적은 영상 특수 효과 기법과 컴퓨터 그래픽을 응용한 제반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게임 등의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것에 있다. 개발된 컴

퓨터 그래픽 기술들은 궁극적으로 현실과 구분이 불가능한 Digital Actor 와 Digital World의 창조

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구현, 물, 불, 구름, 가스 폭발 등과 같은 

특수 효과 창조, 실제와 같은 얼굴이나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에 연구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현

재 우리 랩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제들은 물리적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3D 모델과 텍스쳐 

연구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3D 모델, 인간형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케칭 인터페

이스, 플루이드 시뮬레이션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perience Lab

종래의 HCI는 컴퓨터와 인간, 그리고 가상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기술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기술발전으로 인해 컴퓨터, 자연환경, 그리고 인공환경으

로 이루어진 복잡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HCI는 더 이상 컴퓨터와 인간 간

의 직접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것에서 벋어나, 보다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상황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EXP Lab에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전자공간과 인간과의 상호작용,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새로운 활용과 응용, 그리고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표현기법을 다룬다. EXP Lab에서 다

루는 분야로는 컴퓨터게임, 웨어러블컴퓨팅, 가상현실 응용 등이다. 현재 진행중인 연구과제로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를 기반으로 한 정보공간에서의 인지과정에 대한 연구, 미디어아트 이론 

연구, 과학전시의 체계적인 기획과 이론정립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Digital Media & Contents Lab

문화는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고리이며 커뮤니케이션을 기본으로 한다.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서의 디지털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내용물로서의 콘텐츠는 문화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

한 디지털미디어와 유비쿼터스/온라인 환경의 기술과 그 안에서 구현되는 양질의 콘텐츠를 창안

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작업은 문화기술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Digital Media & Content Lab. 에서는 미디어 인터랙션 및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관한 연

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와 제품이 결합되는 미래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며,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하는 신제품, 웹, 애니메이션, 게임, 문화원형 분야에서의 디자인

과 다양한 공학기술 등을 연구한다. 세부연구 분야는 미디어 인터랙션디자인, 디지털에듀테인먼

트, 문화콘텐츠 특성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디자인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연구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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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Storytelling & Cognition Lab 

디지털 기술의 진보에 따라 Story와 Storytelling technology는 엔터테인먼트와 비즈니스의 거의 모

든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소설, 연극,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웹 등 독립된 미디어에서 

연구되어온 Story와 Storytelling technology는 미디어의 경계를 넘어 종합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은 컴퓨터를 매개로 한 인간과 기계의 커뮤니케이션활동과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문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Story Value가 높은 Story의 안정적 공급이 필

수적이며,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Digital Storytelling & Communication Lab에서는 Story 원형 발굴 및 Story Developing System 그리

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등 언어, 커뮤니케이션, Story, Storytelling

과 관련된 전 영역을 연구한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Story Modeling, Story Design, New 

Storytelling Media, Story Developing & Valuation System, Language & Text Analysis, Digital 

Communication 등이다.

Cultural Management & Policy Lab

CT contents 비중이 높은 문화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의 분석과 전망을 통해 새로운 문화 contents

의 시장성을 높일 창의적인 business model을 개발하고 CT business의 경제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 

등을 수행한다. 그리고 문화 시장의 환경 분석을 통한 CT contents의 발전방향과 투자방향의 제

시하며 CT 및 CT content 창업을 위한 경영전략개발을 한다. 향후 CT 성공사례 case study 등을 

수행할 lab으로서 다른 6개의 lab에서 개발한 contents의 경제성 분석과 경영전략 제시라는 보완

적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이 lab에서 다루는 분야는CT business model development, CT consumer 

research, CT market research & simulation, CT industry policy and regulation analysis, economics of 

culture and culture industry 등이다.

Creative Physical Interaction Lab

Creative Physical Interaction Lab은 로봇의 행동, 개성 및 외관 디자인, 기초비전기술, 음성인식, 인

지적 지능, 감정생성, 로봇의 의도, 감정 및 표정, 음향, 동작생성에 관한 기초기술 등을 연구한

다. 로봇이 공장의 자동화도구에서 일상생활의 친구와 동료가 되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로

봇과 인간의 상호작용 (HRI)’ 기술은 문화기술(CT)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로

봇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테스크를 잘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행동

을 유도하는 인지적 상호작용기술, 로봇과 사람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인

공생명체로 느끼게 하는 정서적 상호작용 기술,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고 실용성이 있는 로봇

디자인 연구가 필수적이며, 로봇의 기술을 이용한 퍼포먼스나 문화기획등도 연구의 대상이다. 댄

스로봇공연 프로젝트, 디지털 인터렉션을 가지는 Stage Automation등을 위한 물리적 인터페이스 

디바이스를 제작 고안하여, 문화산업의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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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과정

교과목학점

연구학점 계공통

필수

전공필수 학제전공선택

학제전공 소속학과 학제전공 소속학과

석사

문화기술

학제전공
3 6 - 21이상 12이상 42이상

일반학과 3 6
학과규정에 

따름
12이상

학과규정에 

따름
12이상 42이상

박사

문화기술

학제전공
3 6 - 30이상 33이상 72이상

일반학과 3 6
학과규정에 

따름
21이상

학과규정에 

따름
30이상 72이상

     ※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 소속학과를 표기하여 졸업하는 학생들은 각 과정 공히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요건을 이수

하는 동시에 소속학과의 이수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학제전공 교과목중 소속학과와 학제전공에서 동시에 이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각각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총 4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개설 학부/학과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3

CC522

CC530

CC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4)

2:3:3(10)

2:3:3(6)

3:0:3(6)

2:3:3(8)

3:0:3(6)

3:0:3(6)

 교무처

 인문․사회과학부

 전산학전공

 응용수학전공

 산업공학과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과

 바이오시스템

       - CC010 리더십강좌(2002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학제전공필수: 6학점(문화기술대학원의 전공필수)

       - 문화기술론 (GCT 501),  문화기술 프로젝트 I (GCT 503)

   라.  학제전공선택 :  21학점 이상(문화기술대학원의 전공선택)

      - 본 학제전공(문화기술대학원)에서 개설한 선택과목 중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함 (단 

소속학과명과 학제전공을 동시에 졸업하려는 일반학과 학생들은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전공선택과목중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소속학과의 요구사항을 만족 해야함)

      - 본인의 연구와 전공에 필요한 타 학과의 석사과정과목은 지도교수와 전공책임교수의 심의

를 거쳐 9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마.  연    구:   12학점 이상

       - 논문연구, 세미나(1학점) 등으로 12학점 이상 이수.

       - 연구학점 중 3학점을 2개월 이상의 기업체 인턴십, 워크샾으로 취득 가능.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72학점 이상

        -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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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통필수: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학제전공필수:  학제전공 필수  6학점

        - 문화기술론 (GCT 501),  문화기술 프로젝트 II (GCT 604)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라. 학제전공선택:  30학점 이상  

        - 학제전공 선택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포함하여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단 소속학과명과 학

제전공을 동시에 졸업하려는 일반학과 학생들은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전공선택과목 

중 21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소속학과의 요구사항을 만족 해야함)

      - 본인의 연구와 전공에 필요한 타 학과의 박사과정과목은 지도교수와 전공책임교수의 심의

를 거쳐 12학점까지 전공선택으로 인정함.

     

    마. 연    구:  30학점 이상

      - 논문연구, 세미나(1학점) 등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2005학년도 입학생 및 학제전공 지원신청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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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고

공통필수

CC010

CC500

CC510

CC511

CC513

CC522

CC530

CC531

 리더십 강좌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1:0:0

3:0:3(4)

2:3:3(10)

2:3:3(6)

3:0:3(6)

2:3:3(8)

3:0:3(6)

3:0:3(6)

 교무처

 인문․사회과학부

 전산학전공

 응용수학전공

 산업공학과

 전기․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과

 인문․사회과학부

봄.가을

봄.가을

봄.가을

가을

전

공

필  

수

학제

전공

GCT501

GCT503

GCT604

문화기술론

문화기술프로젝트 I

문화기술프로젝트 II

3:0:3(6)

3:0:3(6)

3:0:3(6)

원광연 외

임창영 외

Staff

봄

봄

가을

석사

박사

소속
학과

+
학제
전공

소속학과 전공필수 이수기준에 따름

GCT501

GCT503

GCT604

문화기술론

문화기술프로젝트 I

문화기술프로젝트 II

3:0:3(6)

3:0:3(6)

3:0:3(6)

원광연 외

임창영 외

Staff

봄

봄

가을

석사

박사

학제전공

선    택

문화기술대학원 전공선택 과목과 동일

소속학과 전공선택 과목과 동일

연    구

CT960

CT965

CT966

CT980

CT986

36.960

36.965

36.966

36.980

36.986

논문연구(석사)

개별연구(석사)

세미나(석사)

논문연구(박사)

세미나(박사)

0:6:2

1:0:1

1:0:1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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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소속학과 및 문화기술대학원 교과목 개요참조

7. 문화기술대학원 교과목 일람

세부분류　
학수분류

GCT500 GCT600 GCT700

x0x

필 수

공통필수

CC010:
리더쉽강좌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재료과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특허분석과 발명출원     (택1)

전공필수

GCT501:
문화기술론

(
석∙박사 필수

)             GCT503:
문화기술프로젝트

1(
석사필수

,
박사선택

)  

GCT604:
문화기술프로젝트

2(
석사선택

,
박사필수

)

연   구

GCT960:논문연구(석사)         GCT980:논문연구(박사)

GCT966:세미나(석사)           GCT986:세미나(박사) GCT967: 
개별연구

(
석사

)        

x1x

전 

공

선

택

예술일반

인문사회일반

GCT511:
미디어미학

GCT611 
문화원형론

GCT711: 
디지털문화이론특강GCT712: 
문화기술연구방법론

x2x
CG/VR

GCT522:
컴퓨터그래픽스 및 가상현실

GCT621(CS580):
컴퓨터그래픽스기술 GCT622: 

디지털인간

GCT721: 
컴퓨터그래픽스 특강 GCT722:
가상현실 특강GCT724: 
애니메이션특강

x3x 음악
/
퍼포먼스

GCT531:
극장음악과 디자인

(
학∙석)

GCT532:
음향악기제조와 평가실험

(
학∙석)

GCT533:
사운드디자인과 프로그래밍GCT534:
공연기획 및 경영관리

(
학∙석)

GCT631:
음악 및 음향기술GCT632:
디지털 퍼포먼스GCT633:20
세기 음악과 문화

GCT731: 
음악기술 특강

x4x
HCI/

게임

GCT541:
인간과컴퓨터상호작용 GCT542:
게임기술GCT543:
게임디자인

GCT641:
게임학 

(Ludology) 

GCT642:
유저인터페이스GCT644:
게임기획 및 제작

GCT741:HCI 특강 

GCT742:인포테인먼트 기술 특

강

x5x
디자인

/
영상

건축

GCT551:
디지털디자인 GCT552:
정보디자인GCT553:
디지털콘텐츠디자인GCT554:
디지털건축

GCT651:
미디어인터랙션디자인 GCT653:
가상세계GCT656:
디지털패션

GCT751:
영상디자인 특강 GCT752:
디지털콘텐츠디자인 특강

x6x
공학

/
전산

로보틱스

GCT561:
과학기술의 개념과 과학적사고GCT562:
인공지능GCT563:
로보틱스

GCT661:
네트웍미디어GCT662:
인간과로보트상호작용

GCT763:
창의적과제         (Making Things)

x7x
언어

/
문학

커뮤니케이션

GCT571:
언어이론과 문화기술 GCT572:
디지털커뮤니케이션론GCT574:
스토리디자인

GCT673:
계산창조론 GCT672:
디지털서사학GCT674:
텍스트분석과 지식마이닝

GCT772:
디지털서사학특강

x8x 경제
/
경영

/
정책

GCT581:
문화경제론 GCT582:
문화콘텐츠산업론

GCT681:
미디어마케팅 GCT682:
문화산업정책GCT683:e-
비즈니스전략 GCT781:

문화경제특강GCT782:
문화콘텐츠마케팅특강GST783:
글로벌 문화특강

GCT583:
문화경영조직론GCT584:
문화지식재산권론

GCT684:
지역문화산업론GCT685:
문화벤처창업론 GCT686:
기업문화전략GCT687:
문화예술조직경영 특강 GCT688:
글로벌문화마케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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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epss.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8584

1. 개  요

   반도체학제전공은 21세기 세계 반도체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

여, 한국과학기술원 내의 5개 학과(전기및전자공학전공,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신소재공

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설하였다. 

2006학년도 석사 신입생 선발을 시작으로 하여, “메모리 및 시스템 LSI 분야의 반도체 설계 및 소

자, 공정”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향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석·박사급 인력을 양성할 계

획이다.

2. 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으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학위기에는 “반도체학제전공”과 학생이 소속한 

 참여 학과 명칭이 동시에 기록된다.(단, 소속 학과와 반도체학제전공의 이수요건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

3. 교과목 이수요건

과정

교 과 목 학 점

연구 계
공통필수 학제 전공필수 학제 전공선택

소속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

석사 3 3 9 9 6이상 36

박사 3 6 18 15 30 72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 각 과정 반드시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요건을 이수하는 동시에 소속학과의 이수요건을 만족시

켜야 함. 

- STE998(석사 인턴십, 1학점) : 석사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STE999(박사 인턴십, 3학점) : 박사과정에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I. 석사과정 (총 이수학점 36학점 이상)

1. 공통필수 : 3학점

  -  CC510(전산응용개론), CC511(확률 및 통계학), CC513(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기업과 정신과 경영전략),  

     CC500(영어논문작성법), CC512(신소재과학개론) 중에서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강좌, 무 학점) 반드시 이수

2. 학제전공필수 : 3학점

  -  STE505(반도체 공정실험)은 석사과정 필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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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제전공선택 : 9학점 이상.

  -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선택 교과목 중에서 택 3하여 9학점 이상 이수

4. 소속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 : 9학점 이상.

  - 각 소속학과/전공의 이수요건으로 인정한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중 택 3하여 9학점 이상 이수.

5. 연    구 : 6학점 이상

  -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6학점 이상 이수.

    (각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  연구학점 중 본 학제전공의 STE998(석사 인턴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Ⅱ. 박사과정 (총 이수학점 72학점 이상)

1. 공통필수 :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2. 학제전공필수 : 6학점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6학점 이수. 

  - STE505(반도체공정실험), STE605(메모리 소자)

3. 학제전공선택 : 18학점 이상.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 

4. 소속학과 전공필수 및 선택 : 15학점 이상.

  -  각 소속학과/전공의 이수요건으로 인정한 필수 및 선택 교과목 중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

5. 연    구 : 30학점 이상

  -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각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 연구학점 중 본 학제전공의 STE999(박사 인턴십)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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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010 11.010 리더십 강좌 1:0:0 봄․가을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30 11.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학제

전공필수

STE505 48.505 반도체 공정실험 2:6:3 여름
석사 필수,

박사 필수

STE605 48.605 메모리 소자 3:0:3 가을
석사 선택,

박사 필수

CBE473 39.473 미세전자공정 3:0:3(3) 김도현,우성일 봄․가을 **

CBE525 39.525 분자전자학 3:0:3(3) 김종득, 정희태 봄․가을

CBE581 39.581 미세생명화학시스템 3:0:3(3) 우성일 봄

CBE682 39.682 유기나노구조재료 3:0:3(3) 정희태 가을

CH471 23.471  고분자개론 3:0:3(3)
고분자화학분

야교수
가을 **

CH671 23.671  유기고분자화학 3:0:3(3) 김상율 봄․가을

CH672 23.672  특성고분자화학 3:0:3(3)
김상율,김진백, 

심홍구
봄․가을

CH774 23.774  고분자화학특강II 3:0:3(3)
고분자화학분

야교수
봄․가을

학제 EE421 35.421 통신시스템 3:0:3(6) 이용훈, 정세영 봄 **

전공선택 EE432 35.432 디지털신호처리 3:0:3(6) 김형명 가을 **

EE535 35.535 영상처리 3:0:3(6) 김성대 봄

EE561 35.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3:0:3(6) 과교수 봄 *MS684

EE564 35.564 집적회로프로세스 3:0:3(6) 과교수 가을 *MS635

EE566 35.566 MEMS 전자공학 3:0:3(6) 윤준보 가을

EE571 35.571 전자회로특론 3:0:3(6) 조규형 봄

EE573 35.573 VLSI시스템개론 3:0:3(6) 경종민 봄

EE641 35.641 초고주파 집적회로 3:0:3(6) 권영세,이귀로
홍성철 봄

EE661 35.661 고체물리 3:0:3(6) 임굉수,홍성철 봄 *MS613

EE663 35.663 고주파전자소자 3:0:3(6) 홍성철,양경훈 봄

EE676 35.676 아날로그집적회로 3:0:3(6) 조규형 가을

EE678 35.678 디지털집적회로 3:0:3(6) 김이섭,유회준 가을

EE762 35.762 고급MOS소자물리 3:0:3(6) 과교수 가을

MS613 34.613 고체물리 3:0:3(3)  전덕영 가을 *EE661

MS635 34.635 반도체 공정설계 3:0:3(2)  강상원 가을 *EE564

MS642 34.642 전자패키징기술 3:0:3(2)  백경욱 봄

MS654 34.654 표면과학 3:0:3(2)  이원종 봄

MS684 34.684 반도체 소자공학 3:0:3(3)  안병태 봄  *EE561

PH441 20.441 플라즈마물리학개론 3:0:3(4.5)  과교수 가을

PH613 20.613 반도체물리학 3:0:3(4.5) 장기주,신중훈 봄․가을

PH621 20.621 응용파동광학 3:0:3(4.5) 김병윤,이용희 봄․가을

PH643 20.643 응용플라즈마물리학 3:0:3(4.5) 장홍영,최원호 봄․가을

연구

STE998 48.998 석사 인턴십 0:0:1 여름․겨울

STE999 48.999 박사 인턴십 0:0:3 봄․가을

STE960 48.960 논문연구(석사)

STE980 48.980 논문연구(박사)

 ※비고: *는 대체과목임.    **는 400단위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대체과목 중복 수강 불가

  (예) 1. EE561(집적회로소자개론), MS684(반도체 소자공학) 중 한 과목만 수강

      2. EE564(집적회로프로세스), MS635(반도체 공정실험) 중 한 과목만 수강

      3. EE661(고체물리), MS613(고체물리) 중 한 과목만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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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STE505  반도체공정실험(Semiconductor Process Laboratory) 2:6:3

MOS 트랜지스터를 제작해 보는 과정을 통해 반도체 공정 전반을 실습한다. 청정실 사용법을 익히

고, 산화막 성장, 리소그래피, 식각, 확산, 박막 증착 등의 공정을 실습하며, 제작된 MOS 트랜지스터

의 특성을 측정하고 분석한다.

