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응용과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omputer Aided Science

◎ 교육목표

1) 컴퓨터응용과학과 대학원은 수리적 기초지식 위에 컴퓨터응용과학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1C에 맞는 연구방법 습득을 교육시켜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2) 수학, 물리학 및 컴퓨터응용과학의 최첨단 지식을 습득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분야 연구직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컴퓨터 응용과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지역사회와 산학협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컴퓨터응용과학 전문가를 육성한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1) 전공분야
  컴퓨터응용과학과에서는 전공분야에 따라 컴퓨터수학교육, 정보수학, 수리컴퓨터프로그래밍, 컴퓨터시뮬
레이션, 재료 및 소자, 의료 및 광기술, 이론물리의 세부분야를 둔다.
2) 이수학점
 ① 석사과정은 졸업이수학점 24학점 중 6학점, 박사과정은 졸업이수학점 36학점 중 18학점은 타과에서 취
득한 학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컴퓨터응용과학과의 수학용소프트웨어I은 수학과 석사과정의 수학용소프트웨어와 동일과목으로 인정한
다.
 ③ 수학과 석사과정, 물리학과 석, 박사과정의 학생이 컴퓨터응용과학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그 학점을
인정한다.
3) 필수과목
 ① 컴퓨터응용과학의 이해, 수치해석, 응용수학 3과목 중 2과목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4)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
 ① 컴퓨터응용과학과 석사과정 및 본 석사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박사과정생은 컴퓨터응용과학의 이해, 수
치해석, 응용수학 3과목 중 2과목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한다.
5) 학위논문 제출자격
 ① 석사학위논문제출자격으로 1회 이상 국내관련학회에서의 발표를 하여야 하며, 박사학위논문제출자격으
로 국내·외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을 반드시 게제해야한다. 단, 컴퓨터수학교육 박사과정 전공자는 국내외
전문 학술지(등재, 등재후보)에 1편이상을 게재하고 관련 학회에서 1회 이상 발표하여야 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중 30% 이상은 본 학과 이외에서 초빙하는 것을 권장한다.
 ③ 박사논문 심사 위원으로 본 학과 이외에서 20% 이상 초빙하여 논문심사를 실시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이남용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수치해석 교수

김향숙 AI융합대학 컴퓨터공학부 미분기하학 교수



컴퓨터응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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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111 기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Geometry

전공 EEK108 대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lgebra

전공 EEK114 디지털학습자료개발론 3 3.0 0.0 이론

Theory of Digital Learning material

development

전공 EEK119 응용수학특론 I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I

전공 EEK120 이산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Discrete Mathematics

전공 EEK001 컴퓨터응용과학의 이해 3 3.0 0.0 이론

Understanding of Computer-Aided Science

전공 EEK109 해석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nalysis

1-2 전공 EEK103 수학적 문제해결 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

전공 EEK003 응용수학 3 3.0 0.0 이론

Applied Mathematics

전공 EEK118 응용수학특론 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

2-1 전공 EEK002 수치해석 3 3.0 0.0 이론

Numerical Analysis

전공 EEK105 수학교재론 3 3.0 0.0 이론

Theory of Mathematics Contents

전공 EEK116 수학용소프트웨어 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software I

전공 EEK106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 3 3.0 0.0 이론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

2-2 전공 EEK117 수학용소프트웨어 I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software II

소계: 45 학점



컴퓨터응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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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컴퓨터수학교육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111 기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Geometry

전공 EEK108 대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lgebra

전공 EEK114 디지털학습자료개발론 3 3.0 0.0 이론

Theory of Digital Learning material

development

전공 EEK119 응용수학특론 I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I

전공 EEK120 이산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Discrete Mathematics

전공 EEK109 해석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nalysis

1-2 전공 EEK103 수학적 문제해결 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

전공 EEK104 수학적 문제해결 I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I

전공 EEK118 응용수학특론 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

2-1 전공 EEK105 수학교재론 3 3.0 0.0 이론

Theory of Mathematics Contents

전공 EEK116 수학용소프트웨어 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software I

전공 EEK106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 3 3.0 0.0 이론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

2-2 전공 EEK102 수학교육과정론 3 3.0 0.0 이론

Theory of Curriculum in Mathematics

Education

전공 EEK117 수학용소프트웨어 II 3 3.0 0.0 이론

Mathematical software II

전공 EEK107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I 3 3.0 0.0 이론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I

