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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대학 소개
1. 설립배경
가. 과학영재를 선발하여 지역 산업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로 육성
나. 학사과정을 통해 우수 과학영재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이공계 대학원
대학으로서의 고급 인재 수급의 한계를 극복
다. 학사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연계하는 전주기적 과학영재 교육시스템 완성
라. 2008년 5월 학사과정 설립을 위한 광주과학기술원법 국회 통과
마. 2010년 3월 학사과정 1기 입학(100명)

2. 교육목표
3C1P 능력을 겸비한 21세기형 인재양성
창의성(Creativity)+협동심(Cooperation)+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문제해결능력(Problem-solving)

3. 비전
가.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교육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과학기술자 양성
나. 과학기술 기초와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인문사회 교양을 폭넓게
갖춘 기초가 튼튼하고 균형 잡힌 과학기술 인재 양성

4. 운영방침
가. 1학년 기초교육학부 / 2~4학년 전공과정 운영
나. 전공과목 영어강의,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국제화 역량 제고
다. 우수학생 대상 조기졸업 기회 부여
라. 학부생의 대학원 연구 참여 기회 제공

5. 교육특징
가. 기초과학과 전공과목 전과목 영어강의
나. 소규모 대화식 강의
다. 기초과학 심화교육, 실험실습 강화(Caltech 수준)
라. 창의력의 원천인 인문/사회, 예능/체육 과목 교육 강화
마. 1:1 맞춤형 지도 및 상담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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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단위
가. 1학년 자유전공: 기초교육학부
나. 2~4학년 전공과정: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기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지구·환경공학전공

※ 부전공 프로그램 운영: 수학 부전공, 인문학·사회과학 부전공, 에너지 부전공,
의생명공학 부전공, 문화기술 부전공, 지능로봇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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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안내
1. 학사 일반
가. 학사과정 이수학점 기준
학사과정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은 130학점 이상이어야 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균이 2.0/4.5 이상이어야 한다.
※ 졸업 이수요건 세부사항은 학사 안내의 ‘5. 기초교육학부 교과목 이수, 8. 전
공과정 교과목 이수, 10. 졸업요건’ 등의 안내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함
나. 학년, 수업일수 및 휴업일
1) 학년
가)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나) 총장은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
2) 수업일수
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
3) 휴강일, 휴업 및 휴강: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가) 공휴일
나) 설립기념일(11월 17일)
다) 하기휴가
라) 동기휴가
다. 수업연한 및 최장 재학연한
1)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수업연한의 단축 규
정에 따라 수학연한을 단축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2)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
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3) 학사과정의 수업연한 4년을 초과하여 재학할 경우 납입금 등의 제반
교육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6 -

라. 학년구분
1) 재학생의 학년은 이수학기 및 학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1학년: 33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나) 2학년: 2학기 이상 이수 및 66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다) 3학년: 4학기 이상 이수 및 99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라) 4학년: 7학기 이상 및 10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2) 학사과정에서 위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수료를
인정한다.
마. 전공, 부전공
1)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36학점(신소재공학전공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42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 단, 2010~2017학번의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36
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2) 주 전공 이외에 특정 부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15학점 이상의 일정 학점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전공의 이수를 인정한다.

2. 교과과정 구조
가. 교과과정 운영의 기본 방향
광주과학기술원 GIST대학은 교육 목표로 3C1P, 즉 창의력(Creativity),
협동심(Cooperation), 의사소통능력(Communication), 그리고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과정은 확고한
이·공학 기초지식의 심화교육과 인간사회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는 폭넓은
교양교육을 포함하며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공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GIST대학의 교과과정은 학칙 제33조(교과과정의 편성)에 근거하여 편성하
며 교과과정에서 제시하는 제반 사항은 과목 이수에 관한 학칙 부속 규정으
로서 효력이 있다.
나. 교과과정의 구분 및 구성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의 교과과정은 교양, 기초 및 전공, 공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교과목
이외에 자유선택 과목, 연구과목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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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교과과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교양> 과목은 언어의 기초, 인문사회[HUS/PPE/GSC], 소프트웨어, 예능
실기 및 체육실기, 특별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2) <기초> 과목은 기초교육학부에서 운영하는 기초과학 및 실험 과목으로
구분된다.
3) <전공> 과목은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기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지구·환경공학전공에서 운영하는 필수
및 선택과목을 의미한다.
4) <공통> 과목은 과학기술과 경제, 사회봉사, 창의함양 등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GIST대학 공통과목으로 운영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5) <자유선택> 과목은 타전공 및 대학원 교과목, 기초·교양 필수 이수교과
(학점)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는 모든 과목[기초과학, 교양 등]을 의미한다.
6) <연구> 과목은 논문연구 및 논문연구 대체과목, 세미나로 구분한다.
다. 교과목 부호 및 번호의 표시: 교과목의 부호 및 번호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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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절차 및 기한
1) 수강신청, 변경, 취소 등
가) 지도교수(지도교수가 없는 학생은 기초교육학부장 또는 전공책임교
수)의 지도를 받아 해당학기에 이수할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과학 교과목의 경우
동일 교과목이 1, 2학기에 개설되는 경우, 비전공자를 위한 분반 등
에 있어 담당 교과 교수들과 상담하여 수강 과목을 정한 후 지도교
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매학기 1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로 이수하여야 한다.
※ 단, 부전공을 선언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 이상일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최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의 학자금 및 급식보조비
지급이 제한됨
다)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 후 2주
내에 수강신청과목 변경원을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개강 후 2주(계절학기는 1주)를 초과하고 7주(계절학기는 2주) 이내에
수강신청 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강신청과목 취소원을 학사
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시되며, 성적
평점 산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한다.
사) 해외대학 여름학기와 Study Abroad Program에서의 수강신청도
반드시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아) 타 학부(과, 전공) 교과과목을 수강할 경우에는 담당교수의 승인을
받아 등급 표기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성적부가 방식(A+, A0,...,F)을
선택할 경우 성적평균에 반영하고, 이수표기 방식(S, U)을 선택하면
이수학점은 인정되나 성적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본부 및
기초교육학부 개설 교과과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소속 전공
(학부, 과)과 더블코드로 개설된 타 전공(학부, 과) 교과목은 성적이수
표기방식(S, U)으로 수강신청 할 수 없다.
재학 중 이수표기 방식의 선택은 석사·박사·통합과정은 9학점, 학사
과정은 12학점 이하로 제한하며, C+ 이상의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합격(S)으로 성적을 부여하고, 합격여부(S/U)와 평점이 부여된
성적등급을 병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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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수강
1) 기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2) 수강 신청한 과목 중 필수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
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수강 신청한 과목의 성적이 C0 이하인 경우에만 재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4) 재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때에는 처음 취득한 성적을 R로 변경하고
최종 성적을 재수강 학기에 “*”표와 함께 표기하며, 재수강한 학기의
성적으로 성적 평점을 계산한다.
5)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B+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수강한 성적이 낮을
경우에는 처음 취득한 성적으로 성적평점을 계산하고, 재수강 학기의
성적을 R로 표기한다.
다. 수강신청 제한
1) 수강신청 인원 또는 자격: 수강신청 인원제한은 수강인원 전산입력상의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교수가 수강 인원수 또는 수강 가능 학년을
지정할 수 있다.
라. 수강신청 일정 및 절차
2018.2.21.(수)~2.26.(월)

2018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2.26.(월)~2.27.(화)

학사과정 신입생 수강신청

2.28.(수)

입학식 및 1학기 개강

3.2.(금)～3.16.(금)

1학기 수강신청 변경
※ 1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4.13.(금)

3.2.(금)～6.8.(금)

1학기 수업

6.11.(월)~6.15.(금)

1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8.20.(월)~8.24.(금)

2학기 수강신청, 복학원 제출 및 등록

9.3.(월)

2학기 개강

9.3.(월)～9.14.(금)

2학기 수강신청 변경
※ 2학기 수강신청 취소원 제출마감: 10.12.(금)

9.3.(월)～12.7.(금)

2학기 수업

12.10.(월) ~12.14.(금)

2학기 기말고사 및 종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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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공선언 절차
가. 전공선언 자격
1) 2018학번부터: 정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또는 총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가) 정규 2학기에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지 않음
나) 총 30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을 포함
2) 2010~2017학번
가) 정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또는 총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① 정규 4학기에는 계절학기를 포함하지 않음
② 총 60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을 포함
나) 다음의 전공별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전공

2010학번

2011학번

2012학번

2013학번

2014학번

2015학번

2016~17학번

물리전공

전자기학
및 연습 I

전자기학
및 연습 I,
수리물리
및 연습 I

전자기학
및 연습 I,
고전역학
및 연습

좌동

좌동

좌동

좌동

화학전공 유기화학 I

유기화학 I,
물리화학 I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생명과학
유기화학 I,
유기화학 I
전공
생화학 I

좌동

유기화학 I,
분자생물학

좌동

좌동

좌동

전기전자
컴퓨터전
공

기계공학
전공

전자기학
및 연습 I

회로이론

좌동

좌동

회로이론,
회로이론,
자료 구조
디지털 설계 및 알고리즘,
※ 두 과목 중 디지털 설계
택1

※ 세 과목 중
택2

현대기계공학, 컴퓨터이용 설계 및 생산
※ 두 과목 중 택 1

신소재
공학전공

-

지구·환경
공학전공

지구환경과학, 유기화학 I
※ 두 과목 중 택 1

좌동

열역학,
고체역학

※ 2018학번부터 기존의 전공 선수과목을 전공 2학년 과목으로 변경 편성(별도 공지) 예정
※ 물리전공 선수과목: 2014년 1학기 종합교과과정 변경으로 2011~2012학번 중 [수리 물리
및 연습 I] 수강자는 전공과정 진입 이후에 반드시 [고전역학 및 연습]을 이수 하여야 함.
단, 2011학번 중 [고전역학 I] 또는 [고전역학 II] 수강자는 수강 불필요
※ 2013학번 ‘수리 물리 및 연습 I’ 수강자가 물리전공으로 진입하는 경우 ‘PS3107
수리 물리 및 연습’ 수강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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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예조건: 전공 선수과목 미이수자의 전공진입은 허용하나, 전공진입
이후에 전공 선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나. 전공선언 시기: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
다. 전공선언 방법: 전공선언 공고기간 내 온라인 신청
※ 통합정보시스템(https://zeus.gist.ac.kr/sys/main/login.do) 학적-전공선언
라. 전공별 정원: 전공 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전공별 인원 제한 없이 운영
마. 전공변경: 전공선언 후 한 학기 경과하여 매학기 전공선언 공고 기간 중
전공변경 신청서 제출
※ 최종 전공 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함