STE605  메모리소자(Fundamentals of Memory Devices) 3:0:3

비전자공학 출신자들도 배울 수 있도록 pn 접합 이론, MOSFET 트랜지스터 동작 원리 등을 학습한

다. 이후 DRAM, SRAM, Flash Memory 소자의 구조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학습하고, 차세대 미래형 

소자 및 메모리 구조를 학습하여, 최종적으로 메모리 소자 전반에 대한 지식을 KAIST 교수진과 관

련 기업 임원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으로부터 배우고 익히도록 한다. 

CBE473  미세전자공정(Microelectronics Processes) 3:0:3(3)

전자재료 제조 공정에서의 대표적인 Unit Operation Process 즉, 적층성장, 산화반응, 이온 주입, 금속

증착, Sputtering, 화학증착 공정들을 소개하고 이러한 단위 공정들이 어떻게 최종 Chip 제조공정에 

사용되는지를 공부한다.

CBE525  분자전자학(Molecular Electronics) 3:0:3(3)

나노수준의 분자와 물질구조를 제어하여 전기 광학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소재 및 소자 

설계, 구조제어, 재료공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나노구조재료들이 어떻게 광 전자적 특성을 갖는지에 

관해서 공부한다.

CBE581  미세생명화학시스템 (Micro-Chemical and Biomolecular Systems) 3:0:3(3)

Microfluidic 반응기, lab-on-chip, process-on-chip과 nanometer 및 micrometer scale의 소자를 이용하여 

미세 생명 및 화학공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본원리와 응용 예를 다룬다.

CBE682  유기나노구조재료 (Organic Nano-Structured Materials) 3:0:3(3)

유기나노재료의 구조를 이해하여 우수한 기능을 창출하고자 구조제어, 분자배향 및 나노분석기술을 

소개하고 이러한 유기구조재료들이 광전자 및 정보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이해한다.

CH471  고분자개론 (Polymer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고분자 화합물의 합성을 주로 하며 고분자 물질들의 합성방법과 구조적 특성, 분자량 분

포, 반응메카니즘과 반응속도, 고분자 물성 측정, 분광학적 성질, 고분자 반응 그리고 응용성 고분자

들의 구조와 성질 등에 관한 개론을 다룬다.

CH671  유기고분자화학 (Organic Chemistry of High Polymers) 3:0:3(3)

이 과목은 부가 및 축합 중합의 반응속도론 및 반응 메카니즘을 중심으로하여 부가공중합, 유화중

합등을 다루며 고분자의 입체화학 및 성질 등을 토론하고 새로운 중합반응을 소개한다.

CH672  특성고분자화학 (Specialty Polymer Chemistry) 3:0:3(3)

이 과목은 광 및 전자기능성 고분자의 합성 및 물성에 관한 과목으로 전도성고분자, 광전도성고분

자, 광응답성고분자, 비선형광학고분자, 고분자전지, 포토레지스트 등을 다룬다.

 

CH774  고분자화학특강 II (Special Topics in Polymer Chemistry II) 3:0:3(3)

이 과목은 고분자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분자량 및 분자량분포, 결정도, 입체규칙성 및 미

세 구조등의 분석방법과 이러한 요인들 및 화학구조와 고분자 물성과의 상관관계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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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421  통신시스템 (Communication Systems) 3:0:3(6)

본 과목에서는 디지털통신 시스템의 실제 구현에 관한 문제에 중점을 둔다. 최근에 상용으로 운용되는 통

신 시스템 한가지를 선택하여 물리계층 전체 소프트웨어 구현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다루는 주제는 fading 

채널에서의 디지털 변복조, channel coding, 등화기 및 동기 기법을 포함한다  

(선수과목 : EE321)

EE432  디지털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0:3(6)

이 과목에서는 이산 신호 및 시스템의 표현, 분석 그리고 설계에 관하여 다룬다. 개요는 z-변환, 이

산 푸리어 변환, 빠른 이산 푸리어 변환, 이산 시스템 구조, 디지털 필터 설계 방법, 아날로그-디지

털 변환, 디지털-아날로그 변환, 표본화 그리고 에어리어싱에 관한 문제

(선수과목 : EE202)

EE535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0:3(6)

여러 가지 영상신호 발생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처리와 분석, 이해

에 대해 배운다. 주제는 샘플링, 선형과 비선형 영상처리, 영상압축, 영상재구성, 영상분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E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vices) 3:0:3(6)

이과목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적회로소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강

의한다. 양자 역학과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PN 접합 다이

오드, MOS 캐패시터, MOSFET, Bipolar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

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micron 단위 이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차

적인 현상 (Deep submicron secondary effect)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에 대

해 전반적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4  집적회로프로세스 (Integrated Circuit Fabrication Process) 3:0:3(6)

집적회로 제조에 필수적인 미세패턴 형성, 실리콘 산화막의 성장, 불순물 확산, 이온 주입, 박막 형

성, 상호연결, 패키징, 종합공정 및 새로 등장한 마이크로머시닝 기술 등 집적회로의 제조 공정을 

다룬다.

EE566  MEMS 전자공학 (MEMS in EE Perspective) 3:0:3(6)

본 과목에서는 마이크로전기기계시스템(MEMS)에 대해 전자공학의 관점에서 설계, 제작, 응용에 이

르는 전 과정을 탐구한다. MEMS 설계를 위해 다양한 동작 원리, 반도체 설계 툴을 포함한 MEMS

용 CAD툴, 및 신호처리 회로들을 살펴보고, MEMS를 제작하는데 필요한 핵심 반도체 공정과 마이

크로머시닝 기술들을 심도있게 공부한다. MEMS의 중요 응용사례들인 마이크로센서들, 무선∙초고

주파 MEMS, 광학 MEMS, 및 바이오∙마이크로유체 MEMS 속에서 전자공학 측면에서의 중요한 사

안들을 살펴본다.

EE571  전자회로특론 (Advanced Electronic Circuits) 3:0:3(6)

본 강의는 능동소자 (BJT와 MOS 트랜지스터)를 이용해 구현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분석방법을 소개한

다. 아날로그 회로 설계가 근사화와 창의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강의는 복잡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

고 근사화 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선수과목 : EE206, EE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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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573  VLSI 시스템 개론 (Introduction to VLSI Systems) 3:0:3(6)

이 과목은 SoC(System-on-Chip)을 포함하여 VLSI 칩의 역할, 응용 및 설계와 검증에 관련된 여러 문

제를 다룬다. 추가적인 내용은 HW/SW 동시설계 및 동시검증, 완전주문형 설계, 재구성가능 시스템, 

저전력 시스템, 연결과 패키징 기술, 클록 분배, VDSM(Very Deep Submicron)문제 등이 있다. 학생들

은 이 과목의 주제 범위 내에서 자신이 고른 주제에 대하여 포스터 발표와 구두 발표의 기회를 갖

게 된다.

EE641  초고주파 집적회로 (Monolithic Microwave Integrated Circuits) 3:0:3(6)

이동통신을 비롯한 wireless 시스템에 필요한 초고주파 집적회로의 공통되고 핵심된 사항을 다룬다. 

Si 이나 화합물 반도체 소자 공정을 이용한 초고주파 집적회로들을 기본으로 구성하는 단위회로, 회

로설계방법, 회로구조, 성능평가방법을 포함한다. 

(선수과목 : EE204, EE206)

EE661  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3:0:3(6)

이 강의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체, 반도체, 유전체등 고체물리학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을 양자역학, 통계 및 열역학등 기초적인 물리학이론과 함께 강의하며, 특히, 양자우물, 양자

선, 양자점과 같은 나노구조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물리적 전기적 특성들을 강의하고 이를 이용한 

소자들에 대해 다룬다. 

EE663  고주파전자소자 (High Frequency Electronic Devices) 3:0:3(6)

초고주파/초고속 집적회로 및 시스템에 사용되는 고주파 전자소자들의 물리적 특성과 구조, 소자 동

작원리를 이해하고, 특성 모델링, 제작기법, 초고주파 아날로그/디지털 집적회로에의 응용 등에 대하

여 공부한다. 

(선수과목 : EE461)

EE676  아날로그 집적회로 (Analog Integrated Circuits) 3:0:3(6)

기초적인 전자회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할 때 널리 쓰이는 기본 블록들 (광

대역 연산 증폭기, 비교기, 연속시간 아날로그 필터, 스위치-커패시터 필터,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 등)에 대해서 CMOS 중심으로 다루는 고급과정이다. 

(선수과목 : EE571)

EE678  디지털 집적회로 (Digital Integrated Circuits) 3:0:3(6)

본 교과목을 통하여 고성능 CMOS 회로 설계의 중요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맞춤형 설계 방법을 이

용한 데이터 패스 설계, 클럭킹, CMOS 로직 스타일 등에 대해 이해한다.

EE762  고급 MOS 소자 물리 (Advanced MOS Device Physics) 3:0:3(6)

MOSFET 소자의 물리현상과 소자 소형화에 따른 효과를 도 있게 다룬다. 최근 나노소자 MOSFET

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구조, 신물질을 이용한 기술 동향에 대해 소개를 하고, 구체적 응용 

사례로서, 다양한 메모리 소자를 다룬다. 또한 양자효과, 소자의 신뢰성, 모델링을 다룸으로써 차세

대 소자에 대한 충분한 기본 지식과 응용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561)

MS613 고체물리(Solid State Physics) 3:0:3(3)

공학도를 위한 고체물리로서 결정구조, 고체회절, 격자진동, 금속의 자유전자론, 고체의 대구조 이

론, 금속/반도체/절연체에서의 전기의 흐름 및 자기적 성질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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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635  반도체 공정 설계 (Semiconductor Integrated Process Design) 3:0:3(2)

CMOS 집적화 공정 설계를 위하여 중요 모듈공정기술을 소자의 전기적 특성과 연계하여 이해하도록 

하고, 이러한 모듈공정의 기본이 되는 단위공정에서 발생되는 재료공학적 문제점이 소재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해석한다.

MS642 전자패키징기술(Electronic Packaging Technology) 3:0:3(3)

이 과목에서는 미세전자 패키징 관련 기술을 다루며 그 내용은 칩 접속기술, 패키지 재료 설계, 기

계(응력, 열) 설계, 전자 회로 설계기술, 플라스틱, 세라믹 패키지 기술, 어셈블리 기술, 또한 최근 패

키징 기술인 다중칩 모듈, LCD 패키징 기술 등을 포함한다.

MS654  표면과학 (Surface Science) 3:0:3(2)

표면과학은 물체의 표면이나 각기 다른 상들간의 특성, 성분구조등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현대의 

technology는 표면넓이 대 부피의 비가 작은 소자(직접회로, 박막, 촉매 등)를 더욱 필요로 하는 방향

으로 가고 있으므로, 표면층에 관한 지식은 더욱 중요해져 가고 있다. 이 과목에서는 표면의 물리, 

화학적 특성과 여러가지 종류의 surface spectroscopy(AES, ESCA, LEED, SIMS, EELS 등)의 원리와 

응용에 관해 공부한다.

MS684  반도체소자공학 (Principles of Semiconductor Devices) 3:0:3(3)

이 과목은 반도체소자의 이해에 필요한 기본물리 및 반도체소자들의 기본 작동원리를 강의하고 이

들 소자들의 제조 문제점해결을 재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 및 이해시킨다.

PH441  플라즈마물리학개론 (Introduction to Plasma Physics) 3:0:3(4.5)

이 과목에서는 플라즈마 과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의 기초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고서, 방전과정과 

플라즈마의 응용, 전기장 및 자기장 하에서 단일 하전입자의 운동, 유체로서의 플라즈마, 평형과 불

안정성, 확산, 유체플라즈마 내에서의 파동현상, 그리고 플라즈마 Kinetic 이론과 같은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선수과목 : PH222, PH232)

PH613  반도체 물리학 (Semiconductor Physics)  3:0:3(4.5)

에너지 밴드이론, 반도체 물질의 구조 및 기본성질, 전자전송 및 확산, 광학 및 전기적 성질, 도핑 

및 불순물 효과, 각종 반도체 결함의 특성 및 구조, 저차원계의 물리현상, p-n 접합 및 트랜지스터의 

성질, 반도체 device에 대한 원리를 소개하고 각종 반도체 물질의 물리적 성질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

PH621  응용파동광학 (Advanced Wave Optics) 3:0:3(4.5)

간섭광학과 회절광학의 기본이론을 다루고 광파의 공간적. 시간적 간섭성, Fourier변환 광학, 통계광학, 결

상이론 등이 도입된다. 또한 전자기이론을 유전체 및 금속박막, 레이저 공진기, 결정광학에 적용하는 방법

을 강의한다.

PH643  응용플라즈마물리학 (Applied Plasma Physics) 3:0:3(4.5)

기체 및 플라즈마 내에서 충돌현상, 플라즈마 포텐샬 및 sheath형성, 플라즈마생성, 직류 및 RF 글로

우방전, Anode 부분과 Polarity, 스퍼터링, 플라즈마엣칭, 증착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441)

STE998 석사 인턴십(M.S. Internship) 0:0:1

반도체 학제 전공 석사과정 이수를 위해서 여름학기에 관련 기업에서 8주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

을 수행한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게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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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999 박사 인턴십(Ph.D Internship) 0:0:3

반도체 학제 전공 박사과정 이수를 위해서 관련 기업에서 4개월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목적은 반도체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STE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STE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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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software.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8721

1. 개  요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실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표로 개

설된 본 공학석사 프로그램인 본 학제전공은 전자, 자동차, 제조, 금융등 각 산업의 현장에서 필요

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기획 및 설계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갖춘 고급 소프트웨어 엔지니

어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IT인력을 대상으로 한 본 학제전공

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 그룹 프로젝트로 학위 논문을 대체하며, 소프트웨어 산업의 국제화를 선도

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을 양성하고자 한다. 본 학제 전공에서는 소수 정예 및 

리더쉽 교육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기술은 물론 경영 및 Communication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장래

의 CIO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2. 학위과정

교과 석사과정으로 학위기에는 공학석사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학제전공”이 기록된다.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학제전공의 자세한 사항은 본 학제전공 홈페이지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oftware.kaist.ac.kr

3. 교과목 이수요건

❐  석사과정(교과석사)

    소프트웨어 전문가과정 학제전공은 교과석사 프로그램이므로, 석사학위 논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가. 졸업이수학점:  총 44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이상

     -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중 택 1 하여 이수.

     - CC010 리더십 강좌 : 무학점, 일반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 필수: 12학점

    - SEP 70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I), SEP 70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II)

라. 전공 선택:  27학점 이상

    - 선택적 필수이수(9학점) : SEP521 “소프트웨어공학 원리”, SEP541“ e-Business를 위한 정보시스

템”, SEP561 “내장형 컴퓨팅”, SEP581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및 실무”, SEP582 “정보화조직 

경영 및 리더쉽”, SEP583 “IT기술의 산업계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 중 택 2 하여 이수

    -  12 학점은  당 학제 전공에서 개설, 혹은 책임교수가 인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구:  2학점 이상

    -  SEP966 세미나(석사)와 SEP965(개별연구)는 반드시 이수. 

바. 기타:  IT 관련 학사 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자는  전공 선택과목인 SEP501“ 컴퓨팅 시스템 

개요”, SEP502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요” 중 택 1 하여 이수.