소계: 45 학점



컴퓨터응용과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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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정보수학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211 유한체론 3 3.0 0.0 이론

Finite Field Theory

전공 EEK212 전산수학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Computational

Mathematics

2-1 전공 EEK205 컴퓨터를 이용한 정수론 3 3.0 0.0 이론

Computational Number Theory

2-2 전공 EEK213 암호이론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Cryptography

전공 EEK202 전산수학 3 3.0 0.0 이론

Computational Mathematics

소계: 15 학점

수리컴퓨터프로그래밍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313 수치해석특론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Numerical Analysis

소계: 3 학점

컴퓨터시뮬레이션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422 유한차분법 3 3.0 0.0 이론

Finite Difference Method

전공 EEK402 컴퓨터시뮬레이션 II 3 3.0 0.0 이론

Computer Simulation II

소계: 6 학점

이론물리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725 게이지이론 Ⅱ 3 3.0 0.0 이론

Gauge Theory Ⅱ

전공 EEK727 들 이론 Ⅰ 3 3.0 0.0 이론

Field Theory Ⅰ

전공 EEK728 들 이론 Ⅱ 3 3.0 0.0 이론

Field Theory Ⅱ

전공 EEK726 변분원리 3 3.0 0.0 이론

Variational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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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이론물리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EK731 우주론 3 3.0 0.0 이론

Cosmology

전공 EEK715 이론물리특론 I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Theoretical Physics II

전공 EEK702 이론물리학 II 3 3.0 0.0 이론

Theoretical Physics II

전공 EEK729 일반상대론 Ⅰ 3 3.0 0.0 이론

General Relativity Ⅰ

전공 EEK730 일반상대론 Ⅱ 3 3.0 0.0 이론

General Relativity Ⅱ

전공 EEK733 자료처리 3 3.0 0.0 이론

Data Analysis

전공 EEK732 중력파 3 3.0 0.0 이론

Gravitational Wave

1-2 전공 EEK724 게이지이론 Ⅰ 3 3.0 0.0 이론

Gauge Theory Ⅰ

전공 EEK705 고급양자역학 3 3.0 0.0 이론

Advanced Quantum Mechanics

전공 EEK714 이론물리특론 I 3 3.0 0.0 이론

Special Topics on Theoretical Physics I

소계: 42 학점

총계: 156 학점



▣ 교과목 개요

◎ EEK001 컴퓨터응용과학의 이해  (Understanding of Computer-Aided Science)

수리적 능력을 바탕으로 21C에 맞는 컴퓨터응용과학을 이해하여 수학, 물리학 및 컴퓨터응용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EEK002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다양한 수치해법을 익히고 이를 통해서 일반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행렬이론과 근사이론에 수치해법을 적

용하여 이들을 바탕으로 미분방정식의 수치 해법을 이해한다.

◎ EEK003 응용수학  (Applied Mathematics)

자연과학과 공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써 제시되는 수학적 문제들을 다룬다.

◎ EEK103 수학적 문제해결 I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

수학적 문제 해결의 여러 이론들을 정보처리 이론적, 인지심리학적 관점, 컴퓨터를 활용한 관점등으로 접

근하여 수학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EEK105 수학교재론  (Theory of Mathematics Contents)

 기초교과서와 참고 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계를 지어 교과서의 영역별 내용을 다루어 수업계획작성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재를 구성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EEK106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

 교육 전산과목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학교수-학습에 유용한 컴퓨터 소프터웨어를 실습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수학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수학전용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 Maple, GSP

등과 수학

◎ EEK108 대수학특론  (Special Topics on Algebra)

  중등수학의 대수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대수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대수학 분야를 심층 연

구한다.

◎ EEK109 해석학특론  (Special Topics on Analysis)

중등수학의 해석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

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해석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해석학 분야를 심층 연구

◎ EEK111 기하학특론  (Special Topics on Geometry)

중등수학의 기하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

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기하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하학 분야를 심층 연구

◎ EEK114 디지털학습자료개발론  (Theory of Digital Learning material development)

  수학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의 수학교육에의 활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의 수학 교수-학

습에의 효율적인 응용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학교육과정에 부합된 학습자

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 EEK116 수학용소프트웨어 I  (Mathematical software I)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도모하여 수학교사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기초적인 수학

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익혀 이를 응용하여 수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의 개발 및 학습

지 도안을 설계한다.

◎ EEK117 수학용소프트웨어 II  (Mathematical software II)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도모하여 수학교사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기초적인 수학

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익혀 이를 응용하여 수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의 개발 및 학습

지 도안을 설계한다.