5. 기초교육학부 교과목 이수
가. 기초과학 분야
- 2015학번~: 아래의 분야별 필수 이수학점(17~18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초과 이수학점은 ‘기초전공 및 기타 과학선택’ 학점으로 인정됨
구분

수학

기초과학
(강의)

과목명

이수학점

미적분학과 응용 또는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3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또는
미분방정식과 응용 또는
선형대수학과 응용

3

물리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또는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화학

일반화학 및 연습 I 또는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생명

생물학 또는
인간 생물학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전컴

컴퓨터 프로그래밍

물리

일반물리학실험 I

기초과학 화학
(실험)
생명

일반화학실험 I
일반생물학실험

9

2~3

비고

3과목 중 1과목 선택 필수

물리, 화학, 생명, 전컴 중
3분야 선택 필수
※ 4과목을 전부 이수할 경우
1과목은 과학선택 과목으로 인정

물리, 화학, 생명 중
2~3과목 이상 선택 필수
※ 실험은 강의와 연계하여
수강해야 함. 전컴 강의를 선택한
경우 연계된 실험은 없음

※ 실험과목은 반드시 강의과목을 선 이수하거나 강의 과목과 동시에 수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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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4학번: 아래의 분야별 필수 이수학점을 포함하여 32~33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분야

수학

물리

화학

생명

전컴

구분

과목명

이수학점

필수

미적분학과 응용 or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3

필수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or
고급다변수해석학과 응용

3

필수

미분방정식과 응용 or
선형대수학

3

필수

일반물리학 및 연습Ⅰ or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Ⅰ

3

필수

일반물리학 및 연습Ⅱ or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Ⅱ

3

필수

일반물리학실험Ⅰ

1

필수

일반물리학실험Ⅱ

1

필수

일반화학 및 연습Ⅰ or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Ⅰ

3

필수

일반화학 및 연습Ⅱ or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Ⅱ

3

필수

일반화학실험Ⅰ

1

필수

일반화학실험Ⅱ

1

필수

일반생물학 및 연습Ⅰ(생물학) or
일반생물학 및 연습Ⅱ(인간 생물학) or

3

비고

or 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및 연습

or
고급일반화학
실험(2)

고급일반생물학 및 연습Ⅰ(고급일반생물학)

필수

일반생물학실험

2

필수

컴퓨터 프로그래밍

3

나. 언어의 기초 분야
- 2015학번~: 아래의 분야별 필수 학점(7학점)을 이수해야 함
분야
영어

구분

교과목
영어 Ⅰ: 신입생 영어 또는
필수
영어 Ⅰ: 발표와 토론
필수 영어 Ⅱ: 이공계글쓰기입문
글쓰기의
기초

글쓰기

필수

2

4학점 이상 이수
6과목 중 1과목 선택 필수

학술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비고

2

논리적 글쓰기

과학 글쓰기
심화
글쓰기

이수학점

※ 단, 글쓰기의 기초 3과목, 심화
글쓰기 3과목은 동일 과목으로

3

간주함
※ ‘글쓰기의 기초’ 과목을

고전 읽기와 글쓰기

수강한 학생은 ‘심화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과목을 추가로 수강할 수 있음

※ 2015학번 중 ‘글씨기와 말하기(2학점)’ 이수자: 언어의 기초 6학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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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2014학번: 아래의 분야별 필수 학점(8학점)을 이수해야 함
분야
영어

글쓰기

구분

과목명

이수학점

비고

필수

영어 Ⅰ: 신입생 영어 or
영어 Ⅰ: 발표와 토론

2

필수

영어 Ⅱ: 이공계글쓰기입문

2

4학점 이상
이수

필수

글쓰기와 말하기

2

필수

고급작문

2

4학점

※ 글씨기와 말하기 미이수자: 글쓰기의 기초 세 과목 중 택1 필수 이수
※ 고급작문 미이수자: 심화 글쓰기 세 과목 중 택1 필수 이수

다. 인문사회 분야
- 2015학번~
- 인문사회 각 과목은 ‘HUS(문사철)’, ‘PPE(철사과)’, ‘GSC(일반선택)’ 세
영역으로 구분됨
- 인문사회 과목은 기본적으로 선택과목이나, ‘HUS’와 ‘PPE’ 영역 각 두
과목(4과목 12학점)을 포함하여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24학점을 초과 이수한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한 학기에 한 교수의 인문사회 교과목을 2개 이상 수강할 수 없음
- 각 교과영역 구분: ‘교과과정-교과목 개설 계획’의 ‘1. 기초교육학부’ 참조

-

2010~2014학번
‘문학과 예술’, ‘역사와 철학’, ‘사회와 경제’, ‘인간과 과학기술’의 4개 영역에서 각
영역별로 최소 한 과목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 교과영역 구분: GIST대학 홈페이지 ‘교육-기초교육학부-교과목 개설 계획’ 참조

라.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2학점 필수 이수(2018학번부터)
- ‘컴퓨터 프로그래밍(GS1401)’ 이수자 면제(제외)
-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수 후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GS1490)’ 이수 불가
※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이수 후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수는 가능

마. 신입생 세미나: 1학점 과목으로 1학년 1학기 의무 수강
바. 자유선택
※ 자유선택 이수요건은 ‘10. 졸업요건’의 해당 학번별 내역 참조
사. 무학점 필수: 체육실기 총 4학기, 예능실기 총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 2010~2014학번: 체육실기 총 6학기, 예능실기 총 4학기를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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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초교과목 수준별 분반 시행
가. 개요
과목

수학

해당교과목

담당교수

수학 전 교과목
(미적분학과 응용,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황치옥
송정민
최정옥
강현석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분반

수업면제
및 인정

실시함

실시함1)

실시함

실시함2)

Alexander
Stoimenov

물리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화학

일반화학 및 연습 I,
일반화학 및 연습 II,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I

최준호
김경렬
Jiaojie Li

실시함

실시함3)

생명

생물학, 인간 생물학,
고급일반생물학

(신임교원)

실시함

실시함

영어

영어 전 교과목
(영어Ⅰ: 신입생 영어,
영어Ⅰ: 발표와 토론,
영어 Ⅱ: 이공계 글쓰기 입문)

언어교육센터
강사 9인

실시함

실시함

박찬용
Corneliu
Sochichiu

나. 분반
1) 수학/물리/화학/생명
가) 분류: 위 표 참조
나) 분반시험 실시여부: 실시하지 않음
다) 분반기준: 학생 선택 (다만, 고급 과목으로 학생 수가 편중되는 경우
수강을 위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면제요건: 미적분학과 응용 면제자만 가능(다변수해석학과 응용만 면제는 불가)
2) 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면제요건: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면제자만 가능(일반물리학 및 연습 II만 면제는 불가)
3) 일반화학 및 연습 II 면제요건: 일반화학 및 연습 I 면제자만 가능(일반화학 및 연습 II만 면제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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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어
가) 분류: 상기 ‘5. 기초교육학부 교과목 이수’ 내용 중 ‘나. 언어의 기초
분야’ 참조
나) <영어I> 분반 방법
(1) 신입생 캠프 기간 중 담당 언어교육센터 강사의 자문의견과 공인
영어성적(TEPS, iBT, TOEIC)등을 종합하여 <영어I 신입생 영어>
와 <영어I 발표와 토론> 중 분반 선택
(2) 별도의 분반 테스트(인터뷰)를 원하는 학생과 신입생 캠프 미 참
가자를 대상으로 개강 첫 주 중 분반 테스트 실시함 (별도 공지)
(3) 분반 배정 결과에 따라 수강신청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영어I 신입생 영어> 이수자는 추가로 <영어I 발표와 토론>을 수
강할 수 있고, 추가 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에 포함 (역순은 불가)
다) 면제
(1) <영어I> 면제: 입학 시 해당 공인영어성적(iBT 90, TEPS 640 이
상)을 제출하고 별도의 영어작문 테스트를 통과한 학생
(2) <영어I>, <영어II> 면제: 입학 시 해당 공인영어성적(iBT 110 이
상)을 제출한 학생
(3) 모든 공인 영어성적은 3월 첫 주 이내에 제출한 것만 인정함

7. 선수학점 이수제도 과목의 학점인정
가. 선수학점 이수제도: 선수학점 이수제도에 의해 고등학교에서 이미 취득한
과목의 학점은 분야별 선수학점 이수제도 과목 인정기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나. 선수학점 이수제도의 과목 인정기준
1) 수학
가) 방법: 필기시험 실시 후 성적에 따라 결정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라) 면제기준: 시험 성적 60점 이상인 자 또는 담당교수의 심사 후 결정
마) 권고사항: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강의를 면제받을 수 있더라도 고급
미적분학 및 고급다변수해석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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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가 심사하여 결정
마) 권고사항: 면접이나 시험을 통해 강의를 면제받거나, 고급물리학 수
업을 수강하는 것을 권고함
3) 화학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가 심사하여 결정
4) 생명
가) 방법: 필기 및 구술시험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담당교수 및 생물학 관련 교수위원회가 심사
하여 결정
5) AP과정
가) 방법: Placement Test4)
나) 응시자격: 담당교수에 의해 자격이 인정된 자
다) 일시: 정시 합격자가 결정되는 즉시 공고하여 개학 일주일 전까지
신청 접수 후 신청 학생에 한하여 실시
라) 면제기준: 시험 실시 후 AP과정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마) 기타: 2016년도 신입생부터 AP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인정 학점을 적용

4) 물리, 화학의 경우 영재/과학고에서 AP 인증을 받고 온 학생은 각각 물리, 화학교과 AP 전문위원 또는 일반물리,
일반화학 담당 교원과 면담 후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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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공과정 교과목 이수
가. 전공(Concentration)
융합 및 학제적 교육연구를 위하여 유연한 전공개념인 Concentration
으로 운영
나. 전공과목 이수: 36학점 이상(신소재공학전공 30학점 이상)～42학점 이내의
전공필수 및 선택 과목(전공과목 졸업 인정학점 제한제)
1) 전공 내 최대 이수학점 제한을 통하여 학제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전공
과정 운영
2) 본인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42학점만 졸업학점 심사 시 인정
※ 단, 2010~2017학번의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36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함
다. 전공별 필수 교과목 운영현황
1) 공통: 2017학번에 해당하는 전공 선수과목 이수요건 필수 이수
2) 물리전공
과목번호
PS3101
PS3103
PS3104
PS3105
PS3106
PS3107