사. 본 이수요건은 2006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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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일람표

❐  석사과정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

필수

CC010

CC511

CC513

CC522

CC530

11.010

11.511

11.513

11.522

11.530

리더십 강좌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1:0:0

2:3:3

3:0:3

2:3:3

3:0:3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가을

봄

전공

필수

SEP701

SEP702

79.701

79.70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2)

1:15:6(20)

1:15:6(20)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봄

가을

전

공 

선

택

선택

적

필수

이수

(택2)

SEP521

SEP541

SEP561

SEP581

SEP582

SEP583

79.521

79.541

79.561

79.581

79.582

79.583

소프트웨어공학 원리

e-Business를 위한 정보시스템

내장형 컴퓨팅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관리 및  실무

정보화조직 경영 및 리더쉽

IT기술의 산업계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

3:1:3(5)

3:0:3(6)

2:3:3(6)

3:0:3(5)

3:0:3(5)

3:0:3(5)

배두환, 차성덕, 권용래

김명호, 정진완, 송준화

맹승렬, 이준원, 김진수

신형강

양태용, 이태억

김진형

봄

여름

봄

가을

가을

가을

*CS550

*IE526

학제

전공

선택

SEP501

SEP502

SEP522

SEP523

SEP524

SEP525

SEP542

SEP543

SEP544

SEP545

SEP562

SEP564

SEP565

SEP566

79.501

79.502

79.522

79.523

79.524

79.525

79.542

79.543

79.544

79.545

79.562

79.564

79.565

79.566

컴퓨팅 시스템 개요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요

요구공학

소프트웨어 아키텍춰 및 설계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개선 모델

기업시스템 통합

컴퓨팅 보안

인터넷 컴퓨팅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세스 설계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내장형 운영체제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IT서비스 공학

3:0:3(6)

3:0:3(6)

3:1:3(5)

3:1:3(8)

3:1:3(6)

3:0:3(6)

3:0:3(8)

3:0:3(3)

3:0:3(10)

3:0:3(6)

3:0:3(6)

3:0:3(6)

3:0:3(6)

3:1:3(6)

이준원, 맹승렬, 김진수

한태숙, 이윤준, 김명호, 정진완

차성덕 ,배두환

배두환, 신하용

권용래, 배현섭

배두환, 민상윤

이윤준, 김명호

윤현수, 차성덕, 안태남

송준화, 염익준, 김진수

정진완

이준원, 맹승렬, 김진수 

이준원, 김진수

염익준, 김진수

최병규

봄

봄

가을

가을

가을

여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여름

가을

봄

*CS544

*CS542

*CS562

*IE451

연구
SEP965

SEP966

79.965

79.966

개별연구(석사)

세미나(석사)

0:6:1

1:0:1

학제전공교수

학제전공교수

봄, 가을

봄, 가을

* 대체 과목임.



소 트웨어 문가과정 학제 공 / 569

5. 교과목 개요

SEP501  컴퓨팅 시스템 개요 (Computing System Overview) 3:0:3

본 과목은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다루는 과목으로, 컴퓨터 구조 및 운영 체제와 네트워크

의 기본 개념, 시스템의 발전 과정 및 향후 발전 추세등을 소개하며 이들 시스템 관련된 기술의 종합적인 

연관 관계를 살펴 본다. 이 과목을 통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최소한의 컴퓨팅 시스템

에 대한 지식 배양을 목표로 한다.

SEP502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요 (Software System Overview) 33:0:3

본 과목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필요한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과목으

로, 프로그래밍 언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공 지능 등 소프트웨어 시스템 관련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다루

고, 이들 소프트웨어 기술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소프트웨어 개발

자들의 실무 적용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SEP521  소프트웨어공학 원리 (Principles of Software Engineering) 3:1:3

소프트웨어 공학 전반에 걸친 기본 개념 및 원리를 소개한다. 소프트웨어 공학의 일반적인 기초 지식을 습

득하고, 개발 각 단계별 활동 및 분야별 소프트웨어공학 주요 이슈를 다루고, 다양한 개발 프로세스 모델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의 현황 및 향후 동향에 대해서 다룬다.

SEP522  요구공학 (Requirements Engineering) 3:1:3

요구 사항 추출, 명세 및 검증 기법에 대해 다룬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설계 이전 단계인 타당성 조사, 비즈

니스 모델링 기법 및 요구 사항 분석 등에 대한 기존의 기법을 배우고, 산업체에서 활용되는 정형화된 분석 

기법 및 관련 도구를 이용한 실습을 통하여 요구 사항 분석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SEP523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설계 (Software Architecture and Design) 3:1:3

소프트웨어 설계 원리 및 개념, 소프트웨어 아키텍쳐 및 아키텍쳐 스타일, 소프트웨어 설계 notation 및 객

체 지향, 컴포넌트 기반 개발 기법, 설계 패턴, refactoring 및 설계 평가 기법 등을 숙지하고, 다양한 CASE 

도구를 이용하여 실전적인 modeling 경험을 배운다. 

SEP524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Software Quality Assurance) 3:1:3

소프트웨어 개발 각 단계별로 검증 기법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해 품질 검증 관련 실무 능력을 배

양한다.  Inspection, Walkthrough 등의 Static testing 기법과 소스 코드에 적용되는 Dynamic testing기법 등을 소

개하며, 소프트웨어 시험의 각 단계별 Test 데이터 생성, 시험 수행 및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며, 이 과정에서 

State-of-the-art 도구들을 사용한다. 

SEP52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개선 모델(Software Process and its Improvement Model) 3:0:3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및 프로세스 개선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룬다. ISO9000, ISO 12207, ISO 15504 등의 

소프트웨어 품질 관련 표준과 CMM, Boothtrap, Trillium등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모델 등에 대해 알

아보고, 향후 소프트웨어 품질 및 프로세스 평가 및 개선 기법의 발전 방향을 소개한다.

SEP541  e-Business를 위한 정보시스템 (Information systems for e-Business) 3:0:3

본 과목에서는 e-Business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논의한다. e-Business는 B2C, B2B, e-Marketplace 등 다

양한 형태의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e-Business 환경에 필요로 되는 효과적인 정보시스템의 구

축 및 활용을 위하여, XML 관련 기술 및 표준, Web 기반 정보시스템 아키텍춰 및 관련 미들웨어, 데이터 및 

응용 시스템 통합, 그리고 e-Business 관련 표준들에 대해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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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542  기업 시스템 통합 (Enterprise System Integration)  3:0:3

기업 정보 시스템의 구조, 특징 및 구성 요소들을 소개하고, 기업 내 / 기업간 애플리케이션 통합 및 비즈니

스 프로세스 통합을 위한 기본 개념, 제반 계산 기법 및 관련 표준에 관하여 교육한다. 특히, 주요 기업 통합 

시나리오들을 Application Server를 이용해 직접 구현해 봄으로써, 기업 통합 기술의 작동 원리 및 이에 관한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한다. 

SEP543  컴퓨팅 보안 (Computing Security)  3:0:3

암호학, 네트워크 보안, 인증 기술 등 컴퓨터 보안의 여러가지 요소기술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보안제품의 

개발 및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다룬다. 또한 정보보호를 위한 관리 및 정책에 관한 기술 및 

인터넷 보안을 위한 기술 (예: VPN, SSL, PGP, 스마트카드 등)에 대해 공부한다.

SEP544  인터넷 컴퓨팅 (Internet Computing)  3:0:3

인터넷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컴퓨팅을 포함하며, 이는 곧, 현재 컴퓨터 공학의 

거의 모든 분야가 이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본 과목은, 이 중에서, 현재 Core Internet Computing을 구성하

는, GRID Computing, Web-Centric Applications, Multimedia Streaming, Networking Middleware 등을 심도 있

게 다룬다.

SEP545  데이터베이스와 프로세스 설계 (Database and Process Design) 3:0:3

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전반적인 방법론은 소개한다. 특히 데이타모델링과

아울러 프로세스 모델링을 취급한다. 데이터모델에 독립적인 설계 방법을 다루고, 그 결과적인

설계를 특정 데이타모델에 해당하는 설계로 변환한다. 학생들은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여러 단계

에 대하여 프로젝트를 통하여 실습할 기회를 갖는다.

 

SEP561  내장형 컴퓨팅 (Embedded Computing) 2:3:3

임베디드 시스템은 많은 곳에서 다량으로 활용되며 시스템 특성에 의한 새로운 복잡도 때문에 새로운 설

계기법이 필요하며 기존의 어셈블리 프로그래밍과 논리설계가 아닌 상위 수준의 도구와 하드웨어/소프트

웨어의 협정이 주요 내용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설계방법을 다루며 추세와 현안들을 

소개한다. 단일목적을 위한 프로세서와 일반 프로세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의 설계와 활용방법을 소개하

며 시스템의 메모리, 버스, 등의 개념을 다룬다. 그리고 보다 진보된 계산 유형과  제어 시스템, 반도체 기

술, 그리고 설계도구등을 소개한다. 

SEP562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System S/W for Embedded Systems) 3:0:3

내장형 시스템을 위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측면에서 지원되어야 할 내용들을 이론적인 배경과 실험을 통

해 공부한다. 내장형 시스템을 위한 운영체제의 기능과 구조, 실시간 스케쥴링 방법,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작성, 전력소모 감소를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SEP564  내장형 운영체제 (Embedded Operating System) 3:0::3

본 과목의 목표는 내장형 운영체제를 설계, 개발하기 위해 요구되는 운영체제 개념과 구현 능력을 제공하

는 것이다. 내장형 운영체제를 위한 부트로더,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입출력 장치 관리 및 파일 시스

템 등에 대해 살펴본다.

SEP565  모바일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Mobile Embedded Software) 3:0:3

본 과목은 내장형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 관련 기술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장형 시스템의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Ethernet, IEEE 1394, Infrared communications,

Wireless LAN, TCP/IP 프로토콜 스택 구현 등의 기술을 강의 및 실험을 통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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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566  IT서비스 공학 (IT Service Engineering) 3:0:3

삼성SDS의 임원 및 실무진들과 KAIST 교수진이 공동으로 과목을 개발하고 강의를 담당함으로써, 1) 기업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하는 최신 IT서비스의 이해, 2) IT서비스 산업 및 기업 내 IT서비스 조직의 이

해, 3) IT 서비스 전략/엔지니어링/매니지먼트의 개념 정립, 4) 제반 IT서비스 프로세스의 방법론 습들, 5) 사

례를 통한 Best Practice의 습득 등을 목표로 한다.

SEP581  프로젝트 관리 및 소프트웨어 실무 (Project Management and Professional Practice) 3:0:3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 group dynamics/psychology, 의사소통 및 발표 능력, 직업의식, 직업윤리, 및 실

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과 지식을 다룬다. 실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대비 능력을 배양하며 관리자로서 기술적 역할 및 윤리 의식에 대하여 함께 다룬다.

SEP582  정보화 조직 경영 및 리더쉽 (I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3:0:3

본 과목에서는 기업정보화 책임자인 CIO의 역할과 책임, 정보화 조직관리 및 경영, 정보기술의 운영, 정보

화 동향분석등 정보화 조직경영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으로는 CIO의 비젼과 역

할, 정보시스템 조직관리, 벤처기업과 정보화,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기업정보화 전략, 정보화 리더쉽등 

제반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성공적인 기업체의 CIO, 벤처기업의 CEO/CIO, SI업체의 책

임 컨설턴트 등을 연사로 초빙하여 현장실무 경험을 듣는다.

SEP583  IT기술의 산업계 활용과 소프트웨어 산업 (Industrial Applica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Software Industry) 3:0:3

이 과목에서는 수강생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구조 및 특징, 소프트웨어 생태계,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과 

제품산업을 포함한 국제 IT 산업 환경을 배우게 된다. 현재의 기술과 전망, 요구되는 소프트웨어 능력과 기술, 

소프트웨어 인력의 양성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정책, 관련 법, 소프트웨어 플랫홈의 역

사, 지적 재산권 및 공개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한다. IT 기술이 전통 산업의 경쟁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 수행 등을 통하여 IT기술을 산업계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SEP70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1)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1) ) 1:15:6

본 과목은 입학 1년 이후 (또는 교과목 21 학점 이수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본 과정에서 숙지한 지식을 실제 소프

트웨어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여 실무를 경험하는 과목으로써 적절한 규모의 실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하

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분석하고, 설계하여 발표한다. 각 그룹 또는 학생별로 수행하여야 할 개발 활동과 

제출하여야 하는 결과물을 정하여 제안서 형식으로 발표한다. 이 제안서 발표 시, 관련 분야의 교수진으로 위

원회를 구성하여 Pass/Fail을 결정한다. Pass시 SEP56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2)를 신청할 수 있다. 

SEP702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2) (Software Development Project  (2) )  1:15:6

본 과목은 SEP701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 1을 이수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SEP701에서 제안한 내용을 

구현 및 시험하여 그 결과를 시연 및 발표한다. 각 그룹 또는 개인별로 학생들이 제안한  개발 활동을 개발 

단계별 과정에 지도 교수가 참여하여 전체 프로젝트 진행을 안내한다. 프로젝트 결과 최종 발표시, 관련 분

야의 교수진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Pass/Fail을 결정한다.

SEP965  개별연구 (Independent Study in M.S.)  0:6:1

타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험적인 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 및 

성능평가 위주의 과목으로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부여하여 해결 하도록 한다. 수강 신청 

전에 담당교수와의 상의를 거쳐야 한다.

SEP966  세미나 (석사) (Seminar)  1:0:1

최근의 연구 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

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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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8151

1. 개 요

의과학 학제전공은 인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질병의 원인규명 및 예방과 치료법에 대해 

연구하는 다학제간 과정으로서 석․박사 대학원 과정에 개설하고 있다. 특히 본 과정이 의과학 연구

라는 공동 목표를 가진 다학제간 협력과정임을 중시하여 각 요소학문 분야간의 상호 이해능력과 공

동연구 수행능력, 그리고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연구과제 개발능력의 배양을 주된 교육의 목표로 하

여 운영된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의과학 관련 필수과목들과 각 소속 학과의 선택과목들의 이수도 

요구되어지고 있다.

  현재, 본 의과학 학제전공에는 생명과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기계공학과,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건설 및 환경공학과, 전자전산학과, 그리고 생명화학공학과의 교수들과 의과학 관련 초빙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교수들의 강좌와 주요 연구 분야는 생체 고분자들의 구조, 기능 및 생리, 대사

작용에 대한 기초 연구들과 유전공학, 단백질공학 및 바이러스와 유전병 관련 응용연구들이 포함되

어 있으며, 생체 및 의과학연구에 응용될 수 있는 생유기화학, 생체역학과 생체구조 모델링 관련 연

구들과 전자기학, 복합재료 및 핵자기공명기술 응용 연구들, 그리고 생체시스템 관련제어 및 계측이

론, 데이터 분석 및 영상처리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기초 및 임상의학 관련 강

좌와 연구들은 관련 분야 초빙교수들에 의해 지도된다. 이들 다양한 관련 연구들은 의과학 학제전

공 과정을 통해 유기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체계로 재구성된다.

  본 과정의 석․박사과정은 본원의 모든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 본원 의과학 학제

전공 교수들로 구성된 학제전공 학생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전공별로 선발된다. 학제전공 과

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양한 관련 연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창의성 있는 연구과제 

개발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들에게는 각 소속학과의 전공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의학계, 의학연

구소 및 병원 등에서도 기초 및 임상의과학 관련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인류의 의

료복지 증진에 기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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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단위 : 학점)

석   사   과   정 박   사   과   정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 택 연 구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 택 연 구 계

3 6 15 12 36 3 6 33 30 72

❐. 석사과정

   가. 공통필수 : 3학점

       - CC500(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

학개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1(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하여 이수

       -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공통필수과목에 미 포함. 이수시 선택과목으로 인정)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나. 전공필수 : 6학점 (BM501 ; 의과학개론, BM502 ; 임상의학개론)

   다. 선    택 : 의과학 학제전공 교과목 9학점 이상 (이중 3학점 이상은 BM 교과목번호 교과목

이나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을 포함하여 15학점이상 

이수

   라. 연    구 : (논문연구, 세미나) : 논문연구 12학점 이내

                 단, 논문연구 (BM960)와 세미나 (BM966) 과목은 각 소속학과의 상응되는 연구과

목으로 대체할 수 있음.

❐ 박사과정

   가. 공통필수 : 석사과정과 동일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나. 전공필수 : 석사과정과 동일 (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선    택 : 의과학 학제전공 교과목 18학점 이상 (이중 6학점 이상은 BM 교과목번호 교과목

이나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 교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을 포함하여 33학점이상 

이수

   라. 연    구 : (논문연구, 세미나) : 논문연구 30학점 이상

                 단, 논문연구 (BM980)와 세미나 (BM986) 과목은 각 소속학과의 상응되는 연구과

목으로 대체할 수 있음.

❐ 경과조치

   가. 교양과목(CC030)이 1998학년도부터 폐지됨에 따라 1997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중 교양과

목 미이수자는 소속학과 및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세미나(1학점)로 대체 이수하여야 함. (일

반 장학생은 제외)

   나. 1994년도 이전에 입학한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의과학 학제전공을 택할 수 있으며, 의과학 학

제전공 교과목에 상응되는 각 소속학과 교과목을 석․박사과정 중이나 학사과정 중에 이미 이

수한 학점은 의과학 학제전공 교과목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다. 1994년 이후 입학한 석․박사 학생들도 개정된 이수요건을 적용함.

   라. 1998년 3월 1일부로 전학생에게 시행함.