◎ EEK118 응용수학특론 I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

◎ EEK119 응용수학특론 II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I)



▣ 교과목 개요

◎ EEK120 이산수학특론  (Special Topics on Discrete Mathematics)

  순열, 조합, 그래프이론, 알고리즘, 게임이론, 선형계획법 등의 이산수학 내용을 익혀 새로운 교과과정

에 부합된 이산수학 교육 과정을 분석, 연구한다.

◎ EEK102 수학교육과정론  (Theory of Curriculum in Mathematics Education)

 수학교육의 교육과정의 유형 구성이론, 평가모형을 바탕으로 국내외의 수학교육과정의 흐름과 중등수학

교육과정의 실제를 비교 분석한다. 진행되는 교육과정 개혁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여 새 교육과정을

◎ EEK103 수학적 문제해결 I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

수학적 문제 해결의 여러 이론들을 정보처리 이론적, 인지심리학적 관점, 컴퓨터를 활용한 관점등으로 접

근하여 수학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EEK104 수학적 문제해결 II  (Mathematical Problem Solving II)

수학적 문제 해결의 여러 이론들을 정보처리 이론적, 인지심리학적 관점, 컴퓨터를 활용한 관점등으로 접

근하여 수학적 문제해결력 신장을 위한 현장적용능력을 배양한다.

◎ EEK105 수학교재론  (Theory of Mathematics Contents)

 기초교과서와 참고 교재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계를 지어 교과서의 영역별 내용을 다루어 수업계획작성에

대한 창의적인 방법과 효율적인 교육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재를 구성하는 태도와 능력을 기른다.

◎ EEK106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

 교육 전산과목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학교수-학습에 유용한 컴퓨터 소프터웨어를 실습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수학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수학전용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 Maple, GSP

등과 수학

◎ EEK107 컴퓨터응용수학교육 II  (Computer-Applied Mathematics Education II)

 교육 전산과목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수학교수-학습에 유용한 컴퓨터 소프터웨어를 실습을

통해 분석하고 연구한다. 수학교육의 교수-학습을 위한 수학전용 소프트웨어인 Mathematica, Maple, GSP

등과 수학

◎ EEK108 대수학특론  (Special Topics on Algebra)

  중등수학의 대수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대수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대수학 분야를 심층 연

구한다.

◎ EEK109 해석학특론  (Special Topics on Analysis)

중등수학의 해석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

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해석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해석학 분야를 심층 연구

◎ EEK111 기하학특론  (Special Topics on Geometry)

중등수학의 기하적 내용에 대한 학문적 연계성, 인지수준과의 관계, 교재구성 평가상의 특징과 유의점 등

을 연구한다. 현 수학교육의 기하교과과정과 평가방법 등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기하학 분야를 심층 연구

◎ EEK114 디지털학습자료개발론  (Theory of Digital Learning material development)

  수학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의 수학교육에의 활용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실제의 수학 교수-학

습에의 효율적인 응용에 대한 연구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수학교육과정에 부합된 학습자

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 EEK116 수학용소프트웨어 I  (Mathematical software I)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도모하여 수학교사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기초적인 수학

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익혀 이를 응용하여 수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의 개발 및 학습

지 도안을 설계한다.



▣ 교과목 개요

◎ EEK117 수학용소프트웨어 II  (Mathematical software II)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도모하여 수학교사의 정보화 능력을 함양한다. 기초적인 수학

용 소프트웨어의 사용방법을 익혀 이를 응용하여 수학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교재의 개발 및 학습

지 도안을 설계한다.

◎ EEK118 응용수학특론 I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

◎ EEK119 응용수학특론 II  (Special Topics on Applied Mathematics II)

◎ EEK120 이산수학특론  (Special Topics on Discrete Mathematics)

  순열, 조합, 그래프이론, 알고리즘, 게임이론, 선형계획법 등의 이산수학 내용을 익혀 새로운 교과과정

에 부합된 이산수학 교육 과정을 분석, 연구한다.

◎ EEK202 전산수학  (Computational Mathematics)

◎ EEK205 컴퓨터를 이용한 정수론  (Computational Number Theory)

  오랜 역사를 지닌 대수학의 중요한 분야인 정수론의 이론적인 강의 및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을 다룬다.