교과목명
전자기학 및 연습 Ⅱ
양자물리 및 연습 I
양자물리 및 연습 II
열역학 및 통계물리
물리실험 I
수리물리 및 연습

강:실:학
3:1:3
3:1:3
3:1:3
3:0:3
1:4:3
3:1:3

비고

※ 2010~2011학번 전공 필수:
전자기학 및 연습 II, 고전역학 I, 양자물리 및 연습 I(양자물리 I),
양자물리 및 연습 II(양자물리 II), 열역학 및 통계물리, 물리실험 I

3) 화학전공
과목번호
CH3102
CH3103
CH3104
CH3105
CH3106

교과목명
화학합성실험
고급화학실험
물리화학 II
유기화학 II
생화학 I

강:실:학
1:4:3
1:4:3
3:1:3
3:0:3
3:0:3

비고

※ 2010학번: 분석화학, 무기화학, 화학합성실험, 고급화학실험
2011~2013학번: 무기화학, 화학합성실험, 고급화학실험, 물리화학 II, 유기화학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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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과학전공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BS3101

생화학 II

3:0:3

BS3105

세포생물학

3:0:3

BS3111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1:4:3

BS3112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1:4:3

BS3113

생화학 I

3:0:3

비고

※ 2010학번: 생화학 II,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2011~2012학번: 생화학 II,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I, 세포생물학 II,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2013학번: 생화학 II, 세포생물학 I, 세포생물학 II,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모든 학번 공통: 세포생물학 I, II 두 과목 중 한 과목만 이수한 경우 반드시
‘세포생물학’을 이수해야 하며, 세포생물학 I, II를 모두
이수한 학생은 ‘세포생물학’ 수강할 수 없음

5)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EC3101

전자공학 실험

1:4:3

EC3102

컴퓨터 시스템 이론 및 실험

2:4:4

비고
택1

※ 2010학번: 전자공학 실험, 디지털 시스템 실험
2011~2013학번: 전자공학 실험, 3천단위 전공선택 교과목 중 4개과목 의무수강

6) 기계공학전공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MC3103

기구동역학

2:2:3

MC3105

유체역학

3:1:3

MC4101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1:6:3

비고

※ 2010~2015학번: 열유체역학, 고체역학, 기구동역학, 공학설계,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열유체역학 미 이수자의 경우, 유체역학 또는 열역학 필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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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소재공학전공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MA3101

재료과학

3:0:3

MA3102

고분자과학

3:0:3

MA3104

전자재료실험

1:4:3

MA3105

유기재료실험

1:4:3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EV3101

환경공학

3:0:3

EV3104

대기학

3:0:3

EV3105

해양학

3:0:3

EV3106

환경분석실험 I

1:4:3

EV4105

지구환경 열역학

3:0:3

EV4106

지구환경이동현상

3:0:3

비고

8) 지구‧환경공학전공
비고

라. 자유선택
※ 자유선택 이수요건은 ‘10. 졸업요건’의 해당 학번별 내역 참조
마. GIST대학 콜로퀴움(무학점 필수): 전공과정 학생들의 다양한 전공분야
이해를 위하여 운영하는 강좌로 무학점 필수 과목이며, 2학년부터 졸업
전까지 두 학기 의무수강
※ 성적은 가(S)/부(U)로 부여하며 “S”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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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구과목 이수: 6학점 이상(2015학번부터)
졸업논문 작성을 위하여 학사논문연구 I 및 학사논문연구 II 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3학점) 이수
※ 학사논문 연구과목 수강시기(자격) 및 이수절차
구분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적용학번

2015학번 ~

※ 2010~2014학번:

Capstone Design II

2015학번 ~
학사논문연구

- 정규학기: 90학점 이상 취득자
- 계절학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수강신청 가능
수강시기
① SAP 파견(예정) 학생으로 파견학기
(자격)
기준 7학기 차 이상인 학생
② 90학점 이상 취득하고,
GPA 4.0 이상인 학생

※ 기계전공에 한함

졸업 예정학기
※ 모든 졸업 이수요건을 충족(가능)한
정규학기

O

논문
지도교수
선택

O

※ 학사논문연구 I의
지도교수와 동일인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사
논문연구
신청서

O

O

논문작성

O

O

심사위원
구성

X

O

논문심사

X

O

성적평가
방식 및
이수기준

S/U

인쇄논문
제출

2010학번 ~

S/U

※ 논문 지도교수가 작성된 논문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

※ 학위논문 심사위원회
심사 통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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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논문
대체에 관한
시행지침’ 및
‘Capstone
Design 교과목
운영지침’에 따름

사. 부전공
1) 주 전공 이외에 특정 부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15학점 이상의 일정 학점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부전공의 이수를 인정(학칙 제71조의 2)
2) 부전공 선언 후 정규 1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함
3) 분야별 이수학점
부전공
물리
화학
생명과학
전기전자
컴퓨터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이수요건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을 포함한 1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교과목 2과목 +실험과목 1과목)을 포함한
1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중 1과목을 포함한 15학점 이상 이수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을 포함한 15학점 이상 이수

지구·환경 전공필수 교과목 중 3과목(실험과목 제외, ‘환경공학’ 필수)을 포함한
공학

15학점 이상 이수
수학부전공 필수과목 중 3과목(12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
- 필수(12학점)
① (고급)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현대대수학 중 택3
※ 기초교육학부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을 제외한 3과목 필수 이수
즉, 수학 부전공을 선언한 학생들은 졸업 전에 위 4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수학

※ 변경 전 '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및 응용 (GS2003)'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대신
선택과목 추가 이수 필요
② 해석학과 응용, 복소함수학 및 응용 중 택1
- 선택(3학점 이상): 수학적 사고와 증명, 수학적 사고의 기초,
수학적 모델링 등 수학 부전공 선택과목 중 3학점 이상 이수
※ 변경 전 '미분방정식과 선형대수학 및 응용(GS2003)'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6학점 이상 선택하여 이수해야 함

인문학·

단일분야 및 연계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각각 다음의 이수요건을

사회과학 충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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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이수요건
- 단일분야: 필수과목 중 1과목 3학점(경제학, 심리학은 2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이수
- 연계분야: 연계 분야별 필수과목 중 1과목 3학점(경제학, 심리학은
2과목 6학점)을 포함하여 각 9학점씩 18학점 이상 이수

에너지

에너지부전공 교과과정 중 5개 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의생명공학 의생명공학부전공 교과과정 중 5개 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문화기술 부전공 교과과정 중 15학점 이상 이수
문화기술

※ 컴퓨터 그래픽스, 아이디어와 디지털 표현, 정보 시각화 방법과 디자인

사고, 문화기술 응용을 위한 인공생명,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중 3개
과목 필수 수강 (흘림/밑줄: 2018-2학기 교과목 신설 예정)
지능로봇 부전공 교과과정 중 15학점 이상 이수

지능로봇

※ 딥러닝, 메카트로닉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인공지능 로봇의 법,
로봇공학, 인공지능기반 창의적 로봇융합 시스템 설계 중 3개 과목
필수 수강

아. 복수전공: 운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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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예체능 수업 운영
가. 예체능 수업의 구분 및 이수요건
1) 예능실기와 체육실기로 구분되며 개설과목 중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음
2) 예능실기 및 체육실기 과목은 무학점 2시간으로 운영되며, 각각 4학기
씩을 이수하여야 함
3) 예체능 수업은 학생들의 요구와 교육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매 학기
개설강좌가 변경될 수 있음
4) 예체능 수업의 성적은 가(S)/부(U)로 부여하며 “S”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 재수강할 경우 과목당 수업료 납부: 120,000원
※ 예능 및 체육 의무학기를 모두 이수한 후 수업을 더 듣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과목당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예체능 수업 편성 현황
1) 예능 수업
-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어쿠스틱기타,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보컬, 드로잉, 수채화 등
2) 체육 수업
-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골프, 힙합댄스, 태권도,
헬스, 풋살, 수영, 볼링, 야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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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졸업요건
가. 수업연한(학칙 제66조): 4년
나. 최장 재학연한(학칙 제67조): 6년(휴학기간 제외)
다. 과정 이수학점(학칙 제68조):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 2.0/4.5 이상
라. 분야별 이수학점
- 2018학번부터
이수학점 구분 및 기준

기초‧교양
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비고

언어의 기초

7학점

인문사회

24학점

소프트웨어

0~2학점

기초과학

17~18학점

신입생세미나

1학점

소계

49~52학점

전공필수
전공선택

- HUS 6학점, PPE 6학점 포함
-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2학점 필수 이수
※ 단,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수자 면제(제외)
- 수학 6학점
- 총 12학점(물리 3, 화학 3, 생명 3, 전컴 3) 중 9학점
선택 이수
※ 물리, 화학, 생명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 실험 과목(각
1학점) 동반 이수해야 함
- 1학년 1학기 의무 수강

36학점 이상 - 졸업사정 시 42학점까지만 인정
※ 단, 소재전공은 30학점 이상 42학점 이내
42학점 이내 ※ 2017학번 기준 해당 전공 선수과목 이수학점 포함
- 학사논문연구 I(3), 학사논문연구 II(3) 필수 이수
※ 학사논문연구 II: 졸업예정학기에 의무 수강해야 하며,
기계전공의 경우 ‘Capstone Design II’로 대체이수 가능

학사논문연구

6학점

대학 공통과목

1학점 이상

인문사회

12학점 이내

- ‘과학기술과 경제’ 1학점 필수 이수
- 사회봉사/창의함양: 각 과목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 인문사회 필수 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최대 12학점까지 졸업 학점으로 인정 가능
- 언어의 기초 필수 이수학점(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및 관련 선택 학점

언어선택
자유선택
학점

- 영어 4학점, 글쓰기 3학점

- 기초과학 필수 이수학점(17~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및 기초과학 선택으로 이수한 학점

기타 과학선택

17~38학점 이상 - 2017학번 기준 타 전공 선수과목 이수학점
- 타 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 단, 인문사회 부전공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수학
부전공의 경우 3~4학년 과목만 인정 가능

타 전공
대학원 교과목
소계
계

-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30~39학점 이상 ※ 단, 소재전공은 30~45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교과 124학점 이상

이수학기 구분 및 기준
무학점
필수

비고

예능실기

4학기

체육실기

4학기

GIST대학 콜로퀴움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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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2017학번
이수학점 구분 및 기준