❐ 특이사항

    특강과목 (BM701, BM702)의 경우, 부제가 다를 경우에 한해서 반복수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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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CC531 11.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6) 봄․가을

전공필수
BM501 70.501 의과학개론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502 70.502 임상의학개론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선  택*

BM521 70.521 인체해부생리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2 70.522 인체병리학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526 70.526 응용임상학 3:0:3 (3)  삼성의료원의료진 봄

BM523 70.523 신경생물학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524 70.524 실험동물학 3:0:3 (6)  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525 70.525 암유전학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BM701 70.701 의과학특강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봄

BM702 70.702 의공학특강 3:0:3 (3)  학제전공참여교수 가을

선 택**

BS524 21.524 고급분자생물학 3:0:3 (3)  유욱준 봄

BS525 21.525 유전자발현 3:0:3 (3)  강창원 봄

BS526 21.526 분자바이러스학 3:0:3 (3)  최준호 가을

BS536 21.536 환경독성학 3:0:3 (2)  양규환 가을

BS626 21.626 핵산생화학 3:0:3 (3)  강창원 가을

BS628 21.628 생체막 3:0:3 (0)  과교수 가을

BS672 21.672 동물세포공학 3:0:3 (2)  이균민 가을

BS711 21.711 생물정보분석 3:0:3 (3)  박찬규 봄

BS722 21.722 발암생화학 3:0:3 (3)  정안식 가을

BS750 21.750 생물공학특강 3:0:3 (0)  과교수

BiS525 41.525 고급신경과학 3:0:3 (1)  과교수 봄 

BiS531 41.531 바이오정보학 3:0:3 (6)  과교수 봄 

BiS551 41.551 의료영상처리 3:0:3 (3)  과교수 가을

CBE662 39.662 생물분리공정공학 3:0:3 (3)  이상엽 가을

CBE664 39.664 재조합 미생물공정 3:0:3 (3)  이상엽 봄

CH521 23.521 고급유기화학 3:0:3 (3)  이희윤,최인성 봄

CH581 23.581 고급생화학 3:0:3 (3)  이영훈,최병석
 이지오 봄

CH610 23.610 핵자기공명분광학 3:0:3 (3)  최병석 봄․가을

CH782 23.782 생화학특강 I 3:0:3 (3)  생화학분야교수 봄․가을

CH783 23.783 생화학특강 II 3:0:3 (3)  생화학분야교수 봄․가을

EE535 35.535 영상처리 3:0:3 (6)  김성대 봄

EE561 35.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3:0:3 (6)  윤의식 봄

EE682 35.682 지능제어이론 3:0:3 (6)  변증남 가을

EE737 35.737 영상시스템 3:0:3 (6)  나종범,박현욱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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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 

번호

전산 

코드
교 과 목 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

학기
비 고

선 택**

MAE510 40.510 고등유체역학 3:0:3 (6)  현재민 봄

MAE521 40.521 점성유동 3:0:3 (6)  최도형 가을

MAE530 40.530 고등고체역학 3:0:3 (6)  임세영,엄윤용 봄

MAE561 40.561 선형시스템제어 3:0:3 (6)  박영진,장평훈 봄

MAE563 40.563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응용
2:3:3 (6)  오준호 가을

MAE564 40.564 신경망 이론 및 응용 3:0:3 (6)  권대갑, 조형석 봄

MAE604 40.604 측정학 2:3:3 (6)  김승우 봄

MAE629 40.629 의용유체역학 3:0:3 (6)  장근식 가을

MAE642 40.642 생체역학 3:0:3 (6)  윤용산 가을

MAE655 40.655 로보트 공학 3:1:3 (6)  장평훈 가을

MS514 34.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3:0:3 (3)  홍순형 가을

MS572 34.572 복합재료 3:0:3 (3)  홍순형 가을

MS622 34.622 유리과학기술 3:0:3 (2)  배병수 봄

NQE561 33.561 방사선계측시스템 3:0:3 (4)  조규성 봄

NQE562 33.562 방사선 영상계측 3:0:3 (4)  조규성 봄

PH507 20.507 전자기학 I 3:0:3(4.5)  과교수 가을

연  구

BM960 70.960 논문연구(석사)  학제전공참여교수

BM966 70.966 세미나(석사) 1:0:1

BM980 70.980 논문연구(박사)  학제전공참여교수

BM986 70.986 세미나(박사) 1:0:1

  ※ * 의과학 학제전공에서 개설한 의과학 (BM) 학수번호 학과목

    ** 의과학 학제전공 선택과목으로 인정되는 관련 학과 교과목

    BM교과목 중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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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BM501  의과학개론 (Current Topics of Biomedical Research) 3:0:3(3)

기초 의과학과 의공학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연구과제와 앞으로 중요한 연구 분야

가 될 것으로 추측되는 과제들을 소개한다.

BM502  임상의학개론 (General Clinical Medicine) 3:0:3(3)

인체 각 계통의 정상구조와 기능, 질병의 발생기전 및 치료, 예방에 대한 개괄적인 지식을 습득한

다.

BM521  인체해부생리 (Human Anatomy and Physiology) 3:0:3(3)

의과학의 주 대상인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해부

학, 조직학, 생리학적 측면에서 다룬다.

BM522  인체병리학 (Human Pathology) 3:0:3(3)

질병의 발생기전, 증상, 진단, 경과, 치료효과, 예후 등을 다루며 나아가 각 신체부위별로 발생하는 

질병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BM523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3:0:3(3)

인체의 최고 중추인 뇌의 신경생물학에 초점을 두고 신호의 세포생물학, 운동인식, 조직화, 발달, 고

위정신기능의 다섯 가지 주제를 다룬다.

BM524  실험동물학 (Experimental Animals) 3:0:3(6)

기초 연구에 주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해부생리학적 특징을 비롯하여 동물실험의 기초기법, 동물

마취법, 독성시험 등에 대해 알아보고 질환모델동물에 대해 강의한다.

BM525  암유전학 (Genetics of Cancer) 3:0:3(3)

다양한 암 조직에서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발암 유전자의 세포증식에 대한 영향과 암 억제유전자의 

유전적, 후유전적 변이기작을 설명한다. 암 발생부위에 따른 유전적 변이의 원인과 특징적인 발암 

기작에 대하여 강의한다.

BM526 응용임상학 (Applied Clinical Science)

최근에 눈부시게 발전한 의료기술에 힘입은 영상의학과 방사선 치료 기술의 소개, 또한 점차로 공

학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발전하고 있는 혈관공학, 환자 및 환자의 가족 검체를 이용하여 질환을 

규명하고자 하는 유전적 연구 등 최신의 의료동향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아가 기술의 발전이 임상에 

적용되는 사례 등을 통해서 임상의학의 이해뿐만 아니라 의과학의 임상의학 적용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BM701  의과학특강 (Special Topics in Biomedical Sciences) 3:0:3(3)

의학과 과학이 상호 연관성 있는 분야에서 최근에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

를 선정하여 강의한다. 부제가 다를 경우에 한해서 반복수강이 가능하다. 

BM702  의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Biomedical Engineering) 3:0:3(3)

의학과 공학이 접목할 수 있는 분야의 최신 추세를 강의한다. 인체대체조직과 새로운 진단기기의 

개발 등 의학 분야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한다. 부제가 다를 경우에 한해서 반복수강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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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524  고급분자생물학 (Advanced Molecular Biology) 3:0:3(3)

DNA의 구조와 복제에 대하여 공부한다. DNA의 구조가 어떻게 생명현상에 기여하는가에 대하여 알

아보고 DNA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생화학적 특성과 이러한 효소들이 존재하게 된 진화적 

이유를 DNA 구조와 관련지어서 논의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근본적인 분자생물학적 지식이 어떻게 

분자생물학과 생명공학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공부한다.

BS525  유전자발현 (Gene Expression) 3:0:3(3)

유전자발현과 그 조절의 기작에 관한 모든 단계의 근본적 원리들을 다루며, 특히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유전자 전사조절 과정의 여러 단계를 구체적으로 다루며, RNA의 가공과 편집, 번역과정의 조절, 단백질의 

활성화 등을 다룬다. 

BS526  분자바이러스학 (Molecular Virology) 3:0:3(3)

바이러스의 구조 및 복제와 여러 유전자의 기능을 분자수준에서 파악하여 바이러스의 구조적, 생화학적, 분

자생물학적 특성을 다룬다. 

BS536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0:3(2)

의약품, 세균독소,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및 식품 첨가물 등의 독성작용 기작 및 공중위생상의 위

험성, 독물질의 신진대사상의 관계와 해독 작용 등을 다룬다. 

BS626  핵산생화학 (Nucleic Acid Biochemistry) 3:0:3(3)

핵산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기능들을 다룬다. 

DNA curvature, tetraloop RNA, pseudoknot RNA, catalytic RNA (ribozymes), telomerase RNA, guide 

RNA, DNA/RNA의 의약품 개발 등을 다룬다.

BS628  생체막 (Biological Membranes) 3:0:3(0)

생체막의 구조와 기능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며, liposome의 성질, liposome과 단백질의 상호작용, 생체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생체 전기현상, hormone의 작용, energy transduction과 막 융합의 mechanism을 

논한다.

BS672  동물세포공학 (Animal Cell Biotechnology) 3:0:3(2)

동물세포 배양에 필요한 세포의 기능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고, 이들 세포로부터 각종 단일군항체, 

백신 및 기타 유용단백질 생산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한다. 인간골수세포, 피부세포, 간세포 생산 등의 

Tissue Engineering의 최근 연구동향을 토의한다.

BS711  생물정보분석 (Bioinformatics) 3:0:3(3)

생명현상과 관련된 정보의 특성, 조직화 및 처리기작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이를 연역적으로 재구성하

는 시도를 소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유전정보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과 구조

적 특징으로부터 기능을 유출하는 여러가지 접근방법들을 다룬다.

BS722  발암생화학 (Biochemistry of Carcinogenesis) 3:0:3(3)

암의 유발을 분자적 상호작용과 유전적인 변화에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되는 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발

암물질, 산소레디칼, 암유전자, 암 억제 유전인자, 세포성장 인자, 세포주기 조절 등에 의한 상호의 작용

을 토대로 발암과정을 설명하고자 하고 더 나아가서는 암의 예방 및 유전자 치료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BS750  생물공학특강 (Selected Topics in Biotechnology) 3:0:3(0)

생물공학분야에서의 최신 연구동향과 중점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관련된 지식과 연구방법 등을 이해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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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525 고급신경과학

생명체를 이루는 신경계의 구성과 작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신경과학의 공학적 응용

을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한다. 구체적으로 신경계의 구조, 신경 전달 기작, 감각 시스템, 운동 조절, 

신경의 발생, 인지과학의 기초를 이해함으로써, 신경정보학, 신경전자소자, 신경과학의 최신연구 방

법 등 공학적 응용 방안을 다룬다.

BiS531 바이오정보학

유전자의 전사, 번역, 상호작용 과정과 유전자 연구를 위한 분자 생물학 실험 기법을 소개하고, 서

열, 구조, 모티프와 같은 고전적인 바이오 데이터 처리 및 cDNA, SNP, 2D PAGE/MALDI, Pathway와 

같은 기능 분석을 위한 바이오 데이터 처리 기법을 익힌다.

BiS551 의료영상처리

의료진단에 사용되는 다양한 생체영상 신호들의 처리와 가시화에 대하여 공부한다. 생체영상의 획

득 원리, 신호의 처리, 가시화 방법, image fusion and registratio, 3차원 가시화, 가상현실을 이용한 치

료계획 및 수술 시뮬레이션 등의 이론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소개한다.

CBE662  생물분리 공정공학 (Bioseparation Processes Engineering) 3:0:3(3)

일반적인 분리법에 의할 경우 파괴되기 쉬운 생화학 물질의 분리 및 정제법의 기본을 다루며, 1차분

리인 불용성 물질의 제거, 생성물의 2차분리, 정제공장 및 고급화 방법을 다룬다. 강의는 여과 원심분

리, 세포분쇄, 추출, 흡착, 크로마토그라피, 침강, 한외여과, 전기 영동법 등에 초점을 맞춘다.

CBE664  재조합 미생물공정 (Process for Recombinant Microorganisms) 3:0:3(3)

재조합 미생물 공정에 의한 유용물질의 효과적인 생산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다룬다. 플라스미

드 (벡터) 개발, 유전자 클로닝 및 조작기술을 포함하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 숙주 세포의 선택, 형

질 전환, 그리고 재조합 미생물의 안정성을 포함한 특성해석 등에 관하여 논한다. 또한, 전반적인 

재조합 균주개발 기술과 재조합 미생물의 발효공정을 다룬다. 

CH521  고급유기화학 (Advanced Organic Chemistry) 3:0:3(3)

유기화합물의 화학결합, conformational analysis, 입체화학, nucleophilic substitution, elimination과 

addition 그리고 유기반응 mechanism에 대하여 다룬다.

CH581  고급생화학 (Advanced Biochemistry) 3:0:3(3)

복제, 유전자발현, 단백질 합성 등 생체 고분자의 생합성을 심도 있게 강의하고 단백질 및 핵산구조의 

특징과 기능적 측면을 토의한다.

CH610  핵자기공명분광학 (NMR Spectroscopy) 3:0:3(3)

NMR의 기본원리와 새롭게 개발된 최신 방법론들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고 유기, 무기 및 생물고분자

들에 대한 실제적인 응용을 다룬다.

CH782  생화학특강 I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 3:0:3(3)

핵산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며 세미나를 통하여 토론한

다. 주제에는 핵산의 성질 및 구조, 유전자 구조 및 기능, 유전자 발현, 유전자 재조합 기술,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응용이 포함되어 있다.

CH783  생화학특강 Ⅱ (Special Topics in Biochemistry II) 3:0:3(3)

단백질과 생화학 분야에서 주제를 선별하여 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강의하고 세미나를 통하여 토

론한다. 주제에는 단백질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단백질의 구조, 단백질의 정제, 단백질리간드 복합체

의 형성, 효소반응론, 효소작용 메카니즘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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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535  영상처리 (Digital Image Processing) 3:0:3(6)

여러 가지 영상신호 발생기기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신호에 대한 기본적인 디지털 처리와 분석, 이해

에 대해 배운다. 주제는 샘플링, 선형과 비선형 영상처리, 영상압축, 영상재구성, 영상분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E561  집적회로소자 개론 (Introduction to VLSI Devices) 3:0:3(6)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집적회로소자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도록 강의한다. 양

자 역학과 반도체 공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뒤에, PN 접합 다이오드, MOS 

캐패시터, MOSFET, Bipolar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동작 원리에 대해 깊

이 있게 공부한다. 또한 트랜지스터의 크기가 micron 단위 이하가 되면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현상 

(Deep submicron secondary effect)들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공부함으로써 반도체 소자에 대해 전반적

인 이해를 하도록 한다. (선수과목 ; EE461)

EE682  지능제어이론 (Intelligent Control Theory) 3:0:3(6)

지능제어 기법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제어기법 중에서 불확실성 처리와 학습 능력의 관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fuzzy 제어기 및 신경회로망 학습제어기 설계 방법론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이를 위하여 먼

저 fuzzy set이론 및 fuzzy 논리를 이용한, fuzzy 제어기의 설계 방법 및 응용 예를 다루고, ANN을 

Review한 후 이에 기반하여 dynamic 시스템 제어를 위한 ANN-기반 학습 제어 기법과 최적화를 위한 

유전자 알고리즘(GA)등을 포함한 최근 소개되고 있는 지능제어 기법들을 취급한다. 

(선수과목 ; EE581)

EE737  영상시스템 (Imaging Systems) 3:0:3(6)

몇 가지 의료영상시스템과 여러 영상처리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의료영상 관련 응용분야에 대해 다룬다. 

주제로는 영상 재구성 알고리즘, X선 단층촬영기, 단광자 방출 단층촬영기,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기, 자기

공명영상장치, 초음파 영상장치와 관련 후처리 기법들이다.

MAE510  고등유체역학 (Advanced Fluid Mechanics) 3:0:3(6)

유체유동에 관한 기초적 지식을 다룬다. 지배방정식의 유도와 이에 따른 유체유동 모형을 정리한다. 

점성 및 비점성유동의 포괄적이고 근원적인 방법론을 소개한다.

MAE521  점성유동 (Viscous Fluid Flow) 3:0:3(6)

Navier-Stokes 방정식의 특성과 해법; 해석적 엄 해 및 수치해; 유동영역 및 근사; 층류경계층 - 방

정식, 해석기법 및 응용; 유동의 안정이론 소개; 난류경계층 - 시간평균 및 Reynolds 응력 방정식, 난

류모형, 경계층 해법 및 응용을 다룬다.

MAE530  고등고체역학 (Advanced Mechanics of Solids) 3:0:3(6)

학부수준의 고체역학 개념을 확장하고 연속체의 개념에서 출발하는 접근법을 취하여 고체역학의 기

본적인 문제를 다룬다.

MAE561  선형시스템제어 (Linear System Control) 3:0:3(6)

동적시스템의 상태변수 모델링,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해석과 설계, 다변수제어이론 및 가제어성과 

가관측성이론, 관측기설계(Kalman filter 포함), 모사함수를 사용한 비선형시스템 해석 등을 다룬다. 

MAE563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응용 (Microprocessor Application) 2:3:3(6)

마이크로컴퓨터의 종류 및 구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계언어프로그래밍, 디지털논리 회로설계, 마

이크로프로세서 인터페이스, 아날로그/디지털 신호처리 등의 과제를 공부한 후, 실험을 통하여 

80196계열, PIC 계열의 프로세서에 대하여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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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564  신경망이론 및 응용 (Artificial Neural Network : Theory and Applications) 3:0:3(6)

인공 신경망 전반에 대해서 이론 및 응용분야에 대해 강의하며, 인공 신경망이 생체의 신경망을 어

떻게 모방하고 있는지와 이의 적용 효과를 강조한다.

MAE604  측정학 (Metrology) 2:3:3(6)

기계공학에서 요구되는 가공제품의 치수 및 형상정 도와 공작기계제작과 관련된 정 도 성능 평가

에 요구되는 제반 측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론 및 실험적 해석기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최근에 발달된 측정방법 중 삼차원 측정기 및 전자기학과 광학을 이용한 측정

기법의 기본원리 및 응용기술에 대해 공부한다.

MAE 629  의용유체역학 (Biomedical Fluid Dynamics                           3:0:3(6)  

심장, 동맥,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에서의 혈액유동을 논의한다. 혈액의 본체 순환, 폐순환, 뇌순환 

등을 고찰한다. 심장, 혈관, 혈액에 일어나는 생리 및 병리; 순환기의 기계역학적 모델링, 혈관 graft

를 위한 조직공학, 인공 심장 등을 강의한다. 본 과목은 인체 생리에서의 유체역학 혹은 바이오 의

공학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과목이 된다.