◎ EEK211 유한체론  (Finite Field Theory)

암호학의 대수학적 관점의 기본 이론이 되는 유한체인 갈로아 체에 대한 학습과 이들의 응용에 대해 학습

한다.

◎ EEK212 전산수학특론  (Special Topics on Computational Mathematics)

전산수학의 특정한 응용문제에 대해 학습한다.

◎ EEK213 암호이론특론  (Special Topics on Cryptography)

 암호 이론 및 암호프로토콜에 대해 학습한다.

◎ EEK313 수치해석특론  (Special Topics on Numerical Analysis)

  특별한 주제를 통하여 보다 고급화된 수치해석을 익힌다.

◎ EEK402 컴퓨터시뮬레이션 II  (Computer Simulation II)

 C, GNU C, JAVA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와 Matlab, Mathematica 등의 팩케이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연

과 사회의 여러 가지 단순한 현상들을 전산 시늉하는 방법에 대하여 공부한다.

◎ EEK422 유한차분법  (Finite Difference Method)

 미분방정식을 수치적으로 푸는 유한차분법에 관해 공부한다. 특히, 이것의 구현 알고리즘과 코딩방법, 그

리고 다양한 미분방정식에의 응용을 살펴본다.

◎ EEK702 이론물리학 II  (Theoretical Physics II)

◎ EEK705 고급양자역학  (Advanced Quantum Mechanics)

◎ EEK714 이론물리특론 I  (Special Topics on Theoretical Physics I)

◎ EEK715 이론물리특론 II  (Special Topics on Theoretical Physics II)

◎ EEK724 게이지이론 Ⅰ  (Gauge Theory Ⅰ )

게이지 이론은 입자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이론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게이지 이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통일을 설명할 수 있으며 대칭성과 자발적 대

칭 깨짐 현상을 통하여 현재의



▣ 교과목 개요

◎ EEK725 게이지이론 Ⅱ  (Gauge Theory Ⅱ)

게이지 이론은 입자물리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으로 이론물리학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의 하나이다. 게이지 이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상호작용의 통일을 설명할 수 있으며 대칭성과 자발적 대

칭 깨짐 현상을 통하여 현재의

◎ EEK726 변분원리  (Variational Principle)

뉴톤의 운동법칙과 같은 물리학의 다양한 법칙들은 특정한 물리량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통하여 얻어진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칙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변분원리이다. 변분원리를 통하여 물리계의 동역학을 결정할

수 있다. 변분원리에 대한

◎ EEK727 들 이론 Ⅰ  (Field Theory Ⅰ)

장(場, field) 또는 마당이란 공간상의 각 지점마다 다른 값을 갖는 물리량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장

은 흔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 장에는 스칼라장, 벡터장, 스피너장, 텐서장이 있다. 장은

패러데이와 맥스

◎ EEK728 들 이론 Ⅱ  (Field Theory Ⅱ)

장(場, field) 또는 마당이란 공간상의 각 지점마다 다른 값을 갖는 물리량을 일컫는 용어이다. 이러한 장

은 흔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함수로 주어진다. 장에는 스칼라장, 벡터장, 스피너장, 텐서장이 있다. 장은

패러데이와 맥스

◎ EEK729 일반상대론 Ⅰ  (General Relativity Ⅰ)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은 같은 물리량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일반 상대론은

좀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기하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질량이 있는 물질 들 사이의 중력이 결

국 시공간의 곡률로 기술되

◎ EEK730 일반상대론 Ⅱ  (General Relativity Ⅱ)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이론에 의하여 시간과 공간은 같은 물리량으로 인식되게 되었다. 일반 상대론은

좀 더 나아가 시간과 공간의 기하학을 좀 더 체계적으로 기술한다. 질량이 있는 물질 들 사이의 중력이 결

국 시공간의 곡률로 기술되

◎ EEK731 우주론  (Cosmology)

본 과정에서는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관한 여러 가지 이론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대성

이론에서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인 프리드만 방정식을 구하여 본다. 이 로버트슨-워커의 해는 균일하고

등방한 우주를 기술한다.

◎ EEK732 중력파  (Gravitational Wave)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서 예언 된 것으로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발생한 요동이 파동으로서 전달되어, 움직

이는 물체 또는 계로부터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중력파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중

력복사라 한다. 중력파를 방출하

◎ EEK733 자료처리  (Data Analysis)

우주 관측에서 나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법이 있다. 특히 우주에서 관측하는 데이터는 그 크기가 매우 미세하여 주변의 잡음이 묻혀있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신호대잡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