비고

언어의 기초

6~7학점

인문사회

24학점

기초‧교양
학점

전공학점

연구학점

기초과학

17~18학점

신입생세미나

1학점

소계

48~50학점

전공필수

30학점 이상

전공선택

36학점 이내

학사논문연구

6학점

대학 공통과목

1(0)학점 이상

인문사회

12학점 이내

/소프트웨어
자유선택
기타 과학선택
기초전공

25(26)
~46학점 이상

대학원 교과목

계

필수

- 1학년 1학기 의무 수강

- 졸업사정 시 36학점까지만 인정
- 학사논문연구 I(3), 학사논문연구 II(3) 필수 이수
※ 학사논문연구 II: 졸업예정학기에 의무 수강해야
하며, 기계전공의 경우 ‘Capstone Design II’로
대체이수 가능
- 2017학번부터 ‘과학기술과 경제’ 1학점 필수 이수
- 사회봉사/창의함양: 각 과목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 인문사회 필수 이수학점(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중 최대 12학점까지 졸업 학점으로 인정 가능
※ 기초교육학부 개별연구 이수학점 포함

- 기초과학 필수 이수학점(17~18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및 기초과학 선택으로 이수한 학점
- 전공 선수과목(필수) 및 타 전공 선수과목(선택) 포함

-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38~46학점 이상
130학점 이상

- 교과 124학점 이상

이수학기 구분 및 기준

무학점

- 수학 6학점
- 총 12학점(물리 3, 화학 3, 생명 3, 전컴 3) 중
9학점 선택 이수
※ 물리, 화학, 생명 분야를 선택하는 경우 실험
과목(각 1학점) 동반 이수해야 함

- 타 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 단, 인문사회 부전공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수학
부전공의 경우 3~4학년 과목만 인정 가능

타 전공

소계

- HUS 6학점, PPE 6학점 포함

- 언어의 기초 필수 이수학점(6~7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 및 관련 선택 학점
-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이수 학점

언어선택

학점

- 영어 4학점, 글쓰기 3학점
※ ‘글쓰기와 말하기(2)’ 이수자: 언어의 기초 6학점 이수

비고

예능실기

4학기

체육실기

4학기

GIST대학 콜로퀴움

2학기

- 26 -

- GIST대학 전공세미나 이수학기 포함

- 2013 ~ 2014학번
이수학점 구분 및 기준

기초‧교양
학점

전공학점

비고

기초과학

32~33학점 이상

언어의 기초

8학점 이상

인문사회

24학점 이상

신입생세미나

1학점

소계

65~66학점 이상

전공필수
전공선택

30학점 이상
36학점 이내

학사논문연구

3학점

(전공)개별연구

2학점이내

소계

3학점 이상 5학점 이내

- 분야별 최소 이수학점
수학 9, 물리 8, 화학 8, 생명 4 or 5, 전컴 3
- 교양과목 32학점 이상
※ 기초교육학부 개별연구 이수학점 포함
- 1학년 1학기 의무 수강

- 졸업사정 시 36학점까지만 인정
- 졸업예정학기에 의무 수강해야 하며,
기계전공의 경우 ‘Capstone Design II’로
대체이수 가능

연구학점

- 사회봉사, 창의함양 등 GIST대학 공통과목
※ 사회봉사/창의함양: 각 과목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대학 공통과목

-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이수
학점

소프트웨어
자유선택
학점

15학점 이상

기초전공

- 1학점 과목으로 최대 2학점 인정

- 전공 선수과목(필수) 및 타 전공 선수과목(선택)
※ GS2403 디지털 설계 포함
- 타 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 단, 인문사회 부전공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타 전공

수학 부전공의 경우 3~4학년 과목만 인정 가능

대학원 교과목
계

-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 교과 125학점 이상

이수학기 구분 및 기준

무학점
필수

비고

예능실기

4학기

체육실기

6학기

GIST대학
전공세미나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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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대학 전공세미나 미 이수자: ‘GIST대학
콜로퀴움’으로 대체 수강

- 2010 ~ 2012학번
이수학점 구분 및 기준

기초‧교양
학점

전공학점

비고

기초과학

32~33학점 이상

전공 선수과목

0~6학점

언어의 기초

8학점 이상

인문사회

24학점 이상

신입생세미나

1학점

소계

65~72학점 이상

전공필수

30학점 이상

전공선택

36학점 이내

학사논문연구

3학점

- 분야별 최소 이수학점
수학 9, 물리 8, 화학 8, 생명 4 or 5, 전컴 3
- 전공 선수과목 수에 따라 이수학점 구분
※ 예: 0과목 0학점, 1과목 2~3학점, 2과목 6학점
- 교양과목 32학점 이상
※ 기초교육학부 개별연구 이수학점 포함
- 1학년 1학기 의무 수강

- 졸업사정 시 36학점까지만 인정

- 졸업예정학기에 의무 수강해야 하며,
기계전공의 경우 ‘Capstone Design II’로
대체이수 가능

연구학점
(전공)개별연구

2학점이내

소계

3학점 이상 5학점 이내

- 1학점 과목으로 최대 2학점 인정

- 사회봉사, 창의함양 등 GIST대학 공통과목

대학 공통과목

※ 사회봉사/창의함양: 각 과목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자유선택

-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등 소프트웨어 관련 이수

소프트웨어
-

학점

학점
- 타 전공 및 부전공 교과목 이수학점

타 전공

※ 단, 인문사회 부전공 이수학점은 제외되며,
수학 부전공의 경우 3~4학년 과목만 인정 가능

대학원 교과목
계

- 대학원 교과목 이수학점

130학점 이상

- 교과 125학점 이상

이수학기 구분 및 기준

무학점
필수

비고

예능실기

4학기

체육실기

6학기

GIST대학
전공세미나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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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ST대학 전공세미나 미 이수자: ‘GIST대학
콜로퀴움’으로 대체 수강

마. 조기졸업
1) 조기졸업 신청요건: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연한(4년)
전에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수
업연한은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2) 조기졸업 신청: 조기졸업 예정학기 개강 후 30일 이내에 조기졸업 신청서
작성·제출(신청기간 별도 공지)
3) 조기졸업 충족요건: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전체성적의 평
점평균이 3.5/4.5 이상인 경우 조기졸업 가능

11. 학사+석·박사 통합과정 연계 운영계획
가. 석·박사 통합과정 정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
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
나. 운영 계획
구분

수업연한

수업연한
단축가능 기간

최단
수학기간

GIST 운영 방침

학사과정

4년

1년

3년

4년

석·박사
통합과정

4년 이상

1년

3년

4년

계

8년 이상

2년

6년

8년

학사과정 입학 및
졸업

박사학위 취득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

전문연구요원 복무

전문연구요원 수료

대학/연구소 등
전문기관 진출

※ G-SURF 수행 및 대학원 교수님 연구과제 참여 등 다양한 연구프로그램
참여를 하면서 대학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

다.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의 박사과정 인정학기: 2학기 이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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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통합과정(박사) 또는 박사과정 진학시 군 대체 근무: 전문연구요원 제도
1) 개요
전문연구요원은 군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가 산
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인력난이 심한 병역특례 지정기관에서 일정기간 종사
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복무 제도임
2) 편입 대상: 병역미필자로 병역특례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연구
기관(GIST포함)의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병무청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 편입 가능
3) 전문연구요원 임용
수학기간동안 교과목 36학점 이상 취득 및 전 교과목의 평균성적
3.0/4.5이상인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속부서장에게 수료심
사를 청구(학기 1개월 전 심사) 및 심의 통과 후 임용
※ 병무청 배정인원 범위 내에서 제한적 임용 가능
마. 복무(의무종사)기간: 전문연구요원 임용일로부터 병역특례 지정업체(GIST
포함)에서 3년간 복무
바. 의무전직 대상: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
연구요원에 임용된 사람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병역법에 의거 3개월 이내 타 지정업체로 전직 의무)
※ 학위취득 후 3개월까지는 의무종사기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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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교과목 개설 계획
1. 기초교육학부
과목
구분

수학

물리학
기초
필수
화학

생명

전컴

글쓰기
언어
필수

영어

SW필수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GS1001

미적분학과 응용

3:1:3

○

GS1011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3:1:3

○

GS200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3:1:3

○

○

GS2002

미분방정식과 응용

3:1:3

○

○

GS2004

선형대수학과 응용

3:1:3

○

○

GS1101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3:1:3

○

GS1103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3:1:3

○

GS1111

일반물리학 실험 I

0:2:1

○

GS1201

일반화학 및 연습 I

3:1:3

○

GS1203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3:1:3

GS1211

일반화학 실험 I

0:2:1

○

GS1301

생물학

3:0:3

○

○

GS1302

인간 생물학

3:0:3

GS1303

고급일반생물학

3:0:3

GS1311

일반생물학 실험

0:2:1

○

○

GS1401

컴퓨터 프로그래밍

3:1:3

○

○

GS1511

글쓰기의 기초: 논리적 글쓰기

3:0:3

GS1512

글쓰기의 기초: 학술적 글쓰기

3:0:3

○

○

GS1513

글쓰기의 기초: 창의적 글쓰기

3:0:3

○

○

GS1531

심화 글쓰기: 과학 글쓰기

3:0:3

○

GS1532

심화 글쓰기: 고전 읽기와 글쓰기

3:0:3

GS1533

심화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3:0:3

GS1601

영어 Ⅰ: 신입생 영어

3:0:2

○

○

GS1603

영어 Ⅰ: 발표와 토론

3:0:2

○

○

GS2652

영어 Ⅱ: 이공계 글쓰기 입문

3:0:2

○

○

GS1490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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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과목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GS0101
~GS0114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골프, 힙합댄스,
태권도, 헬스, 풋살, 수영,
볼링, 야구

2:0:0

○

○

피아노, 플룻, 바이올린, 첼로,
GS0201
클라리넷, 어쿠스틱기타,
~GS0212 일렉기타, 베이스기타, 드럼,
보컬, 드로잉, 수채화

2:0:0

○

○

○

예체능필수

세미나필수

GS9301

신입생 세미나

1.5:0:1

GS2006

수학적 사고와 증명

3:0:3

GS2007

수학적 사고의 기초

3:0:3

GS3001

해석학과 응용

3:0:3

GS3012

수학적 모델링

3:3:2

GS3015

확률과 통계

3:0:3

GS4002

복소함수학 및 응용

3:0:3

GS4003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3:0:3

GS4004

현대대수학

3:0:3

○

GS4005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3:0:3

※ 3년에
1회 개설

GS4006

정수론과 응용

3:0:3

GS4007

기하학 Ⅰ

3:0:3

GS4008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3:0:3

※ 3년에
1회 개설

GS4009

그래프 이론

3:0:3

○

GS4010

이산수학

3:0:3

GS4015

과학계산

3:0:3

GS4016

위상수학 개론

3:0:3

GS4017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3:1:3

GS1102

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3:1:3

○

GS1104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3:1:3

○

GS1112

일반물리학 실험 Ⅱ

0:2:1

○

GS2104

물리학의 역사와 철학

3:0:3

수학

기초
선택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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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3년에
1회 개설