MAE642  생체역학 (Medical Biomechanics) 3:0:3(6)

인체의 골-근육계의 구조와 기능 및 거동을 이해하고 공학의 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골-근육계의 

물리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계공학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을 다룬다.

MAE655  로보트 공학 (Robotics Engineering) 3:1:3(6)

로봇의 구조, 동작원리, 제어장치 및 제어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으로서, 기본 계측원리, 

로봇의 구조에 대한 기구학적인 해석과 동특성 파악, 제어장치, 제어방법과 로봇의 Gripper의 종류 및 

동작원리도 다룬다. 주로 로봇이 생산현장에 어떻게 응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취급한다.

MS514  고체의 기계적 성질 (Mechanical Behavior of Solids) 3:0:3(3)

재료의 기계적 성질, 변형 및 파괴에 관한 현상과 이론을 소개하며 기계적 성질과 미세구조와의 상

관관계를 이해한다. 주요 내용으로 탄성변형과 소성변형, 전위론, 강화기구, 고온변형, creep, 초소성, 

파괴, 피로 등을 다룬다.

MS572  복합재료 (Composite Materials) 3:0:3(3)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강화재료와 기지재료의 특성과 선택기준, 강화재/기지의 계면반응, 강화기구 및 

기계적 성질 등에 관한 기본 이론을 이해하며 금속 복합재료, 세라믹 복합재료 및 고분자 복합재료의 

설계, 제조공정, 특성, 응용 등을 다룬다.

MS622  유리과학기술 (Glass Science and Technology) 3:0:3(2)

유리의 형성, 유리의 구조, 유리내의 이동현상, 유리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상현상과 결정화와 유리

의 제조기술에 관한 고급 이론과 실제에 대해 각 학기마다 선정된 주제에 대해 공부한다. 또한 유

리와 결정화 유리의 최근 응용분야들도 다루며 특히, 유리의 광 특성을 이용한 광통신 및 정보기술

의 응용에 중점을 둔다.

NQE561  방사선계측시스템 (Radiation Measurement Systems) 3:0:3(4)

핵 계측 또는 방사선 계측기의 전기적 신호 및 잡음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신호의 발생, 증폭, 전

달 및 측정의 원리를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방사선계수, 분광, 시간 계측 및 영상계측시스템 

설계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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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QE562  방사선 영상계측 (Radiation Imaging Instrumentation) 3:0:3(4)

의료 및 비파괴분야에 활용되는 엑스선, 감마선, 중성자선 등 제 방사선의 영상을 계측하는 영상 계

측기의 분석에 관한 이론 및 설계기법을 다룬다. 기본적인 2차원 엑스선 라디오그래피와 고급 감마

선 카메라를 포함하여 3차원으로 확대되는 토모그래피 및 라미노그래피 기술에 관해 심도 있게 다

룬다.

PH507  전자기학Ⅰ(Advanced Electrodynamics I) 3:0:3(4.5)

전자기에서의 경계치문제, Maxwell방정식, 평면파, 도파관과 공동에서의 전파양식, Multiple Fields와 

복사 등을 다룬다.  (선수과목 : PH231, PH232)

연구BM960  논문연구(석사) (M.S. Thesis)

연구BM966  세미나(석사) (M.S. Seminar) 1:0:1

연구BM980  논문연구(박사) (Ph.D. Thesis)

연구BM986  세미나(박사) (Ph.D. Seminar)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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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ktep.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8541

1. 개  요

   정보통신은 지식정보화 사회의 핵심기반으로서 다양한 경제 사회 활동의 기본수단이다. 정보통

신의 형태와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정보통신망에 의한 효율적인 정보전달과 응용을 가능케 하

는 정보통신시스템(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systems)의 수요와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정보통

신망의 구현(networking)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응용(networked applications)의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서는 정보통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능력을 겸비한 시스템 엔지니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

통적인 통신공학, 전자공학 뿐만 아니라 전산학, 산업공학, 수리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을 근간으로 

하는 학제적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와 이를 위한 전문교육 및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이 관련학과의 협동 교육과정으로 1998년도에 개설

되었다.

  정보통신의 근간은 정보통신망이다. 본 학제전공은 정보통신망을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킹 방법,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통신 응용 및 서비스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기본방향

으로 하고 있다.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전산학전공, 산업공학과 및 수리과학과가 본 전공의 참여학

과이며, 참여학과의 참여교수들이 협력해서 강의와 논문지도를 담당한다. 경쟁력 있는 정보통신시스

템 교육을 위해서 참여학과의 기본교과목과 학제전공의 응용, 전문 교과목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교

과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적극적인 산․학 협력사업 등을 통해서 정보통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선

도적인 우수인재를 양성한다.

  전공지원 및 학생선발은 일반적인 입시과정에 의해 진행된다. 참여학과(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전

산학전공, 산업공학과, 수리과학과) 학생은 입학후에 학제전공 지원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다. 

또한 본 학제전공에는 정보통신 프로그램(CTEP)
※에 의한 과학기술원 장학생(CTEP 장학생) 선발제

도가 있다.

  ※ 정보통신 프로그램 (CTEP)

  정보통신 학제전공에 의한 고급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산 ․ 학 협력에 의한 정보통신 프로그램

(Cooperative Telecommunication Education Program, CTEP)이 1998년도에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정보통신 학제전공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인터넷, 고속 및 이동성으로 특징되는 차세대 정보통신 시

스템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한 시스템 엔지니어의 교육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전송, 네트워

킹 및 네트워크 응용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과정의 CTEP 장학생선발, 교육연구

비 지원, 정보통신 교육시설 보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CTEP 장학생은 재학중의 장학금과 졸업후의 취업 특전이 있으며, 취업기관의 복무기한은 학위취

득기간과 동일하다. (단, 2002학년도 이후에 입학한 석사졸업자 중 회사의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에

는 학위취득기간의 2배를 복무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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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위과정

  대학원 교육과정으로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학위기에는 “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과 학생

이 소속한 참여학과 명칭이 동시에 기록된다.

3. 학술 및 연구활동

  본 학제전공은 정보통신망 구현(networking)과 정보통신망 응용(networked applications) 분야의 교육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인터넷 시스템을 연구활동의 중심축으로 하고 있다.

  ❐ 네트워킹 분야 

     광대역 통신망과 인터넷망의 구조와 동작원리를 파악한 후에 성능분석, 최적화, 망 설계 및 프

로그래밍 기법 등을 연구한다.

  ❐ Mobile Internet

     인터넷과 이동통신시스템의 이해를 바탕으로 무선인터넷의 구조, 시스템 성능, 무선전파 특성

을 고려한 셀 설계기법 등을 연구한다.

  ❐ 인터넷 플랫폼 및 응용분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E-비지니스 등을 위한 정보처리 기법과 서비스 플

랫폼, 단말 시스템의 구조와 원리 등을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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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이수요건

(단위 : 학점)

과정
교 과 목 학 연구

학
계

공통필수 공필수 공선택 소속학과/ 공 필수 선택

석사
논문석사 3 3 12 9 9 36

교과석사 3 3 18 9 3 36

박사 3 3 24 15 30 75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 석사과정 

  1) 논문석사

     가. 공통필수(3학점)

        - CC500(영어논문작성법), CC510(전산응용개론), CC511(확률 및 통계학), CC513(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중에서 택1 하여 이수. (단, 수리과학과 

소속학생에게는 CC511이, 전산학전공 소속학생에게는 CC510이 인정되지 않음)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학생 제외)

     나. 전공필수(3학점)

     다. 전공선택(12학점 이상)

        -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선택 교과목 중에서 12학점 이상 이수

 - TE503(정보통신 경영), TE504(정보통신 네트워크), TE628(인터넷 서버), TE630(인터넷 통

신), CS642(분산처리체계) 중에서 2과목 이상은 필히 이수해야 함.

     라. 소속학과/전공 전공필수 및 선택(9학점 이상)

         소속학과/전공별 필수 및 필히 이수해야 하는 선택 요건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

은 학제전공이 지정한 학제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이나 관련학과/전공의 필수/선택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마. 연구학점(9학점 이상)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논문세미나 등으로 9학점 이상 이수.

         (각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2) 교과석사

    가. 공통필수(3학점)

        - CC500(영어논문작성법), CC510(전산응용개론), CC511(확률 및 통계학), CC513(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30(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중에서 택1 하여 이수.  (단, 수리과학과 

소속학생에게는 CC511이, 전산학전공 소속학생에게는 CC510이 인정되지 않음)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나. 전공필수(3학점)

    다. 전공선택(18학점 이상)

-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선택 교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 이수

 - TE503(정보통신 경영), TE504(정보통신 네트워크), TE628(인터넷 서버), TE630(인터넷 통

신), CS642(분산처리체계) 중에서 3과목 이상은 필히 이수해야 함.

    라. 소속학과/전공 전공필수 및 선택(9학점 이상)

       소속학과/전공별 필수 및 필히 이수해야 하는 선택 요건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학제전공이 지정한 학제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이나 관련학과/전공의 필수/선택 교과목 중에

서 선택하여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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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학점(3학점 이상)

        개별연구, 세미나로 3학점 이수.

        (개별연구는 학제전공 개별연구(TE965)를 선택해야 하며, 세미나는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

으로 대체 가능함.)

❐ 박사과정

   가.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나. 공통필수(3학점)

       석사과정과 동일(단,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3학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3학점 이상을 이수.

   라. 전공선택(24학점 이상)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선택 교과목 중에서 24

학점 이상 이수.

       - TE503(정보통신 경영), TE504(정보통신 네트워크)는 반드시 이수하고(석사과정시 이수 권

장), TE628(인터넷 서버), TE630(인터넷 통신), CS642(분산처리체계) 중에서 1과목 이상은 

필히 이수해야 함.       

   마. 소속학과/전공 필수 및 선택(15학점 이상)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소속학과/전공별 필수 및 필히 이수해야 하는 선택 

요건을 반드시 이수하고, 나머지 학점은 학제전공이 지정한 학제전공 필수/선택 교과목이나 

관련학과/전공의 필수/선택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

   바. 연구학점(30학점 이상)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30학점 이상 이수.

       (각 소속학과/전공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가능함.)

【 참고사항(석․박사과정 공통) 】
   1. 전공필수 및 전공선택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소속학과/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전공의 필수 및 선택교과목으로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2. 전공선택과목은 네트워킹 분야, 모바일 인터넷 분야, 인터넷 플랫폼 및 응용분야, 공통분야

로 구분되며, 과목선택은 선택한 연구분야로 집중할 것을 권장함.

❐ 경과조치

    - 본 이수요건은 200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단, 2004학년도 이후에 정보통신공학 학제전공

을 지원‧ 신청하는 재학생에게도 적용함.

    -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과정으로 인정되는 시점의 교과목 이수요건을 적용함.

    - 2000학년도 이전학생('98-2000학번)은 '99-2000 교과과정에, 2001-2002학번 학생은 2001-2002 

교과과정에, 2003학번 학생은 2003-2004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이수요건을 적용함.

    - 학제전공만으로 졸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이 요구하는 필수교과목 대신에 학

제전공이 지정한 학제전공의 필수/선택 교과목이나 관련학과/전공의 필수/선택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함.



586 / 2007~2008 학사요람

5.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

필수

CC 010  리더십강좌 1:0:0(0) 봄․가을

CC 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 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 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 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3:0:3(6) 가을

CC 530  기업가 정신과 경영전략 3:0:3(6)  가을

전공
필수 TE 523  정보통신 설계 실험 1:6:3(6) 조동호,성단근 봄 *EE525

선택

(석사 택2)

(박사 택3

세부이수 

요건참조)

TE 503  정보통신 경영 3:0:3(3) 이채영 가을

TE 504  정보통신 네트워크 3:0:3(6) 성단근 봄
*EE520 ,  *IE537(산업공학과

학생일 경우에만 인정)

TE 628  인터넷 서버 3:0:3(6) 송준화 가을 *CS542

TE 630  인터넷 통신 3:1:3(6) 전공교수 봄․가을 *CS540

CS 642  분산처리체계 3:0:3(6) 양재헌,전길남 봄

선택

TE 520  통신 소프트웨어 설계 3:1:3(6) 조동호 가을  *EE524

TE 526  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 3:0:3(6) 성단근 가을

TE 535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I 3:1:3(6) 이황수 봄

TE 536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II 3:1:3(6) 이황수 가을

TE 561  트래픽 및 대기이론 3:0:3(4) 황강욱 봄  *IE633

TE 611  RF 시스템 설계 3:3:3(6) 유종원 봄

TE 620  디지털 정보처리 3:0:3(6) 김재균 가을  *EE628

TE 622  광대역 통신망 3:0:3(6) 정  송 가을  *EE726

TE 624  개인통신 시스템 3:0:3(6) 성단근 가을  *EE624, *IE638

TE 626  무선인터넷 3:0:3(6) 조동호 가을

TE 650  통신망 최적화 3:1:3(4) 성창섭 봄  *IE535

TE 661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3:1:3(4) 전공교수 봄   

TE 673  멀티미디어 서비스 3:0:3(6) 전공교수 봄

TE 743  네트워크 관리 3:1:3(4) 전공교수 가을

TE 745  서비스 플랫폼 3:0:3(4) 전공교수 봄

TE 764  인터넷 단말 시스템 3:0:3(6) 조동호 가을  

TE 800  정보통신 특강 3:0:3(6) - -

MGT 584  인터넷동향 및 산업분석 3:0:3(4) 전공교수 봄

MGT 534  기업가정신과 창업 3:1:3(3) 전공교수 가을

EE 421  통신시스템 3:0:3(6) 이용훈, 정세영 봄 석사과정

EE 511  전산기 구조 3:0:3(6) 박인철 봄  *CS510

EE 512  시스템 프로그래밍 3:0:3(6) 박규호,박대연 가을
 *CS530(전산과학생은 CS530 

  으로 이수해야만 인정)
EE 521  랜덤 프로세스 3:0:3(6) 송익호 봄․가을

EE 522  고급통신 시스템 3:0:3(6) 이용훈,전주환,정세영 가을

EE 527  데이터 통신 3:0:3(6) 조동호 봄

EE 535  영상처리 3:0:3(6) 김성대 봄

EE 541  전자장이론 3:0:3(6) 과교수 봄

EE 573  VLSI 시스템 개론 3:0:3(6) 경종민 봄

EE 621  부호이론 3:0:3(6) 과교수 봄

EE 627  통신망 성능분석 3:0:3(6) 정  송 봄

EE 686  최적화이론 3:0:3(6) 박동조 가을

CS 420  컴파일러 설계 3:0:3(6) 한환수,최광무,한태숙 봄 석사과정

CS 500  알고리즘 설계와 해석 3:0:3(6) 좌경룡,최성희 봄  Theory

CS 550  소프트웨어 공학 3:0:3(4) 권용래,차성덕,배두환,김문주 봄  Software

CS 560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3:0:3(6) 이윤준,황규영,김명호,정진완 봄

CS 610  병렬처리 3:0:3(8) 맹승렬,윤현수,이준원 봄

CS 662  분산 데이터베이스 3:0:3(6) 김명호,황규영,이윤준,정진완 봄

IE 531  선형계획법 3:1:3(6) 박성수,김세헌 봄

IE 630  비선형계획법 3:1:3(6) 김세헌,박성수 봄

IE 631  정수계획법 3:1:3(6) 박성수 가을

IE 632  추계적과정 3:1:3(5) 이태억,채경철 가을

IE 637  통신시스템 최적화 3:1:3(3) 김세헌 -

MAS 550  확률론 3:0:3(6) 과교수  *AM550

MAS 552  큐잉이론과 응용 3:0:3(6) 과교수  *AM552

MAS 651  확률과정론 3:0:3(6) 과교수  *AM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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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전기/

전자 공학

필 수 EE 505  전기공학실험 1:6:3(6)  과교수 봄

선 택 

EE 432  디지탈 신호처리 3:0:3(6) 김형명 가을 석사과정

EE 520  정보통신네트워크 3:0:3(6) 과교수 봄

EE 524  통신소프트웨어 설계 3:1:3(6) 조동호 가을

EE 525  네트워킹 기법 및 응용 1:6:3(6) 성단근, 조동호 봄

EE 526  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 3:0:3(6) 성단근 가을

EE 581  선형시스템 3:0:3(6)  과교수 봄

EE 612
 이산사건시스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3:0:3(6) 김탁곤 가을

EE 623  정보이론 3:0:3(6) 과교수 봄

EE 624  이동통신시스템 3:0:3(6) 성단근 가을

EE 628  영상통신시스템 3:0:3(6) 김성대 가을

EE 631  고급 디지탈 신호처리 3:0:3(6) 김형명 봄

EE 652  광통신공학 3:0:3(6) 정윤철 가을

EE 726  통신망 최적화 기법 3:0:3(6) 정  송 가을

EE 731  적응신호처리 3:0:3(6) 이용훈 봄

전산학

필수

선택

CS 510  컴퓨터 구조 3:0:3(6) 조정완, 맹승렬 봄  Computer Systems

CS 520  프로그래밍 언어 이론 3:0:3(6)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가을  Software

CS 522  형식언어 및 오토마타 이론 3:0:3(6)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봄  Theory

