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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수학전공은?

학생들이 순수 및 응용수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익혀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전산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전산 과목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목의 교육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학의 기본 줄기라고 할 수 있는 해석학, 대수학, 위상 및 

기하학의 기초를 교육하고 응용 학문을 추가로 개설하고 

있습니다. 해석학 쪽으로는 미분적분학을 배우고 다변수 

함수론과 벡터해석학을 익힙니다. 또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복소 해석학에 이르는 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수학 및 

정수론 등이 개설되어 있고 위상수학과 미분기하학이 개설되어 

이 분야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합니다. 기초통계학, 수리통계학, 

보험통계학 등 다수의 통계학 과목을 개설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해석학 또한 중요한 실용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수학, 확률론, 산업수학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학생들이 현대 응용 수학의 주요한 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산 관련 교육과정은 1학년 학부공통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설하고 이후 그래프 이론과 이산수학, 

확률론등의 과목을 통해 컴퓨터 공학에도 널리 사용되는 

수학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융합전공과 공통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 과목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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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더 깊이 알기

1학년 1학기 컴퓨터공학입문과 파이썬

2학기 프로그래밍입문

2학년 1학기 고급선형대수학, 해석학1, 확률론1, 융합이산수학, 상미분방정식

2학기 그래프이론, 해석학2, 확률론2, 정수론, 집합과논리

3학년 1학기 대수학1, 위상수학1, 복소해석학, 해석학3, 머신러닝

2학기 대수학2, 위상수학2, 편미분방정식, 수리통계학, 딥러닝

4학년 1학기 미분기하학, 응용수학1, 수치해석학, 산업수학, 융합·창업종합설계Ⅰ

2학기 응용수학2, 금융수학, 융합·창업종합설계Ⅱ, 현장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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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특별한 프로그램

학생주도프로그램

- 멘토링을 통한 전공 응용 능력 향상 프로그램: 멘티학생의 

부족한 전공과목을 멘토학생이 주1회 주제별 학습합니다. 

실력있는 전문인 양성하고, 자발적인 학습 기회 및 잠재적 능력 

향상시킵니다. 추론적인 방식으로 사고를 조직화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운영기간: 2학기 중)

졸업 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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