○

과목
구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GS1202

일반화학 및 연습 Ⅱ

3:1:3

○

GS1204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Ⅱ

3:1:3

○

GS1212

일반화학 실험 Ⅱ

0:2:1

○

GS2204

현대화학의 이해

1:0:1

○

GS2206

목표지향적 화학 그룹스터디

1:3:2

○

GS2303

현대 생명과학의 이해

1:0:1

○

GS2311

생명과학 실험이론

3:1:3

○

GS3301

세포물리생물학

3:0:2

GS3311

유전자 발현 및 분석

3:0:3

GS4301

진화생물학 및 실험

3:2:2

GS2406

전기전자컴퓨터개론

3:0:3

GS2407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해석

3:0:3

GS2408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3:0:3

기계

GS1431

현대기계공학

2:0:2

소재

GS2451

소재와 미래과학기술

1:0:1

○

GS1471

지구·환경연구 현장실습

0:4:2

2018-여름

GS247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3:0:3

GS2304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3:0:3

○

GS2806

우주와 생명

3:0:3

○

GS2809

아름다운 지구

3:0:3

GS2811

인간과 바다

3:0:3

○

GS2102

전자기학 및 연습 I

3:1:3

○

GS2103

고전역학 및 연습

3:1:3

○

GS2201

유기화학 I

3:0:3

○

GS2202

물리화학 I

3:0:3

○

GS2302

분자생물학
(GS2201 유기화학I)

3:0:3

○

GS2401

회로이론

3:0:3

○

GS2402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3:0:3

○

화학

생명

전컴

○

○

환경

기타

○

물리
○

화학
기초
전공1)
생명

전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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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GS2403

디지털 설계

3:0:3

○

GS2434

열역학

3:0:3

GS2435

고체역학

3:0:3

○

GS2471

지구환경과학
(GS2201 유기화학I)

3:0:3

○

GS1605

실용적 대화법

3:0:2

○

GS2651

영어 토론과 논증

3:0:2

GS2653

바른 논문쓰기(이해와 토론)

3:0:2

GS3651

영어 III. 이공계 논문쓰기

3:0:2

GS2501

이야기 문학과 삶

3:0:3

GS2503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3:0:3

GS2505

고전시가의 이해

3:0:3

○

GS2506

한국현대시인론

3:0:3

○

GS2507

시의 이해

3:0:3

○

GS2509

한국현대소설의 사회적 성찰

3:0:3

○

GS2510

한국고전문학과 사상

3:0:3

GS2521

영웅과 반영웅:
서구근대문학의 이해

3:0:3

GS2522

개성과 정체성: 영미 성장기
문학

3:0:3

GS2523

영미단편소설읽기

3:0:3

GS2524

희극의 발견

3:0:3

GS2525

근대의 모험: 서구근대문학의
이해 Ⅱ

3:0:3

○

GS2526

문학과 연인들

3:0:3

○

GS2601

동아시아의 전통과 현대

3:0:3

GS2602

한국사의 이해

3:0:3

○

GS2603

동아시아의 근대화

3:0:3

○

GS2604

현대 중국의 이해: 계몽, 혁명,
시장

3:0:3

GS2611

국제관계의 역사

3:0:3

GS2612

서양 고대와 중세 문명

3:0:3

○

기계
지구
환경

언어
선택

인문
선택

○

영어

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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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과목
구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GS2613

현대서양의 형성과 전개

3:0:3

GS2614

초기 근대의 서양

3:0:3

GS2615

사회주의: 이론과 역사

3:0:3

GS2616

장기 19세기 서양 역사

3:0:3

GS2618

러시아사

3:0:3

GS2621

애지와 문도: 불교와 기독교(강의)

3:0:3

GS2622

세계 종교의 이해

3:0:3

GS2623

무의식의 탐구

3:0:3

GS2625

동양적 사유의 전통 1

3:0:3

GS2626

한국철학의 이해

3:0:3

GS2627

신화와 상징의 메시지

3:0:3

GS2628

서양 철학고전 강독

3:0:3

GS2629

손자병법과 인생경영

3:0:3

GS2630

한비자와 법가의 정치철학

3:0:3

GS2814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3:0:3

GS3501

이상(李箱)문학과 과학

3:0:3

○

GS3502

시창작 특강

3:0:3

○

GS3504

한국근현대작가론

3:0:3

GS3601

강대국의 흥망

3:0:3

GS3602

역사학 특강

3:0:3

GS3603

서양사 자료의 비판과 해석

3:0:3

GS3604

서양사 특강

3:0:3

GS3621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1

3:0:3

GS3622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2

3:0:3

GS3623

동양철학고전강독

3:0:3

GS3624

주역 입문

3:0:3

GS3625

<노자> 사상의 이해

3:0:3

GS3801

과학기술과 젠더

3:0:3

GS3802

과학자 문학

3:0:3

○

GS3901

일본문화론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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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과목
구분

PPE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GS2620

철학의 근본 문제들

3:0:3

○

GS2661

논리와 비판적 사고

3:0:3

○

GS2701

한국사회의 이해

3:0:3

GS2702

미국사회의 이해

3:0:3

GS2703

세계화와 발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형

3:0:3

GS2704

기업과 사회 Ⅰ

3:0:3

GS2705

정보사회론: 기술, 미디어,
대중문화

3:0:3

GS2706

세계정치의 변환

3:0:3

GS2707

오타쿠 대중문화론

3:0:3

○

GS2708

기업과 사회 Ⅱ

3:0:3

○

GS2709

한국 현대정치사

3:0:3

GS2724

거시경제학

3:0:3

GS2725

사회복지와 재정

3:0:3

GS2726

글로벌 경제의 이해

3:0:3

GS2727

동아시아 경제론

3:0:3

GS2728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

3:0:3

GS2729

경제학사

3:0:3

GS2730

해외경제론

3:0:3

○

GS2731

미시경제학

3:0:3

○

GS2732

행동경제학 1

3:0:3

GS2733

행동경제학 2

3:0:3

GS2734

행복의 조건

3:0:3

○

GS2735

한국의 경제발전

3:0:3

○

GS2742

인간의 마음과 행동 1

3:0:3

○

GS2743

인간의 마음과 행동 2

3:0:3

GS2747

인간관계의 심리학

3:0:3

GS2748

언어와 마음: 언어심리학적 접근

3:0:3

○

GS2750

경영학원론

3:0:3

○

GS2751

전략경영

3:0:3

○

GS2752

3:0:3

GS2762

기술혁신전략
인권법: 현대사회의 인권
문제들
법과 정의: 이념과 현실

GS2763

현대법학의 이해

3:0:3

GS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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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3:0:3

2018년
2학기

○

○

○

○

○

○
○

과목
구분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GS2764

현대법철학

3:0:3

GS2765

헌법과 국가

3:0:3

GS2766

헌법과 기본권

3:0:3

GS2781

국제관계론 Ⅰ: 근대
국제정치체제의 상승과 쇠퇴

3:0:3

GS2782

국제관계론 Ⅱ: 세계정치의
전지구화의 과정과 쟁점

3:0:3

GS2783

과학기술과 전쟁

3:0:3

GS2784

고전 정치사상의 이해

3:0:3

GS2785

국가와 시민사회론

3:0:3

○

GS2786

정치경제론

3:0:3

○

GS2787

한국정치론

3:0:3

○

GS2788

민주주의론

3:0:3

○

GS2803

과학기술과 사회

3:0:3

○

GS2812

생명윤리와 법

3:0:3

GS2831

과학기술학의 이해(1):
과학사회논쟁의 쟁점과 윤리

3:0:3

○

GS2832

테크노사이언스의 역사와 쟁점

3:0:3

○

GS3631

마음과 컴퓨터

3:0:3

○

GS3632

의사결정 이론과 합리적 선택

3:0:3

GS3633

과학철학 특강

3:0:3

GS3661

윤리학의 문제들

3:0:3

GS3721

교육의 경제학

3:0:3

○

GS3751

소셜네트워크와 기업행동

3:0:3

○

GS3752

기업전략

3:0:3

○

GS3762

현대법사상 강독

3:0:3

GS3763

현대 법철학의 주제들

3:0:3

GS3861

신경과학과 법

3:0:3

GS4741

기술정보사회의 심리학

3:0:3

GS4761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

3:0:3

GS4762

인공지능 로봇의 법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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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과목
구분

GSC

※

1)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GS2541

서양음악의 이해

3:0:3

○

GS2542

오페라와 판소리

3:0:3

○

GS2543

현대 예술의 이해

3:0:3

○

GS2791

유라시아 깊이 읽기

3:0:3

GS2792

커뮤니케이션론 I

3:0:3

GS2793

커뮤니케이션론 II

3:0:3

GS2804

에너지와 인간

2:0:2

GS2808

음식과 약

2:0:2

GS2810

우주와 인간의 역사

2:0:2

GS2815

문화공학 I

3:0:3

GS2816

문화공학 II

3:0:3

GS2817

문화와 도시재생 연구

3:0:3

GS2818

융합사고론

3:0:3

GS2819

이미지론: 보는 법

3:0:3

GS2821

대중강연: 융합시대의 리더
육성 프로젝트

2:0:2

GS2911

중국어 1

2:0:2

GS2912

중국어 2

2:0:2

GS2913

중국의 문화와 언어(한시와
한문 입문)

2:0:2

GS2931

독일어 1

2:0:2

GS2932

독일어 2

2:0:2

○

○
○

2018학번부터 기존의 기초전공 과목을 전공 2학년 과목으로 변경 편성(별도 공지) 예정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GIST대학 공통과목 ]
과목
구분
대학공통
(선택)

대학공통
(필수)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UC0201

사회봉사

0:2:1

○

UC0202

창의함양

0:2:1

○

UC0301

정신건강 관리

2:0:2

○

○

1:0:1

○

○

1:0:0

○

○

UC0901
UC9331

과학기술과 경제
※ 한 학기 의무 수강(2017학번부터)

GIST대학 콜로퀴움
※ 두 학기 의무 수강(2학년부터 수강가능)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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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PS3101