CS 530  운영체제 3:0:3(6) 김길창,이준원, 김진수 봄혹은가을  Computer Systems

CS 540  네트워크 아키텍춰 3:0:3(9) 전길남, 염익준, 문수복 봄혹은가을  Computer Systems

CS 562  데이터베이스 설계 3:0:3(6) 이윤준,황규영,김명호,정진완 가을  Software

CS 570  인공지능 3:0:3(6) 김진형, 양현승, 김기응 봄혹은가을  Software

일반

선택

CS 441  전산망개론 3:0:3(9) 전길남, 염익준, 문수복 봄혹은가을  석사과정

CS 504  계산기하학 3:0:3(8) otfried cheong, 최성희 봄

CS 542  인터넷 시스템 기술 3:0:3(9) 송준화, 김진수 가을

CS 574  자연언어처리 Ⅰ 3:0:3(6) 김길창, 최기선, 박종철 가을

CS 580  컴퓨터 그래픽스 2:3:3(10) 신성용 봄

CS 600  그래프 이론 3:0:3(6) 좌경룡 가을

CS 620  컴파일러 구성이론 3:0:3(2) 최광무,  한태숙, 한환수 가을

CS 650  고급 소프트웨어 공학 3:0:3(6) 배두환,차성덕,권용래,김문주 가을

CS 655  시스템모델링 및 분석 3:0:3(6) 배두환 봄

CS 710  컴퓨터구조 특강 3:0:3(6) 과교수 봄혹은가을

CS 730  운영체제 특강 3:0:3(6) 과교수 봄혹은가을

CS 744  시스템 아키텍춰 특강 3:0:3(6) 과교수 봄혹은가을

CS 760  데이터베이스 특강 3:0:3(6) 과교수 봄혹은가을

산업

공학
선 택

IE 523  생산체계 설계론 3:1:3(5) 황  확, 박상찬 봄

IE 533  시스템공학 3:0:3(4) 성창섭 -

IE 535  네트워크이론 및 응용 3:1:3(4) 성창섭 봄

IE 537  경영데이터통신 3:1:3(3) 김세헌, 이채영 가을

IE 542  회귀분석의 이론과 실제 3:0:3(6) 염봉진 봄

IE 562  정보시스템 설계   3:1:3(6) 윤완철 봄

IE 633  대기이론 3:0:3(6) 채경철 봄

IE 638  이동통신시스템 3:1:3(3) 이채영 봄

IE 642  예측 및 시계열 분석 3:1:3(6) 과교수

수리과학 선택 

MAS 540  실변수함수론 3:0:3(6) 과교수  *AM541

MAS 541  복소함수론 3:0:3(6) 과교수  *AM542

MAS 546  웨이브릿트 이론과 응용 3:0:3(6) 과교수  *AM546

MAS 555  고급통계학 3:0:3(6) 과교수  *AM560

MAS 556  시계열 분석 3:0:3(6) 과교수  

MAS 557  기계학습이론 및 응용 3:0:3(6) 과교수  *AM521

MAS 560  응용수학의 방법 3:0:3(6) 과교수  *AM511

MAS 565  수치해석학 3:0:3(6) 과교수  *AM520

MAS 641  함수해석학 3:0:3(6) 과교수  *AM641

MAS 647  상미분방정식론 3:0:3(6) 과교수

MAS 650  확률미분 방정식론 3:0:3(6) 과교수  *AM650

MAS 655  그래프 모형론 3:0:3(6) 과교수  *AM662

MAS 656  다량변량분석 3:0:3(6) 과교수  *AM664

MAS 657  신경회로망의 수리적 모델 3:0:3(6) 과교수  *AM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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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연    구

TE 960  논문연구(석사) 

TE 980  논문연구(박사)

TE 965  개별연구(석사) 0 : 6 : 2

TE 985  개별연구(박사) 0 : 6 : 2

TE 966  세미나(석사) 1 : 0 : 1  

TE 967  논문세미나(석사) 1 : 0 : 1

TE 986  세미나(박사) 1 : 0 : 1

 ※ 비고의  *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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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TE523  정보통신 설계 실험 (Infor-com Design Lab) 1:6:3(6)

본 교과목은 서비스, 유선망, 무선망, 전송 및 시스템 S/W에 걸쳐 다양한 개발 능력을 배양하도록 

구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개발 내용 및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송 : 모뎀 변복조, 채널 코딩, 등화기 실험을 통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 네트워크 : 유선 회선교환 및 라우터 스위칭 실험을 수행하고 간단한 프로토콜을 표준을 따라 

직접 구현해 보며 이를 SDT를 통해 검증해본다. 아울러 OPNET, NS-2 시뮬레이터 사용방법을 

익히며 CDMA 이동통신시스템의 동작원리를 파악한다.

 ․ 시스템 S/W : Linux 내부에서 라우팅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고 간단한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작성해 본다.

 ․ 서비스 : 음성인식 서비스와 망관리 서비스 개발을 통해 서비스 개발 능력을 배양한다.

TE503  정보통신 경영 (Telecommunication Management) 3:0:3(3)

통신사업의 발전에 따른 규제 및 경쟁의 원리를 경제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통신네트웍 사이의 접

속 및 접속가격 결정을 다룬다. E-Commerce에서의 시장구조, 정보제공자와 수요자의 행동양식 및 

정보에 대한 가격결정 등을 포함한다. 

TE504  정보통신 네트워크 (Telecommunication Networks) 3:0:3(6)

이 과목에서는 각종 통신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통신망의 원리를 이해하고 주요 통신망

인 LAN/MAN, 패킷통신망, 인터넷, 전화망, ATM망, 광대역통신망 등 정보통신 네트워크 전반에 대

해서 알아본다.

TE628 인터넷 서버 (Internet Server) 3:0:3(6)

인터넷 및 웹을 구성하는 기반 기술들을 살펴보고, 또한 그것들이 갖는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해 토론한

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의 특징, 프로토콜, 웹서버의 성능, 클러스터 서버의 구성, 캐쉬의 구성, 

차별화 서비스(quality of service), 전자상거래를 위한 시스템 지원 등의 주제에 대해 살펴본다. 궁극적으

로 인터넷 분야에서의 연구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차세대 웹 기반기술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한다.

TE630  인터넷 통신 (Internet Communication) 3:1:3(6)

인터넷의 구조, 프로토콜 및 응용을 이해한다. 인터넷 구조에서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종

류, 관련된 조직의 역할 및 인터넷의 서비스에 대해 살펴본다.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인터넷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IP, TCP, UDP 등 각종 프로토콜에 대해 살펴본다. 인터넷 응용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각종 응용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본다.

TE520  통신 소프트웨어 설계 (Telecommunication Software Design) 3:1:3(6)

물리계층과 데이터링크 계층 및 네트워크 계층의 프로토콜을 학습한 후 I/O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한다. 그

리고 UNIX와 Windows의 socket을 이용한 클라이언트-서버 환경에서의 클라이언트-서버 프로그램을 소프

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통해서 설계 구현한다. 또한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와 기지국의 표준 규격인 SDR

표준을 알아본다. 아울러 프로토콜 설계와 검증 방법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학습하고 최적화기술에 관

해서 알아본다.

TE526  전화망 및 인터넷 전화망 (Telephone and Internet Telephony Networks) 3:0:3(6)

이 과목은 전화망과 새로이 나타나고 있는 IP기반 차세대 망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교과내용은 

전화망의 개요, 트래픽 이론, 교환기 제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 교환망, 전송 시스템, 신호망, 지능

망, VoIP, IP 시그널링 프로토콜, 차세대 NGN 망의 성능평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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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535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 I (Networking Design and Programming I) 3:1:3(6)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유지에 필요한 실제적인 기술을 다룬다. Cisco의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

로그램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구성요소인 Router, Switch, WAN 장치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포함한 산

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컴퓨터 네트워킹의 실무지식 뿐만 아니라, 고급 네트워킹 기술의 습득에 필요

한 지식을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익힌다．

TE536  네트워크 설계 및 프로그래밍 II (Networking Design and Programming II) 3:1:3(6)

시스코 네트워킹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기초한 네트워킹 과목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의 설계, 구축, 운

용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지식 및 실험을 통한 실제적인 설계 경험을 갖도록 강의한다.  강의토픽으

로 고급 라우팅 프로토콜, LAN 스위칭 및 시스템 설계, 가상 LAN, WAN 프로토콜 및 설계, QoS 

설계, 네트워크 설계 Case Study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TE561  트래픽 및 대기이론 (Teletraffic and Queueing Theory) 3:0:3(4)

트래픽 및 대기체계이론(Teletraffic and Queueing Theory)을 습득하고, 인터넷 망 등 통신망 및 통신 

프로토콜의 성능분석에 습득한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TE611  RF 시스템 설계 (RF System Design) 3:0:3(6)

최신 RF 시스템의 연구 방향과 개발 성과로부터 차세대의 RF 시스템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예측하

고 설계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중심 내용이다. 본 교과목은 RF 시스템의 구조, RF 부품기술, RF 측

정 기술, RF 인터페이스 기술에 관한 소개도 이루어 질 것이다. 차세대 RF 시스템에 대한 최신 결

과들에 대한 소개와 그 가능성과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질 것이다.

TE620  디지털 정보처리 (Digital Information Processing) 3:0:3(6)

멀티미디어의 전달 및 응용을 위해서는 audio, video와 같은 연속정보의 부호화, 패켓트화, 복호화 등

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음성, 영상정보 등의 부호화 및 패켓트화 기법과 전달손실 및 오류에 

대비하는 error resilience 및 concealment, 가변적인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정보 부호율 제어방법 등이 

강의된다. 

TE622  광대역 통신망 (Broadband Networks) 3:0:3(6)

차세대 광대역통신망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WDM(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 기반의 광네트워

크 기술의 개념, 망 설계방안 및 관련 알고리즘, 현 기술수준 및 해결되어야 할 과제 등을 공부한

다. WDM 기술의 장점, WDM 광네트워크 구조(LAN, MAN, WAN), 라우팅과 파장할당 문제, 파장 

변환가능 네트워크, 파장 재라우팅 문제, 가상토폴로지 설계 및 재구성 문제, 네트워크 생존성 및 

프로비죤닝 문제, 광 멀티캐스트라우팅, WDM 기반 광인터넷, 광대역 가입자망 등을 배운다.

TE624  개인통신시스템 (Personal Communication Systems) 3:0:3(6)

이 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은 다양한 이동통신 시스템의 개요와 휴대전화 시스템의 구조, 접속 기

술, 무선통신 전파, 페이딩, 안테나, 다이버시티, 링크 분석, CDMA 확산 스펙트럼 시스템, 물리 계

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 트래픽 제어,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조와 3세대 이동

통신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TE626  무선인터넷 (Wireless Internet) 3:0:3(6)

무선인터넷 시스템을 셀룰러기반의 이동인터넷 시스템, 도심지 위주의 보행자를 위한 준 이동인터

넷 시스템, 고정무선인터넷 시스템으로 분류하여 각 시스템의 동작원리, 프로토콜 구조, 프로토콜 

기능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관련 시스템과 프로토콜의 성능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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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650  통신망 최적화 (Telecommunication Network Optimization) 3:1:3(4)

산업 Logistics 체계, 통신망 설계 및 관리, software 서비스 체계, 수송 체계 및 기타 관련분야의 Network 모

형 개발 및 관련 시스템의 설계와 관리에 관한 연구에 치중한다. 동시에 현실 응용을 위한 Shortest Routes, 

Minimum Cost Flow, Traveling Salesman 문제, 시설배치 및 Network 설계 등에 관한 Algorithm 연구와 개발

이 집중적으로 토의된다. 

TE661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3:1:3(4)

computer security management, policy등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선 통신망의 보안, 이동 통신망의 보안

으로 나누어 연구하다. 세부적으로는 encryption, authentication, integrity, access control, 디지털 서명 

그리고 computer virus에 대하여 다루고 정책적인 사항인 국가 통신 보안, 통신망 보안의 최근 사례

를 고찰하고 보안 관련 권고안의 내용을 습득한다.

TE673  멀티미디어 서비스 (Multimedia Services) 3:0:3(6)

인터넷망을 통한 음성, 영상 텍스트등 멀티미디어의 응용서비스를 위한 기본적인 프로토콜과 시스

템 구조를 강의한다. 음성, 영상과 같은 실시간 미디어에 의한 VOIP, 스트리밍, 다자간 회의 서비스

와 멀티미디어 통신 표준 터미널 구조등이 포함된다.

TE743  네트워크 관리 (Network Management) 3:1:3(4)

망관리의 목적인 기능모델, 구성모델, 정보모델, 관계모델과 망관리의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을 다

룬다. 세부적으로는 network planning, network initialization, configuration management, fault management, 

usage accounting, security management, performance management 등의 내용을 연구하며 망관리 프로토

콜과 망관리 장비등을 다룬다. 

TE745  서비스 플랫폼 (Service Platform) 3:0:3(4)

지능망 개요, 기존 통신망, 신호망, 차세대 지능망의 개념을 알아보고 지능망의 주요 구성요소인 서

비스 교환, 서비스 제어, 특수자원을 살펴보며 지능망과 이동망, 지능망과 인터넷 연동을 고찰하고 

차세대 지능망의 발전방향을 다룬다. 

TE764  인터넷 단말 시스템 (Internet Terminal System) 3:0:3(6)

인터넷 단말 시스템의 개요, 계층별 프로토콜 기술, 이동성 지원을 위한 Mobile IP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고, 단말의 소프트웨어 기술들과 함께 플랫폼 구조에 대해 다룬다. 또한 SDR 기술, 고성능의 

Voice/Video 서비스를 위한 코딩 기술을 익히며, 차세대 인터넷 단말의 시스템과 서비스의 발전 방

향에 대해서 알아본다.

TE800  정보통신 특강 (Special Topics in Telecommunications) 3:0:3(6)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요하거나 현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

한 최근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

사항을 토론한다. 

TE960  논문연구 (석사) (M.S. Thesis)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을 작성

한다.

TE965  개별(프로젝트) 연구 (석사) (Individual (Project) for M.S. Students) 0:6:2

타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험적인 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 및 

성능평가 위주의 과목으로 석사과정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부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수강 신청 전에 담당교수와의 상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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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966  세미나 (석사) (M.S. Seminar) 1:0:1

정보통신 전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TE967  논문세미나 (석사) (M.S Thesis Seminar) 1:0:1

석사과정 학생들의 논문 혹은 개별연구 결과를 주제로 하는 학생중심의 세미나이다. 연구결과의 발

표 및 토론능력을 배양하며, 동료 학생들의 연구진행 및 결과를 통해서 학문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

를 갖도록 한다.

TE980  논문연구 (박사) (Ph.D. Thesis)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는 논문연구 제안을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

한다.

TE985  개별(프로젝트) 연구 (박사) (Individual (Project) for Ph.D. Students) 0:6:2

타 교과목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험적인 면에 적용하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실험 및 

성능평가 위주의 과목으로 박사과정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프로젝트를 부여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수강 신청 전에 담당교수와의 상의를 거쳐야 한다.

TE986  세미나 (박사) (Ph.D. Seminar) 1:0:1

정보통신 전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 MGT 584는 통신경영․정책전공, MGT 534는 경영공학전공 교과목 개요를 참고하기 바람.

∙ EE 교과목은 전기 및 전자공학전공, CS 교과목은 전산학전공, IE 교과목은 산업공학과, MAS 교

과목은 수리과학과 교과목 개요를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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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

학과사무실 : 042-869-3602

1. 개  요

  환경․에너지공학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생산활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관

리하거나 처리함으로써 자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호하여 인류의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한 학

문으로서, 산업사회의 고도성장과 함께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오염형태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가 국제질서의 큰 축이 되고 있고,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을 통합

한 지속적인 성장은 21세기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 모든 나라의 공통된 목표가 되었다. 더욱이 선진

국의 환경기술에 대한 무기화가 점차 가시화되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대두되려 하는 그린 라운드

에 대한 효과적 대처는 우리나라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대내적으로도 깨끗하고 쾌

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팽배해 있다. 환경보존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인식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환경산업은 유망한 산업분야로 변화되었으며 환경보존을 고려한 산업기술

의 개발이 각 기업의 중요한 전략기술로 대두되었다.  이처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환경산업이 미

치는 영향력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커지는 추세이며 국제통상질서의 주요 쟁점으로써 국가간의 첨

예화된 이익추구의 장이 되고 있다.

  본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에 대한 열쇠가 환경기술개발이라는 인식하

에 이를 위해 학제전공을 통한 체계적인 기본지식과 분야별 전공지식 및 응용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본 학제전공은 단기적으로는 환경관련기술의 체계적인 습득을 통한 

실무위주의 고급기술인력의 양성과 저공해 산업의 유도를 위한 기술의 교육 및 축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제무역환경에 대응한 환경기술의 확보를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국내 기존 환

경관련 기술자중 중간관리자층의 고급기술 재교육과 타 분야 인력중 환경과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통한 환경분야 전체의 효율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의 미래상을 추구한다.

❐ 환경 첨단기술의 국제화

   환경문제는 이제 범 지구적인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신환경기술의 수출입은 새로이 각광받는 산

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첨단 환경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가 요구된다.

❐ 환경 행정․정책의 과학화

   최적환경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환경행정과 정책은 과학적이며 계량적인 근거하에서 채택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계량적인 도구의 활용 및 기법의 확립이 요구된다.

❐ 환경현장기술의 공학화

   산업체 현장에서의 적정 환경관리는 직접 현업에 종사하는 실무자에 대한 대처가 가장 효과적이

므로 이들에게 환경공학의 원리를 교육하여 응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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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목 이수요건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 CC010 리더십강좌(무학점임. 2002년도 입학생부터 반드시 이수, 일반 장학생 및 외국인 학생 제외)

   다. 전공필수 : 3학점

   라. 선    택 : 15학점 이상 (이 중 3학점은 당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아

래 교과목은 환경․에너지공학 학제전공 선택학점으로 인정함.)

BS462 환경생물공학 CE474 환경경영공학

CBE471 환경공학개론 ME452 음향공학개론(소음공학)

NQE405 원자로 계통 공학 및 실험 NQE441 원자력 환경공학

   마. 연    구 : 12학점 이내(각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바. 기   타 : 전공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중 6학점 이상을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 교과목으로 이수

하여야 함.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총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 3학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 6학점

   라. 선    택 : 30학점 (이 중 6학점은 당 학제전공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마. 연    구 : 30학점 이상(각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 인정함)

   바. 기    타 : ①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됨.

                    (연구학점 제외)

                 ② 전공필수와 선택 이수학점 중 18학점 이상을 소속학과 이외의 학과 교과목으

로 이수하여야 함.

❐ 경과조치

   새로 편성된 교과과정은 200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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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과목 일람표

과목구분 과목번호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 고

공통필수

CC500 11.500 영어논문작성법 3:0:3(4) 봄․가을

CC510 11.510 전산응용개론 2:3:3(10) 봄․가을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봄․가을

CC512 11.512 신소재과학개론 3:0:3(3) 봄․가을

CC513 11.513 공업경제 및 원가 분석학 3:0:3(6) 가을

CC522 11.522 계측개론 2:3:3(8) 가을

전공필수

ENV501 72.501 청정기술개론 3:0:3(4) 임선기 가을

CE573 21.573 생물학적폐수처리공정 3:1:3(6) 신항식 봄

CBE672 39.672 대기오염 방지 3:0:3(3) 김상돈 가을

CBE673 39.673 수질오염방지 3:0:3(3) 양지원 가을

BS532 21.532 응용 및 환경미생물학 3:0:3(1) 이성택 가을

NQE522 33.522 원자력 발전소 설계 프로젝트 3:0:3(6) 장승훈 봄

NQE541 33.541 방사선 폐기물 관리 3:0:3(6) 이건재 가을

선     택

BS760 21.760 환경생물공학특강 3:0:3 STAFF

BS536 21.536 환경독성학 3:0:3(2) 학제전공교수 가을

CBE503 39.503 화공수치해석 3:0:3(4) 김도현 봄

CBE511 39.511 반응 시스템 설계 3:0:3(4) 임선기 봄

CBE512 39.512 촉매 공학개론 3:0:3(4) 임선기, 박승빈 봄

CBE532 39.532 물질전달 3:0:3(4) 홍원희 봄

ENV521 72.521 환경미생물실험 0:9:3 이성택 겨울

ENV651 72.651 토지오염 관리공학 3:0:3(3) 학제전공교수 봄․가을

ENV661 72.661 유독물 관리공학 3:0:3(3) 학제전공교수 봄․가을

ENV731 72.731 고급 수질관리공학 3:0:3(3) 신항식, 양지원 봄․가을

ENV741 72.741 고급대기오염 방지기술 3:0:3(3) 김상돈 봄․가을

ENV791 72.791 환경공학특강 3:0:3(3) 학제전공교수 봄․가을

CE504 37.504 고급환경화학 Ⅰ 3:1:3(12) 이우진 봄

CE571 37.571 환경공학실험 1:6:3(10) 신항식 여름

CE575 37.575 산업폐수처리 3:0:3(4) 신항식 가을

CE579 37.579 유해 및 산업폐기물 처리 3:1:3(8) 학제전공교수 가을

CBE571 39.571 에너지 공학 3:0:3(4) 김상돈 가을

CBE680 39.680 막공학 3:0:3(3) 장호남,양승만 가을

CBE632 39.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3:0:3(3) 김종득,양승만

CBE761 39.761 생물공정해석 및 제어 3:0:3(3) 장용근 봄

MAE513 40.513 고등 연소공학 3:0:3(6) 신현동 가을

MAE654 40.654 소음제어 3:0:3(6) 이정권 가을

MAE810 40.810 열유체공학특론 3:0:3(6) 최상민 가을

MGT537 53.537 자원/환경경제학 3:0:3(5) STAFF 봄

NQE512 53.512 원자로 해석 및 핵 설계 3:0:3(6) 조남진 봄

NQE513 53.513 중성자 및 방사선 수송 이론 3:0:3(6) 조남진 가을

NQE523 53.523 원자로 안전 I 3:0:3(6) 장승훈 가을

NQE624 53.624 핵연료와 노심설계 3:0:3(6) 노희천 가을

NQE575 53.575 원자력 에너지 정책 3:0:3(6) STAFF 봄

연    구

ENV960 72.960 논문연구 (석사) 학제전공교수

ENV980 72.980 논문연구 (박사) 학제전공교수

ENV966 72.966 세미나 (석사) 1:0:1 학제전공교수

ENV986 72.986 세미나 (박사) 1:0:1 학제전공교수

 ※ 500단위 교과목은 학․석사 상호인정 교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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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과목 개요

ENV501  청정기술개론 (Introduction to Clean Technology) 3:0:3(4)

오염물질의 사후처리보다는 오염방지를 통하여 환경문제를 보다 원천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청정기술에 대해 다룬다. 오염물질발생저감공정, 청정물질생산기술, 무방류/무공해공정 등을 개

관한다.

BS532  응용 및 환경미생물학 (Applied and Environmental Microbiology) 3:0:3(1)

미생물이 환경과 산업에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몇몇 주요 미생물의 특성과 이용분야를 자세히 소

개한다.

CE573  생물학적 폐수처리공정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3:1:3(6)

다양한 생물학적 처리공법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 관련미생물학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하수 

처리공정의 설계 및 운전인자에 대해 알아보며, 발생되는 슬러지의 처리를 위한 혐기성 및 호기성 

소화와 퇴비화에 대해서 강의하며, 강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실습 및 개인 연구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CE579  유해 및 산업폐기물 처리 (Hazardous and Industrial Waste Treatment) 3:1:3(8)

유해 및 산업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서 청정기술, 감량화 기술, 중간처리기술 및 최종처분기

술에 대해서 강의하고,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며, 강의성과를 높이기 

위해 개인과제를 동시에 수행한다.

CBE672  대기오염방지 (Air Pollution Control) 3:0:3(3)

대기오염의 화학반응, 오염의 근원 및 측정기술, 입자의 유체역학 및 대기오염방지 장치의 원리 및 

설계방법을 다룬다.

CBE673  수질오염방지 (Water Pollution Control) 3:0:3(3)

물리·화학·생물학적 폐수처리공정에 대한 강의와 고도 수처리 기술에 속하는 난분해성 물질분해, 질

소 및 인 제거기술, 소규모 오폐수 처리 시스템, 그리고 슬러지 처리 및 처분기술에 대한 강의가 이

루어진다.

NQE522  원자력발전소 설계 프로젝트 (Nuclear Power Plant Design Project) 3:0:3(6)

핵공학의 이론을 이용하여 노심과 다른 설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다. 특

정한 원자로형, 출력, 제한온도 등의 변수를 만족하는 원자로심의 독자적인 설계, 노심의 크기, 핵연

료봉의 크기 및 갯수, 간격, 운전온도 등을 전산 Code를 사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열교환기, 증기

발생기, 응축기, 터빈(Turbine)등을 포함한 원자로 System에 대한 원가 추정 등도 포함한다.

NQE541  방사선 폐기물 관리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3:0:3(6)

핵연료 주기 시설운영과 원자력 발전에 의해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처분등 종합관리에 관

한 문제를 고찰한다. 발전소내의 기체, 액체, 고체 폐기물 발생원 및 처리시설, 고화 및 감용 기술, 

폐기물 포장 및 수송, 폐기물과 기사용연료의 임시저장 방법, 종합처분장 안전 설계 및 건설, 방사

성 핵종 지하이동 및 환경감시, 처분장 안전상 평가, 제염 및 폐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을 다룬

다.

BS760  환경생물공학특강 (Selected Topics in Environmental Biotechnology) 3:0:3

이 과목은 환경생물공학과 환경미생물학 분야의 최근 연구동향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첨단

분야의 연구 방법론과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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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536  환경독성학 (Environmental Toxicology) 3:0:3(2)

세균성 독물, mycotoxin, 식품독물, 살충제, 제초제, 중금속 및 식품첨가물을 위주로 한 식품과 약품

에 있어서의 독물질의 존재, 작용기작 및 공중위생상의 위험성, 독물질의 신진대사상의 관계와 해독

작용을 다룬다.

CBE503  화공수치해석 (Numerical Methods for Chemical Engineers) 3:0:3(4)

화학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수학적 문제의 수치해를 구하기 위하여 선형대수, 선형 및 비선형 방정

식의 해법, 상미분방정식의 초기치 및 경계치 문제를 다루며 유한 요소법에 의한 편미분 방정식의 

해법을 취급한다.

CBE511  반응시스템 설계 (Design of Reaction Sysems) 3:0:3(3)

화학반응속도식과 실험계획, 다중반응계의 해석, 이상형 반응기의 개관, 열 및 물질전달과 반응의 

상호작용, 체류시간 분포와 비 이상형 반응기의 설계, 반응시스템의 안정성 해석 등 생명화학공학 

분야와 관련된 반응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CBE512  촉매공학개론 (Introduction to Catalysis Engineering) 3:0:3(4)

촉매활성 및 선택적 흡착, 촉매반응속도 모델, 촉매제조 및 성능검사 방법 등 불균일촉매의 기본개

념을 강의하고, 금속담지촉매, 산 및 제올라이트 촉매, 산화촉매 및 화학공정에서의 촉매역할에 대

한 개론적 강의를 한다.

CBE532  물질전달 (Mass Transfer) 3:0:3(4)

확산이론과 물질전달계수를 이용하여 물질전달의 이론과 기구에 대한 수학적 모델과 물리적 기본개

념을 배우고 실제공정에서의 응용을 다룬다.

ENV521 환경미생물실험 (Environmental microbiology experiment) 0:9:3

이 과목은 미생물의 기본적인 취급법(순수분리, 배양, 동정)과 최근 환경시스템에서의 미생물의 분포

와 실험방법에 의한 미생물의 변화를 탐구한다.

ENV651  토지오염관리공학 (Soil and Groundwater Pollution Management Engineering) 3:0:3(3)

각종 오염된 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내용을 위주로 해서 토양질의 특성파악 및 정화기술, 오염

토양 및 지하수 차폐기술 등에 관하여 다룬다. 

ENV661  유독물관리공학 (Toxics Management Engineering) 3:0:3(3)

유독물의 발생에서 부터 최종처분까지 환경공학자가 기본적으로 터득해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강의

하고, 개인연구과제를 통해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ENV731  고급수질관리공학 (Advanced Water Quality Management Engineering) 3:0:3(3)

수자원 및 수질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특히 지표수, 지하수, 하구, 

연안해역 등의 수질오염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 기법을 알아본다. 또한 

장기적인 수질문제 해결과 수질개선에 이용되는 수질관리모델을 살펴보고 그 특징과 응용성을 알아

본다.

ENV741  고급대기오염방지기술 (Advanced Air Pollution Control Technology) 3:0:3(3)

최근의 대기오염방지기술 내용을 소개하고 대기오염의 근원적인 오염방지기술 및 대기오염을 발생

시키는 각각의 오염물질에 대한 최신의 오염방지 제어기술에 관한 내용을 강의함과 아울러 문헌조

사를 통하여 오염방지장치를 설계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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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791 환경공학특강 (Special Topics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3:0:3(3)

교과과정에 포함 안된 환경공학분야의 최근문제와 동향, 최신환경공학기술, 환경정책 등과 같은 분

야의 주제들을 선별 강의한다.

CE504  고급환경화학Ⅰ (Advanced Environmental Chemistry Ⅰ) 3:1:3(12)

자연환경(대기, 물, 토양)에서 일어나는 화학적인 변화현상과 오염물질의 처리시 나타나는 현상을 이

해하기 위해 수질화학, 대기화학, 토양화학 및 고급 산화기술 등에 대해 다룬다. 이 과목은 유해산

업폐기물 또는 폐수의 처리,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등 여러 전공분야의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한 기초

가 될 것이다.

CE571  환경공학실험 (Environmental Engineering Laboratory) 1:6:3(10)

오염물질 처리에 관한 물리, 화학 및 생물학적 실험장치의 제작, 운전 및 실험계획, Scale up 문제, 

실험결과의 해석 및 응용 등에 대한 이론과 실험으로 구성된다.

CE575  산업폐수처리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3:0:3(4)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현황, 법적규제, 폐수의 양적 및 

질적특성 등의 기초분야에서 다양한 처리공정, 산업폐수와 도시하수와의 분리 및 병합처리에 관한 

기술과 다양한 처리공정에 관한 경제성 평가 등의 응용분야를 강의한다. 그리고 습득한 강의내용의 

효과를 증진하며 응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인연구를 동시에 수행한다.

CBE571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3:0:3(4)

에너지분야의 연구대상인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총괄적 내용과 주로 석탄에너지 활용기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한다.

CBE680  막공학 (Membrane Technology) 3:0:3(3)

일반적으로 고분자 및 세라믹 막은 투석, 한외여과, 역삼투, 기체분리, 고농도세포배양 등 여러분야

에 사용된다. 특수막의 일종인 Langmuir-Blodgett막, 전도성막은 다양한 바이오센서의 제조에 사용되

기도 한다. 이 과목에서는 막제조물질, 막제조공정, 규격화, 전달현상, 분극현상, 막의 fouling 및 재

생 등에 대하여 강의한다.

CBE632  콜로이드와 계면화학 (Colloids and Surface Chemistry) 3:0:3(3)

미세입자의 표면현상, lyophilic과 lyophobic colloids의 상호작용과 안정성, 거대분자와 polyelectrolyte의 

영향, 에멀젼, films, gels, micells, microemulsions 분산 등의 미세화학 시스템의 성질과 계면화학 등을 

다룬다.

CBE761  생물공정해석 및 제어 (Bioprocess Analysis and Control) 3:0:3(3)

생물공정의 모니터링 및 제어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룬다. 우선 생물반응기의 온라인 모니터링

을 위한 대표적인 바이오센서 시스템을 소개하고 측정이 여의치 않은 변수의 간접적인 추정을 위한 

기법들을 다룬다. 회분식/유가식 공정은 최적화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연속식 공정의 경우는 안정

성 해석 및 제어를 중점으로 한다.

MAE513 고등연소공학 (Advanced Combustion) 3:0:3(6)

본 과목에서는 반응성 유체운동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기초적 방법론을 다룬다. 반응성 유체운동의 

이해는 열기관의 설계 및 성능향상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다성분계의 지배방정식, 연소반응 속도론 

등의 기초가 본 강의에서 세 히 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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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654  소음제어 (Noise Control) 3:0:3(6)

음향학(MAE 552)의 기초개념을 복습한 후, 소음에 대한 인간의 지각과 주관적반응 및 이에 대한 정

량화방법에 대하여 공부하며, 관련된 국내외의 측정표준 및 법규에 대해 소개한다. 소음/진동 전문

가가 알아야 할 소음원/원리의 특성, 전달 경로의 파악기법 및 각종 수동적, 능동적 소음대책요소의 

특성과 효율적 적용 및 설계방법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공부를 하며, 실제 소음사례를 들어서 문제

분석 및 정숙화를 위한 해결방안에 관한 연습을 수행한다.

MAE810 열유체공학특론 (Special Topics in Thermal & Fluid Engineering) 3:0:3(6)

필요에 따라 선정된 열유체공학 분야의 이론과 응용을 다루며 구체적인 강의내용은 개설전에 정하

고 공고한다.

MGT537 자원/환경경제학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3:0:3(5)

외부성, 공공재,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비대칭정보에 따른 정보지대(Informational Rent), 무임승

차효과(Free-rider Effect) 등 자원/환경문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들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역할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방법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게임이론의 개념을 이용하

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주체들의 갈등해소와 효율적 자원관리에 대해 분석한다.

NQE512 원자로해석 및 핵 설계 (Nuclear Reactor Analysis and Design) 3:0:3(6)

원자력 동력로의 노심 핵설계와 해석에 관한 강의. 중성자 수송 방정식의 소개와 그에 대한 확산 

이론 근사법, 소수군 및 다군 확산방정식의 해법, 속중성자와 열중성자의 에너지분포 계산, 비균일 

원자로의 균일화 작업을 다룬다. 실제적인 원자로 상황에서 중성자의 시간적-공간적 분포를 예측하

기 위한 최근 방법 (예:노달방법)을 포함하며, 실제 원자로 핵설계에 사용되는 전산코드의 실습도 포

함한다.

NQE513  중성자 및 방사선 수송이론 (Neutron and Radiation Transport Theory) 3:0:3(6)

중성자 및 방사선의 수송현상에 관하여 연속에너지, 일군 및 다군 수송해법의 이론 및 수치해석과 

전산체계에 대한 강의 : Spherical Harmonics, Discrete Ordinates, Integral Transport, Even-Parity 

Transport, Monte Carlo 기법 등을 소개하고, 그 이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각종 원자로 노심설계나 방

사선 차폐시설의 설계, 핵융합로, 가속기 및 의료용 방사선 기기설비의 설계에서 방사선 분포 해석, 

핵탐사와 컴퓨터 단층촬영 같은 영상처리 방법을 다룬다.

NQE523  원자로 안전 Ⅰ (Nuclear Reactor Safety Ⅰ) 3:0:3(6)

이 과목은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목표, 안전특성, 안전해석 방법 및 진단기술을 다룬다. 과도상태 및 

설계 기준 사고에 대한 결정론적 해석과 계통의 신뢰도, 극심사고발생 빈도 및 현상을 포함하는 확

률론적 안전평가가 강조된다. 고장이나 사고의 진단 및 처리도 포함된다. 또한, TMI 사고, 

Chernoby1 사고와 기타 중요한 원자로 사고가 실례로 다루어진다.