전자기학 및 연습 II

3:1:3

○

PS3103

양자물리 및 연습 I

3:1:3

○

PS3104

양자물리 및 연습 II

3:1:3

○

PS3105

열역학 및 통계물리

3:0:3

○

PS3106

물리실험 I

1:4:3

○

PS3107

수리물리 및 연습

3:1:3

○

3:0:3

○

PS2201

전공
선택

연구

현대물리 개론
※ 물리전공 학생의 4학기 이후 수강 불허

2018년
2학기

PS3202

전자회로

3:0:3

PS3203

전산물리

3:0:3

PS3205

광학개론

3:0:3

PS4202

반도체 물리

3:0:3

PS4203

생물물리 개론

3:0:3

PS4204

물리실험 II

1:4:3

PS4205

나노물리

3:0:3

PS4206

핵 및 입자물리

3:0:3

PS4207

고체물리

3:0:3

PS4208

천체물리 개론

3:0:3

PS4209

일반 상대론

3:0:3

PS4210

현대수리물리

3:0:3

PS4211

고급역학

3:0:3

PS4212

연성물질 물리학

3:0:3

PS4213

현대연성물질물리학

3:0:3

PS4214

고급 양자 물리

3:0:3

PS4215

플라즈마물리 개론

3:0:3

PS9101

학사논문연구

3

○

○

PS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PS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계절학기 및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39 -

○
○

○

○
○
○

○

○
○

3. 화학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CH3102

화학합성실험

1:4:3

○

CH3103

고급화학실험

1:4:3

CH3104

물리화학 II

3:1:3

○

CH3105

유기화학 II

3:0:3

○

CH3106

생화학 Ⅰ

3:0:3

○

CH3202

수용액 평형

3:0:3

○

CH3204

분석화학

3:0:3

CH3205

물리유기화학

3:0:3

○

CH4205

생유기화학

3:0:3

○

CH4211

화학 통계역학

3:0:3

○

CH4212

양자화학

3:0:3

○

CH4213

기기분석

3:0:3

CH4215

반응속도론

3:0:3

CH4216

유기합성화학

3:0:3

○

CH4218

무기화학

3:0:3

○

CH4219

생화학 II

3:0:3

○

CH4220

물리화학 III

3:0:3

CH9101

학사논문연구

3

○

○

CH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CH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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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4. 생명과학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과목
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BS3101

생화학 II

3:0:3

○

BS3105

세포생물학

3:0:3

○

BS3111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1:4:3

○

BS3112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1:4:3

○

BS3113

생화학 I

3:0:3

○

BS3201

미생물학

3:0:3

BS3202

유전학

3:0:3

BS3204

생물물리화학

3:0:3

BS3205

환경생태학

3:0:3

BS4201

발생생물학

3:0:3

BS4202

생리학

3:0:3

BS4204

신경생물학

3:0:3

BS4205

면역학

3:0:3

○

BS4206

의약화학

3:0:3

○

BS4207

암생물학 개론

3:0:3

BS4211

합성생물학

3:0:3

BS4212

암분자생물학

3:0:3

BS4213

의학 면역화학

3:0:3

○

BS4214

기초 구조생물학

3:0:3

○

BS4215

대사학

3:0:3

BS9101

학사논문연구

3

○

○

BS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BS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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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
○
○
※ 격년
1학기

○

○

○

5.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EC3101

전자공학실험

1:4:3

EC3102

컴퓨터 시스템 이론 및 실험

2:4:4

○

EC3202

신호 및 시스템

3:0:3

○

EC3204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3:0:3

EC3206

반도체 재료 및 소자

3:0:3

EC3207

전자회로

3:0:3

EC3208

공학전자기학

3:0:3

○

EC3212

고급전자회로

3:0:3

○

EC3213

통신공학

3:0:3

EC3214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2:2:3

EC3215

시스템 프로그래밍

3:0:3

○

EC3216

오토마타 이론

3:0:3

○

EC3217

컴퓨터 구조

3:0:3

○

EC4202

디지털 집적회로

3:0:3

EC4203

초고주파공학

3:0:3

○

EC4204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3:0:3

○

EC4205

운영체제

3:0:3

EC4206

컴퓨터 네트워킹

3:0:3

EC4207

그래프 이론

3:0:3

EC4208

네트워크 로봇 실험

1:4:3

EC4209

인공 지능

3:0:3

○

EC4210

랜덤 프로세스

3:0:3

○

EC4211

디지털신호처리

3:0:3

○

EC4212

이산수학

3:0:3

○

EC4213

기계학습

3:0:3

○

EC4214

광공학개론

3:0:3

○

EC4215

컴퓨터 그래픽스

3:0:3

EC9101

학사논문연구

3

○

○

EC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EC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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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6. 기계공학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MC3103

기구동역학

2:2:3

○

MC3105

유체역학

3:1:3

○

MC4101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1:6:3

○

MC3201

열전달

2:2:3

○

MC3202

진동학

2:2:3

○

MC3203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3:0:3

○

MC3204

공학해석

3:0:3

○

MC3205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2:2:3

○

MC3206

재료과학

3:0:3

○

MC3207

신호 및 시스템

3:0:3

○

MC3208

공학설계

2:3:3

MC3209

창의공학

3:0:3

MC3210

자동제어

3:0:3

○

MC3211

컴퓨터이용 설계 및 생산

2:2:3

○

MC4202

유한요소해석

2:2:3

○

MC4204

로봇공학

2:2:3

○

MC4205

정밀설계원리

3:0:3

○

MC4206

MEMS/NEMS 원리

3:0:3

○

MC4208

그래피컬 시스템 디자인 프로그래밍

2:2:3

○

MC4209

고급유체역학

3:1:3

MC4210

전산유체역학

3:0:3

MC4211

고급열전달

3:0:3

○

MC4212

최적설계

3:0:3

○

MC4213

고급고체역학

3:0:3

○

MC9101

학사논문연구

3

○

○

MC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MC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MC9104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I

1:6:3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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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

○

7. 신소재공학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MA3101

재료과학

3:0:3

○

MA3102

고분자과학

3:0:3

○

MA3104

전자재료실험

1:4:3

○

MA3105

유기재료실험

1:4:3

○

MA3201

재료유기화학

3:0:3

○

MA3202

재료물리화학

3:0:3

○

MA3203

재료의 결정구조

3:0:3

○

MA3204

상변태

3:0:3

MA3205

열역학

3:0:3

MA4201

재료전기화학

3:0:3

MA4202

박막공학

3:0:3

MA4203

반도체공학

3:0:3

○

MA4204

고분자물성

3:0:3

○

MA4205

고분자 합성

3:0:3

MA4206

생체재료

3:0:3

MA4207

의료용 고분자

3:0:3

MA4208

재료의 전기적 성질

3:0:3

○

MA4209

나노바이오재료

3:0:3

○

MA4210

연성재료개론

3:0:3

MA4211

플라스틱 전자재료

3:0:3

MA4212

전산재료과학의 기초

3:0:3

MA4213

기초양자역학

3:0:3

MA4214

재료 분석

3:0:3

MA4215

고분자 합성 특론

3:0:3

○

MA4216

재료역학입문

3:0:3

○

MA4217

에너지 소재

3:0:3

○

MA4218

표면물리화학

3:0:3

○

MA9101

학사논문연구

3

○

○

MA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MA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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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

8. 지구·환경공학전공
과목
구분

전공
필수

전공
선택

연구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EV3101

환경공학

3:0:3

○

EV3104

대기학

3:0:3

EV3105

해양학

3:0:3

EV3106

환경분석실험 I

1:4:3

○

EV4105

지구환경 열역학

3:0:3

○

EV4106

지구환경이동현상

3:0:3

EV3205

환경 생태학

3:0:3

EV3208

분석화학

3:0:3

EV4201

지구환경 시스템모델링

3:0:3

○

EV4202

생지화학

3:0:3

○

EV4203

해양물리

3:0:3

EV4204

환경공정 단위조작

3:0:3

EV4205

환경공정 실험

1:4:3

EV4206

환경분석실험 II

1:4:3

EV4209

전기화학

3:0:3

EV4210

에너지화학

2:2:3

EV4211

대기오염공학

3:0:3

EV4212

수화학

3:0:3

EV4213

환경 독성학 기초

3:0:3

EV4214

대기화학과 기후변화

3:0:3

EV4215

지구·환경과학 통계

3:0:3

EV4216

환경화학

3:0:3

EV4221

미세먼지 측정 및 실험

2:2:3

EV4222

대기질 연구 동향과 응용

3:0:3

EV4223

기기분석

3:0:3

EV4224

대기질 자료 분석과 응용 I

3:0:3

EV9101

학사논문연구

3

○

○

EV9102

학사논문연구 I

3

○

○

EV9103

학사논문연구 II

3

○

○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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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

○
○
○

○
○

○

○
○

○

○

9. 부전공 프로그램
과목
구분

필수
(I)

필수
(II)

수학
부전공

선택

에너지
부전공

과목번호

교과목명

강:실:학

2018년
1학기

MM2001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3:1:3

○

MM2002

미분방정식과 응용

3:1:3

○

MM2004

선형대수학과 응용

3:1:3

○

MM20111)

고급다변수해석학과 응용

3:1:3

MM4004

현대대수학

3:0:3

○

MM3001

해석학과 응용

3:0:3

○

MM4002

복소함수학 및 응용

3:0:3

MM2006

수학적 사고와 증명

3:0:3

MM2007

수학적 사고의 기초

3:0:3

MM3012

수학적 모델링

3:3:2

MM3015

확률과 통계

3:0:3

MM4003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3:0:3

MM4005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3:0:3

MM4006

정수론과 응용

3:0:3

MM4007

기하학 I

3:0:3

MM4008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3:0:3

※ 3년에
1회 개설

MM4009

그래프 이론

3:0:3

○

MM4010

이산수학

3:0:3

MM4015

과학계산

3:0:3

MM4016

위상수학 개론

3:0:3

MM4017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3:1:3

○

ET2101

에너지와 미래사회

3:0:3

○

ET4102

에너지공학

3:0:3

○

ET4201

에너지 변환과 저장

3:0:3

ET4302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전자 응용

3:0:3

ET4303

경영과학이론의 에너지시스템
응용

3:0:3

ET4304

전력전자공학

3:0:3

ET4305

마이크로그리드 개론

3:0:3

○

ET4501

태양전지의 이해

3:0:3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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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학기

※ 3년에
1회 개설

○
※ 3년에
1회 개설

○
19-1학기

○
○

과목
구분

과목번호
MD2101

의생명
공학
부전공

선택

필수
(택3)

문화기술
부전공

선택

필수
(택3)
지능로봇
부전공

선택

※

1)

교과목명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 의생명공학 부전공 선언자 (의무)수강 권고