NQE624  핵연료와 노심설계 (Nuclear Fuel and Core Design) 3:0:3(6)

핵연료의 노심설계를 위해 필요한 열유체와 기계적 분석, 그리고 확률론적 분석의 기본이론과 실제 

응용이 다루어진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설계를 위해 각 분석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종합되는가에 대

한 방법론이 논의된다.

NQE575  원자력 에너지 정책 (Nuclear Energy Policy) 3:0:3(6)

원자력 개발, 이용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원자력 에너지의 기술, 경제, 환경, 사회 및 정치적 측면을 

검토 평가한다. 원자력에너지 이용 계획(발전, 지역난방, 산업용 열에너지원)의 각국별, 지역별, 국제

적 현황을 분석한다.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 국제 핵확산 금지제도의 역할 등을 견주어 봄으로

써, 당면 정책 과제에 입각한 원자력에저지 정책의 개발 전망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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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960  논문연구(석사) (Thesis〈Master Sudent〉)

ENV966  세미나(석사) (Seminar〈Master Student〉) 1:0:1

ENV980  논문연구(박사) (Thesis〈Ph.D. Student〉)

ENV986  세미나(박사) (Seminar〈Ph.D. Studen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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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매뉴팩쳐링리더십 학제전공

학과홈페이지 : eml.kaist.ac.kr

학과사무실 : 042-869-3102

1. 개  요

  e-Manufacturing은 좁은 의미로는 제품생산과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하나, 넓은 의미

에서 상품의 기획 및 설계, 생산시스템의 설계/설치/운영, 부품의 구매/공급, 최종상품의 유통/판매 및 AS에 이

르기까지의 제조 산업의 전 활동영역에 인터넷 및 IT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

모하는 “제조업의 e-Business화”라는 뜻으로 통용되고 있는데, 본 학제전공에서도 넓은 의미의 e-Manufacturing

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e-Manufacturing의 목적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기업간 거래방식을 혁신하여 공

급체인/가치사슬 전체에 걸쳐 정보공유, 협업, 거래 및 업무 프로세스 통합하여 납기, 품질, 원가 경

쟁력을 제고하며, 기업 관계를 경쟁적이고 적대적이었던 관계로부터 협업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80년 발간초기 한때 과학적 방법론을 갖추지 못한 예언서 정도로 치부되던 Alvin Toffler의 “제3의 

물결”은 PC의 성공에 힘입어 정보화 사회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90년대를 거쳐 이제는 “아무도 피

해나갈 수 없는” 메가 트렌드로 우리사회의 현 위치와 앞날을 제시하고 있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산

업혁명 이후의 거대한 산업화 물결의 예고편이자 시작에 불과했듯이 Internet의 출현은 앞으로 다가올 

거센 정보화의 물결에 대한 prolog일 뿐이다. 산업혁명이 결코 농업의 필요성을 없앤 것이 아니고 농

업에 기계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듯이, 정보혁명은 제조업에 정보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제조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고 또 앞으로 그런 기업만이 살아남을 것임은 명약관

화한 일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전통산업과 IT의 융합”이 요구되는 바, 이를 e-Manufacturing이라고 

부른다. 

  e-Manufacturing을 위해서는 제조업체 내의 제반 업무프로세스는 물론 기업간 거래 및 협력 프로

세스의 분석 및 재설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전달 및 업무처리방식의 설계, 나아가 웹 기반 정보시

스템 구축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제품개발 및 설계과정, 제조공정, 생산시스템, 유통 및 물류체

계 등을 이해하고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적용하는 능력을 갖춘 리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

나, 기존의 세분화된 학과위주의 교육으로는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공학과, 기계공학과, 전산학과 등이 협력하여 eML(e-Manufacturing Leadership)학제전공을 2002년 

7월에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참여학과의 총 12명의 교수가 본 학제전공에 참여하고 있다.

  eML학제전공에서는 현장 전문기술과 IT를 겸비하여 주력산업의 e-transformation을 선도할 리더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바, 1) SI/컨설팅 업체의 "제조/엔지니어링 분야 IT솔루션 컨설팅" 리더, 2) 제조/물류 업체

의 "IT화 기획/추진/구축" 리더, 3) IT솔루션 업체의 "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리더 양성에 적합하도록 교과

과정이 편성되었다. 

  특히 본 학제전공에서는 1)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업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주문적응

(注文適應)형 교육을 제공하고, 2) 현장 인턴쉽 및 Capstone design프로젝트를 통한 실전체험(實戰體

驗)적 훈련을 제공하며, 3) 현업에서의 IT화 issue 및 solution개발을 대상으로 한 실사구시(實事求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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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연구를 수행토록 하며, 4)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리더십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실전체

험적 훈련을 제공하기 위하여 ‘e-Manufacturing 실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추가 개설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글로벌리더십 함양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공유되는 생산 전략 및 정보화 분야의 대학원 

교육과정(GEM프로젝트: www.sintef.no/GEM)에 참여해왔다.

  본 eML 학제전공에 지원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eML학제전공 참여학과(2003년 현재 산업공학과, 기계공학전공, 전산학전공이 참여중이며 추후 

확대될 예정임)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 후 해당학과의 적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희망과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eML학제전공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과의 이수요건과 eML학제전공의 이

수요건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한다.

(2) 2005년부터는 eML학제전공으로도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단, 모집 인원은 학생지원 예산과 등록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미리 공지한다.

  본 학제전공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학제전공 홈페이지(http://em1.kaist.ac.kr)에서 확인할 수 있

다.

2. 학위과정

본 eML학제전공은 대학원 교육과정으로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학위기에는 다음 2가지 방

법으로 표시된다.

(1) eML학제전공 참여학과로 입학한 후에 eML학제전공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속 학과 명칭과 동시

에 “e-Manufacturing Leadership 학제전공”이 기록된다.

(2004년 및 그 이전에 참여학과로 지원하면서 eML학제전공 지원을 함께 명시하여 입학한 학생들도 

학위기가 같은 방법으로 기록된다.)

(2) eML학제전공으로 직접 입학한 경우에는 “e-Manufacturing Leadership 학제전공”으로 기록된다.

3. 교육 및 연구 분야

❐ 제조 및 업무 프로세스와 혁신기법

   - 제품 설계 및 개발, 구매, 운송 및 물류, 유통, 제조현장 관리 및 통제 등의 프로세스

   - 기업간 거래 및 협업 프로세스와 협업모델

   - 업무프로세스 분석, 모델링, 혁신기법, 컨설팅 방법론

❐ 제조 및 업무 정보시스템 솔루션 기술

   - 기업내 정보시스템 및 솔류션

   - 기업간 거래 및 협업 정보시스템 및 솔류션

   - 정보시스템 및 솔류션 설계 및 개발 기술

❐ 리더십 및 지식관리 분야

   - 창의적 학습과 지식창출,  정보화 조직 경영, 리더십 등

   

4. 교과목 이수요건

과  정

교 과 목  학 점

연 구 계
공통필수

전공필수 선  택

학제전공 필수 학제전공 선택 선  택

석  사 3 3 9 9 12 이내 36 이상

박  사 3 3 15 21 30 이상 7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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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은 박사과정 이수학점에 누적 가산할 수 있음.

        - 소속학과로 졸업하는 학생들은 각 과정 공히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요건을 이수하는      

동시에 소속학과의 이수요건을 만족시켜야 함.

        - 학제전공 교과목중 소속학과와 학제전공에서 동시에 이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 각각의 이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 CC500 영어논문작성법, CC510 전산응용개론, CC511 확률 및 통계학, CC512 신소재과학개

론, CC513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CC522 계측개론, CC530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CC531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중 택1.

   다.  전공필수: 3학점

       - EML501 e-Manufacturing 개론

   라.  선    택 :   18학점 이상

       - “학제전공 선택과목”(교과목 일람표 참조) 중 9학점을 포함하여 18학점 이상 이수하되 MAE547 

지식기반 설계시스템, IE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CS550 소프트웨어공학, EML601 

e-Manufacturing 실습 중에서 1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산업공학과 소속 학생은 

EML601 e-Manufacturing 실습을 반드시 이수

   마.  연    구:   12학점 이내

       -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함.

       - 연구학점중 3학점을 2개월 이상의 기업체 인턴십으로 취득 가능 (권장사항)

❐ 박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  72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  3학점

       - 석사과정과 동일,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됨.

   다. 전공필수:  학제전공 필수  3학점

       - EML501 e-Manufacturing 개론

   라. 선    택:  36학점 이상  

       “학제전공 선택과목”(교과목 일람표 참조) 중 15학점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 이수하되 다음 조

건을 만족해야 함.

       MAE547 지식기반 설계시스템, IE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CS550 소프트웨어공학, EML601 

e-Manufacturing 실습 중에서 2과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산업공학과 소속 학생은 EML601 e-Manufacturing 실습을 반드시 이수

    마. 연    구:  30학점 이상

        - 소속학과의 연구과목으로 대체함.

❐ 경과조치

   본 이수요건은 2003학년도 입학생 및 학제전공 지원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석사과정 전공필수 이수

요건의 단서 조항 “EML601 e-Manufacturing 실습 이수”는 2003학년도 산업공학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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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숙  제)
담당교수 개설학기 비고

공통필수

CC500

CC510

CC511

CC512

CC513

CC522

CC530

CC531

영어논문작성법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신소재과학개론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계측개론

기업가정신과 경영전략

특허분석과 발명출원

3:0:3

2:3:3

2:3:3

3:0:3

3:0:3

2:3:3

3:0:3

3:0:3(6)

학제전공

필수
EML501 e-Manufacturing 개론 3:1:3(4)

이태억,한순흥, 

배두환
봄  

학제전공

선택

EML 601 e-Manufacturing 실습 1:6:3(10)
최병규,김영대,신하

용
봄

MAE547 지식기반 설계시스템 3:1:3(6) 한순흥 가을

IE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3:1:3(6) 최병규 가을 *MAE570

CS550 소프트웨어 공학 3:0:3(4) 차성덕,배두환 봄
*IE652,*CS650

*CS655

EML502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3:1:3(4) 장윤석,이태억 봄  

EML503 산업 정보 기술 3:1:3(4) 신하용 가을 *IE564 

EML504 창의적 학습과 지식창출 3:1:3(4) 양동열 가을 *MAE606 

IE526 정보화조직경영과 리더십 3:0:3(4) 양태용 가을

IE532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3:1:3(6) 최병규 가을 *MAE694

IE553 동시공학과 PDM 3:1:3(6) 서효원 봄

IE653 가상생산 3:1:3(6) 신하용,최병규 가을

IE639 공급체인 최적화 3:0:3(6) 성창섭 가을

IE723 공급체인 관리 3:1:3(5) 이태억,박상찬 가을

MAE647 STEP과 전자거래 3:0:3(6) 한순흥 봄

연구 EML966 세미나 1:0:1 Staff 가을

5. 교과목 일람표

❐ eML 학제전공 (석․박사과정)                                                      

 ※ 비고란의 *는 대체과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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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과목 개요

EML501  e-Manufacturing 개론  (Introduction to e-Manufacturing) 3:1:3(4)

인터넷 및 정보기술을 이용한 제조프로세스의 혁신전략, 모델, 솔루션, 구현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

한다. e-Manufacturing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e-Manufacturing에 포함되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information system의 현황과 기술동향을 알아본다. 

EML502  경영관리 정보시스템 (Business Information System) 3:1:3(4)

제조기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업무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및 

Workflow System 등의 기업정보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을 학습하고 업무분석, Best Practices, 솔루션에 

기반한 시스템구성 및 구현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습함.  

EML503  산업정보기술  (Industrial Information Technology) 3:1:3(4)

기업정보/산업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 IT기술을 학습함.

EML504  창의적 학습과 지식창출  (Innovative Learning and Knowledge Creation ) 3:1:3(4)

본 과목에서는 창의적 학습과정에 대한 모델링과 분석, 그리고 IT를 이용한 e-Learning을 통한 지식

전파 과정에 대하여 공부한다.  또한 조직 내에서의 지식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습득한다.

EML601  창의적 학습과 지식창출  (Innovative Learning and Knowledge Creation ) 3:1:3(4)

본 과목에서는 EML501 e-Manufacturing 개론에서 다룬 산업현장의 정보화 문제를 Capstone project형

식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현장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

다. 2~3명이 한 조를 이루어 현장실습을 통해 파악된 문제를 한 학기에 걸쳐 분석/설계/구현한다. 

Project 진행경과를 각 단계별로 조별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EML966  세미나  (e-Manufacturing Leadership Seminar) 1:0:1

산업체 및 관련기관의 e-메뉴팩쳐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듣고 리더십 함양을 위한 토

론을 갖도록 한다.

IE526  정보화 조직 경영과 리더십 (IT Organization and Leadership) 3:0:3(4)

본 과목에서는 산업공학 전공자가 기업 정보화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CIO의 역할과 

책임, 정보화 조직관리 및 경영, 정보기술 운영, 정보화 동향분석 등 정보화 조직 경영 능력을 배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CIO의 비젼과 역할, 정보시스템 조직관리, 벤처기업과 

정보화, 정보화를 통한 경영혁신, 기업정보화 전략, 정보화 리더십 등 제반 관련 분야를 종합적으로 

공부한다.  또한, 성공적인 제조업체의 CIO, 벤처기업의 CEO/CIO, S/I 업체의 책임 컨설턴트를 연사

로 초청 활용한다.

IE532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Simulation and System Modeling) 3:1:3(6)

복합적인 실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formal model을 세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system modeling formalism, 여러가지 world views, 

네트워크에  의한 시스템 모델, next-event 방법, input modeling, output analysis, variance reduction 방

법 등을 다루고 SIMAN 등의 상업용 시뮬레이션 언어의 사용법도 습득시킨다.

IE551  제조 및 공급시스템 (Manufacturing System and Supply Chain) 3:1:3(6)

산업공학 전공학생들로 하여금 제조시스템 및 공급체인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다양한 제조 공정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지식을 습득시킨다.  

또한 제조업의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고, 공급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다룬다.  주요 논제로는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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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종류, 제조시스템의 변화, 제조 및 공급시스템 모델링 방법론, 제조정보시스템 framework, 

공급체인관리 등이 있다.

IE553  동시공학 및 PDM (Concurrent Engineering and Product Data Management) 3:1:3(6)

본 강좌는 동시공학의 개념, 제품개발 프로세스, 동시공학 접근방법, 동시공학 프로세서 설계방법 

및 동시공학 사례를 소개하고, 동시공학의 구현을 위한 PDM (Product Data Management) 시스템의 

기본 개념, 주요기능, 구현 방법론 등을 다루고, 동시공학 및 PDM 시스템 구현 사례분석을 제공하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IE639  공급체인 최적화 (Supply Chain Optimization) 3:0:3(4)

Internet 환경에서, 특히, B2B EC와 연관하여, 서비스나 자원의 공급경쟁력을 강화하도록 기존의 

O.R. Model들 (예: 네트워크 이론, 수송 이론, 스케줄링 이론, 재고관리 이론 등)을 통합 활용하고자 

공급체인최적화를 강의하고자 한다. 본 강의의 주요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Strategic Level에서의 공

급체인용 Flow Network의 설계이론을 다루고, 이에 따라 Tactical Level에서의 Sourcing 이론, 

Production Planning 이론, Logical Routing 이론들을 다루고자 한다. 또한, Operational Level 차원에서, 

Scheduling 이론, Inventory 이론, Vehicle Routing 이론 등을 함께 다뤄서, System 차원의 통합을 모색

하고자 한다.

IE653  가상생산 (Digital Manufacturing) 3:1:3(6)

본 강좌에서는 제품의 설계 및 생산프로세스의 정의를 컴퓨터상의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는 기술

에 관하여 공부한다.  주요 강의주제로는 디지털목업(DMU), 가상 프로토타이핑(Virtual prototyping), 

가상 생산공정 설계, 가상 공장 설계, 생산시스템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된다.

IE723  공급체인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3:1:3(5)

기업간의 물류, 구매 및 조달, 운송, 생산, 유통 및 판매 등의 프로세스와 제품설계의 혁신에 의한 

로직스틱스 프로세스 개선, 기업간 정보공유 및 전달 시스템에 의한 관련 프로세스 통합, 로지스틱스 

시스템 설계, Planning기법 및 시스템, 기업간의 제휴 및 협력 등을 교육, 실습함.

CS550  소프트웨어 공학 (Software Engineering) 3:0:3(4)

신뢰도 높은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요구되는 기본개념을 소개하며 life cycle 모델, 개

발단계별 기법, 자동화 도구, 프로젝트 관리기술, 소프트웨어 개발환경, 신뢰도 및 자원활용 모델, 

소프트웨어 metrics 등을 논의한다.

MAE547  지식기반설계시스템 (Knowledge-Based Design System) 3:1:3(6)

인간의 단순한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면, 사람들은 인간만이 해낼 수 있는 고

급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본 학과목에서는 제품의 개발과 설계 과정에 사용되는 

지식기반 시스템들(전문가 시스템, TRIZ, KMS, 온톨로지, 구성설계)의 현황과, 그 바탕 이론을 배우

고, 텀 프로젝트를 통해 지식기반 시스템을 실습한다. 

MAE647  STEP과 전자거래 (STEP for Electronic Commerce) 3:1:3(6)

전자상거래, 인터넷 비즈니스가 제조업과 연결되면서 B2B, SCM, CRM, CPC, PLM 등의 새로운 개

념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들 새로운 기술들을 전자거래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그 중에 제조업 정보

화의 기반이 되는 STEP 제품모델 정보표준 기술을 소개한다. 텀프로젝트는 STEP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하여 산업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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