강:실:학

2018년
1학기

2018년
2학기

3:0:3

○

MD4101

신경과학기술

3:0:3

○

MD4102

임상 신경 과학

3:0:3

○

MD4301

의생명 신호처리론

3:0:3

○

MD4302

의료영상

3:0:3

○

MD4303

의생명 광학

3:0:3

○

MD4501

신경과학

3:0:3

○

MD4502

인간유전학

3:0:3

○

MD4601

의학용어

3:0:3

○

CT4501

컴퓨터 그래픽스

3:0:3

○

CT4502

아이디어와 디지털 표현

1:4:3

○

CT41__

정보 시각화 방법과 디자인 사고

2:2:3

CT45__

문화기술 응용을 위한 인공생명

3:0:3

19-1학기

CT450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3:0:3

○

CT2501

오타쿠 대중문화론

3:0:3

CT2502

현대 예술의 이해

3:0:3

CT2503

이야기 문학과 삶

3:0:3

CT2504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3:0:3

CT4504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3:0:3

CT4506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3:0:3

IR4201

딥 러닝

3:0:3

○

IR4202

메카트로닉스

2:2:3

○

IR420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3:0:3

○

IR4204

인공지능 로봇의 법

3:0:3

○

IR4205

로봇공학

2:2:3

○

IR4206

인공지능 기반 창의적 로봇융합
시스템 설계

1:4:3

IR3201

기구동역학

2:2:3

IR3202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3:0:3

IR3203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2:2:3

IR3204

자동제어

3:0:3

○

○

○
○
○
○

MM2001과 MM2011은 중복하여 수강할 수 없음

※ 인문학·사회과학 부전공 개설계획은 기초교육학부 해당과목 개설계획 참조
※ 2학기 교과목 개설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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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1. 졸업이수요건: 130학점(학기당 평균 17학점 이상 이수 권장)
2. 학기당 최소/최대 이수 가능학점: 11학점 이상 21학점 이내
※ 부전공을 선언하고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3.0이상일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 24학점까지 수강신청 가능
※ 졸업 직전 학기에는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 기준(11학점 이상) 적용하지 않음
※ 최소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학기의 학자금 및 급식보조비 지급이 제한됨
3. 학년/전공별 수강신청 가이드라인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 기초교육학부
학년/학기

1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예체능필수

GS0101~

체육: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0

예체능필수

GS0201~

예능: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드로잉 등

0

기초필수

GS1001
or GS1011

미적분학과 응용
또는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3

기초필수

GS1101
GS1103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또는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3

기초필수

GS1111

일반물리학 실험 I

1

기초필수

GS1201
GS1203

일반화학 및 연습 I
또는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3

기초필수

GS1211

일반화학실험 Ⅰ

1

기초필수

GS1301
GS1302
GS1303

생물학 또는 인간 생물학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기초필수

GS1311

일반생물학실험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0~1

기초필수

GS1401

컴퓨터 프로그래밍 ※ 1학년 1~2학기 중 이수

0~3

언어필수

GS1511~
GS1533

글쓰기의 기초 또는 심화 글쓰기

언어필수

GS160_

영어

SW필수

GS1490

인문선택

GS____

인문선택과목

3

세미나필수

GS9301

신입생 세미나

1

※ 1학년 1~2학기 중 이수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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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
2

18~21

학년/학기

1학년
2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예체능필수

GS0101~

체육: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0

예체능필수

GS0201~

예능: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드로잉 등

0

기초필수

GS2001,
GS2002,
GS2004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3과목중 1과목 선택)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기초선택

GS1102
GS1104

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또는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0~3

기초선택

GS1112

일반물리학 실험 Ⅱ

0~1

기초선택

GS1202
GS1204

일반화학 및 연습 Ⅱ
또는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Ⅱ

0~3

기초선택

GS1212

일반화학실험 Ⅱ

0~1

기초필수

GS1301
GS1302
GS1303

생물학 또는 인간 생물학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기초필수

GS1311

일반생물학실험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0~1

기초필수

GS1401

컴퓨터 프로그래밍 ※ 1학년 1~2학기 중 이수

0~3

언어필수

GS1511~
GS1533

글쓰기의 기초 또는 심화 글쓰기

언어필수

GS160_

영어

SW필수

GS1490

인문선택

GS____

※ 1학년 1~2학기 중 이수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인문선택과목
계

2학년
1학기

0~3

0~3
0~2
2
3
18~21

예체능필수

GS0101~

체육: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0

예체능필수

GS0201~

예능: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드로잉 등

0

기초필수

GS2001,
GS2002,
GS2004

기초필수

GS1301
GS1302
GS13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기초필수

GS1311

일반생물학실험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0~1

기초필수

GS265_

영어

2

기초선택

GS____

‘학사안내-4. 전공선언절차’의 해당 전공 2017학번
기준 전공 선수과목

3~6

기초선택

GS____

기초과학선택과목

3~6

인문선택

GS____

인문선택과목

3~6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3과목중 1과목 선택)

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생물학 또는 인간 생물학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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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18~21

학년/학기

2학년
2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예체능필수

GS0101~

체육: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0

예체능필수

GS0201~

예능: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기타, 드로잉 등

0

기초필수

GS2001,
GS2002,
GS2004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3과목중 1과목 선택)

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GS1301
GS1302
GS1303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기초필수

GS1311

일반생물학실험 ※ 1~2학년 중 한 학기 이수

0~1

기초필수

GS265_

영어

2

기초선택

GS____

‘학사안내-4. 전공선언절차’의 해당 전공 2017학번
기준 전공 선수과목

3~6

기초선택

GS____

기초과학선택과목

3~6

인문선택

GS____

인문선택과목

3~6

기초필수

생물학 또는 인간 생물학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계

0~3

18~21

[ GIST대학 공통과목 ]
과목
구분

구분

과목번호

공통필수

UC0901

공통필수

UC9331

1~4학년

UC0201
공통선택

UC0202

교과목명
과학기술과 경제
※ 2017학번부터 한 학기 의무 수강

GIST대학 콜로퀴움
※ 두 학기 의무 수강(2학년부터 수강가능)

사회봉사
※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창의함양
※ 최대 1학점 인정 가능

UC0301

정신건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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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1
0
1
1
2

나. 물리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PS3101

전자기학 및 연습 II

3

전공필수

PS3103

양자물리 및 연습 I

3

전공필수

PS3107

수리 물리 및 연습

3

전공선택

P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계

3학년
2학기

18~21

전공필수

PS3104

양자물리 및 연습 II

3

전공필수

PS3105

열역학 및 통계물리

3

전공필수

PS3106

물리실험 I

3

전공선택

P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전공선택

P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PS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계

전공선택

PS_2__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0~9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4학년
1학기

0~12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PS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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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9

0~12

3
12~18
3~9

0~9

3
12~18

다. 화학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CH3102

화학합성실험

3

전공필수

CH3104

물리화학 II

3

전공필수

CH3105

유기화학 II

3

전공선택

CH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6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3학년
2학기

18~21

CH3103

고급화학실험

3

전공필수

CH3106

생화학 I

3

전공선택

CH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6

기초선택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전공선택

CH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0~9
0~3
18~21
9~12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0~3

연구

CH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3

계
전공선택

CH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2학기

0~3

전공필수

자유선택

4학년
1학기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CH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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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0~9

0~9

3
12~18

라. 생명과학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BS3105

세포생물학

3

전공필수

BS3111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3

전공선택

B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3학년
2학기

18~21

전공필수

BS3112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3

전공필수

BS3113

생화학 I

3

전공선택

B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1학기

18~21

전공필수

BS3101

생화학 II

3

전공선택

BS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6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BS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계

전공선택

BS_2__

2학기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0~12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4학년

0~12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BS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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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

3
12~18
3~9

0~9

3
12~18

마. 전기전자컴퓨터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EC3102

컴퓨터 시스템 이론 및 실험

4

전공선택

EC32--

3천단위 편성 전공선택 교과목 2과목 수강

6

전공선택

EC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3학년
2학기

18~21

전공필수

EC3101

전자공학 실험

3

전공선택

EC32--

3천단위 편성 전공선택 교과목 2과목 수강

6

전공선택

EC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전공선택

EC_2__

1학기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EC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계

전공선택

EC_2__

4학년
2학기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0~12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4학년

0~12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EC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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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9

0~12

3
12~18
3~9

0~9

3
12~18

바. 기계공학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MC3101

열유체역학

3

전공필수

MC3102

고체역학

3

전공필수

MC3103

기구동역학

3

전공선택

MC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6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전공선택
3학년
2학기

MC_2__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전공선택

MC_2__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1학기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3
18~21
3~6
0~9
0~3
18~21
9~12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0~3

연구

MC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3

계

12~18

전공필수

MC4101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3

전공선택

MC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9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2학기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MC9101
MC9104

학사논문연구 II or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I
※ 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or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I’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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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3

12~18

사. 신소재공학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MA3101

재료과학

3

전공필수

MA3102

고분자과학

3

전공필수

MA3104

전자재료실험

3

전공선택

MA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0~6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3학년
2학기

18~21

MA3105

유기재료실험

3

전공선택

MA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12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전공선택

MA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0~9
0~3
18~21
3~12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0~3

연구

MA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3

계
전공선택

MA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2학기

0~3

전공필수

기초선택

4학년
1학기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MA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 56 -

12~18
0~12

0~9

3
12~18

아. 지구·환경공학전공
학년/학기

3학년
1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전공필수

EV3101

환경공학

3

전공필수

EV3103

지구환경이동현상

3

전공필수

EV3105

해양학

3

전공선택

EV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6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3학년
2학기

18~21

EV3102

지구환경 열역학

3

전공필수

EV3104

대기학

3

전공필수

EV3106

환경분석실험 I

3

전공선택

EV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3~6

기초선택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계

전공선택

EV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0~9
0~3
18~21
9~12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0~3

연구

EV9101

학사논문연구 I(필수 수강)
※ 2015학번부터

3

계
전공선택

EV_2__

전공선택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타 전공 및 대학원 등 개설 교과목 중
희망 과목 수강

자유선택
4학년
2학기

0~3

전공필수

자유선택

4학년
1학기

0~9

기초선택

GS____

기초교육학부 선택과목

연구

EV9101

학사논문연구 II(졸업예정학기 필수 수강)
※ 2010~2014학번은 ‘학사논문연구’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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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0~9
0~9

3
12~18

자. 부전공 프로그램
부전공

수학

학년/
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1학년
1학기

기초필수

GS1001

미적분학과 응용

3

부전공필수

MM200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3

1학년 부전공필수
2학기
부전공필수
~
2학년
부전공선택

MM2002

미분방정식과 응용

3

MM2004

선형대수학과 응용

3

부전공필수

MM4004

현대대수학

3

부전공선택

MM__

부전공 선택과목중 1과목

3

부전공필수

MM3001

해석학과 응용

0~3

부전공필수

MM4002

복소함수학 및 응용

0~3

3학년

4학년

MM2006

수학적 사고와 증명
※ 다른 부전공 선택과목보다 먼저 수강 권고

계
2학년 부전공선택

3학년 부전공선택

에너지
4학년 부전공선택

15~

ET2101

에너지와 미래사회

3

ET4304

전력전자공학

3

ET4102

에너지 공학

3

ET4303

경영과학이론의 에너지시스템 응용

3

ET4201

에너지 변환과 저장

3

ET4501

태양전지의 이해

3

ET4302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전자 응용

3

ET4305

마이크로 그리드 개론

3

계
2학년
부전공선택
2학기

의생명
공학

3

15~

MD2101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3

3학년 부전공선택
1학기 부전공선택

MD4302

의료영상

3

MD4601

의학용어

3

3학년 부전공선택
2학기 부전공선택

MD4303

의생명광학

3

MD4501

신경과학

3

부전공선택

MD4301

의생명 신호처리론

3

부전공선택

MD4502

인간유전학

3

4학년 부전공선택
2학기 부전공선택

MD4101

신경과학기술

3

MD4102

임상 신경 과학

3

4학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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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전공

학년/
학기

구분

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부전공선택

CT2501

오타쿠 대중문화론

3

부전공선택

CT2502

현대 예술의 이해

3

부전공선택

CT2503

이야기 문학과 삶

3

부전공선택

CT2504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3

3학년 부전공필수

CT4502

아이디어와 디지털 표현

1

부전공필수

CT41__

정보 시각화 방법과 디자인 사고

2

부전공필수

CT4501

컴퓨터 그래픽스

3

부전공필수

CT45__

문화기술 응용을 위한 인공생명

3

부전공필수

CT450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3

부전공선택

CT4504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3

부전공선택

CT4506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3

2학년

문화기술
※ 필수 중
3과목
이상 의무

4학년

계

15~

3학년
부전공
1학기 선택/필수

IR_2__

부전공 개설 교과목 중 희망과목 수강

0~6

3학년
부전공
지능로봇 2학기 선택/필수

IR_2__

부전공 개설 교과목 중 희망과목 수강

0~6

IR_2__

부전공 개설 교과목 중 희망과목 수강

0~15

IR_2__

부전공 개설 교과목 중 희망과목 수강

0~3

※ 필수 중 4학년
부전공
3과목
1학기 선택/필수
이상 의무

4학년
부전공
2학기 선택/필수

계

※ 본 가이드라인은 참고용으로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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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초교육학부 분야별 수강 가이드라인

=> 기초교육학부 분야별 수강 가이드라인(PPT)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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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개요
1. 기초교육학부
가. 기초교육학부 개요
GIST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전공 과정으로 진입하기 전에 기초교육학부에서
1년 동안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및 예체능 분야의 수업을 듣게 된다. 기초과학
분야 과목들을 통해 학생들이 자연 환경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필수 개념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핵심 개념들은 자연과학과 공학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전공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연구방법들까지 포함한다. 나아가 미래의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현대과학의 경향에 대해서도 지도한다.
인류의 삶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
서 과학자들은 더 많은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지게 된다. 과학기술 분야의 전
문인으로 양성될 학생들도 따라서 그들이 담당하고 수행해야 할 사회적 역할
과 책임의 크기에 걸 맞는 내용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기초교육학부의
인문사회분야의 교과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과 이웃의 삶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인간 삶의 방식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좀 더 풍요롭고 보람 찬
것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지성인으로서의 식견과 품성을 갖추어 나아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교과목명
미적분학과 응용,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기초과학
(선택필수)

선형대수학과 응용,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일반물리학 실험 I, 일반화학 및 연습 I,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Ⅰ,
일반화학실험 Ⅰ, 생물학, 인간 생물학, 고급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실험,
컴퓨터 프로그래밍
글쓰기의 기초: 논리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창의적 글쓰기,
심화 글쓰기: 과학 글쓰기, 고전 읽기와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언어의 기초 영어 I: 신입생 영어, 영어 I: 발표와 토론, 영어 Ⅱ: 이공계 글쓰기 입문,
실용적 대화법, 영어 토론과 논증, 바른 논문쓰기(이해와 토론),
영어 III. 이공계 논문쓰기
SW필수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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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교과목명
체육: 축구, 테니스, 농구, 배드민턴, 탁구, 요가, 골프, 힙합댄스, 태권도, 헬스 등

예체능

예능: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첼로, 클라리넷, 기타, 드럼, 보컬, 드로잉, 수채화 등

세미나 필수 신입생세미나
수학적 사고와 증명, 수학적 사고의 기초, 해석학과 응용, 수학적 모델링,
확률과 통계, 복소함수학 및 응용,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현대대수학,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정수론과 응용, 기하학 I,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그래프 이론, 이산수학, 과학계산, 위상수학 개론,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일반물리학 실험 Ⅱ,
기초과학

물리학의 역사와 철학, 일반화학 및 연습 Ⅱ,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Ⅱ,

일반화학 실험 Ⅱ, 현대화학의 이해, 목표지향적 화학 그룹스터디, 현대
생명과학의 이해, 생명과학 실험이론, 세포물리생물학, 유전자발현 및 분석,
진화생물학 및 실험, 전기전자컴퓨터개론,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해석,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현대기계공학, 소재와 미래과학기술, 지구·환경연구
현장실습,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우주와 생명,
아름다운 지구, 인간과 바다
전자기학 및 연습 Ⅰ, 고전역학 및 연습, 유기화학 Ⅰ, 물리화학 Ⅰ,

기초전공

1)

분자생물학, 회로이론,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디지털 설계, 열역학,
고체역학, 지구환경과학

언어선택

실용적 대화법, 영어 토론과 논증, 바른 논문쓰기(이해와 토론),
영어 III. 이공계 논문쓰기
이야기문학과 삶, 한국현대소설의 이해, 한국근현대작가론, 고전시가의 이해,
한국현대시인론, 시의 이해, 이상(李箱)문학과 과학,
한국현대소설의 사회적 성찰, 한국고전문학과 사상,
영웅과 반영웅: 서구근대문학의 이해, 개성과 정체성: 영미 성장기 문학,
영미단편소설읽기, 희극의 발견, 근대의 모험: 서구근대문학의 이해 Ⅱ,
문학과 연인들, 동아시아의 전통과 현대, 한국사의 이해, 동아시아의 근대화,
강대국의 흥망, 역사학 특강, 일본문화론,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인문
사회

HUS

과학기술과 젠더, 과학자 문학, 현대 중국의 이해: 계몽, 혁명, 시장,
국제관계의 역사, 서양 고대와 중세 문명, 현대서양의 형성과 전개, 초기
근대의 서양, 사회주의: 이론과 역사, 장기 19세기 서양 역사, 러시아사,
애지와 문도: 불교와 기독교 (강의), 세계 종교의 이해, 무의식의 탐구,
동양적 사유의 전통 1, 한국철학의 이해, 신화와 상징의 메시지, 서양
철학고전 강독, 손자병법과 인생경영, 한비자와 법가의 정치철학,
서양사 자료의 비판과 해석, 서양사 특강,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1,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2, 동양철학고전강독, 주역 입문, <노자> 사상의 이해,
시창작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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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교과목명
철학의 근본 문제들, 논리와 비판적 사고, 마음과 컴퓨터,
의사결정 이론과 합리적 선택, 과학철학 특강, 윤리학의 문제들, 한국사회의
이해, 미국사회의 이해, 세계화와 발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형, 기업과
사회 I, 한국 현대정치사, 정보사회론: 기술, 미디어, 대중문화, 세계정치의
변환, 오타쿠 대중문화론, 기업과 사회 Ⅱ, 과학기술과 사회, 거시경제학,
사회복지와 재정, 글로벌 경제의 이해, 동아시아 경제론,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
경제학사, 해외경제론, 미시경제학, 행동경제학 1, 행동경제학 2, 행복의 조건,
한국의 경제발전, 교육의 경제학, 인간의 마음과 행동 1, 인간의 마음과 행동 2,

PPE

인간관계의 심리학, 언어와 마음: 언어심리학적 접근, 경영학원론, 전략경영,
기술혁신전략, 소셜네트워크와 기업행동, 인권법: 현대사회의 인권 문제들,
법과 정의: 이념과 현실, 현대법학의 이해, 현대법철학, 헌법과 국가,
헌법과 기본권, 생명윤리와 법, 현대법사상 강독, 신경과학과 법,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 국제관계론 Ⅰ: 근대 국제정치체제의 상승과 쇠퇴,
국제관계론 Ⅱ: 세계정치의 전지구화의 과정과 쟁점, 과학기술과 전쟁, 고전
정치사상의 이해, 국가와 시민사회론, 정치경제론, 한국정치론, 민주주의론,
과학기술학의 이해(1): 과학사회논쟁의 쟁점과 윤리, 테크노사이언스의 역사와 쟁점,
기업전략, 현대 법철학의 주제들, 기술정보사회의 심리학, 인공지능 로봇의 법
에너지와 인간, 음식과 약, 우주와 인간의 역사, 서양음악의 이해, 오페라와
판소리, 현대 예술의 이해, 유라시아 깊이 읽기, 커뮤니케이션론 Ⅰ,

GSC

커뮤니케이션론 Ⅱ, 문화공학 Ⅰ, 문화공학 Ⅱ, 문화와 도시재생 연구,
융합사고론, 이미지론: 보는 법, 대중강연: 융합시대의 리더 육성 프로젝트,
중국어 1, 중국어 2, 중국의 문화와 언어(한시와 한문 입문), 독일어 1, 독일어 2

기타
※

1)

학점 교류 인정과목 Ⅰ~Ⅴ, 기타인정과목Ⅰ~Ⅲ

2018학번부터 기존의 기초전공 과목을 전공 2학년 과목으로 변경 편성(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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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GS1001 미적분학과 응용 Single Variable Calculus and Applications [3:1:3]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학을 다루며 기본 개념을 배우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와 응용으로 확장
한다:

기본적인 미분방정식을 소개하고 미적분학과 연계된 내용을 다루며 무한수열과 무한급

수의 수렴의 정의를 이해하고 무한급수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의 성질과 응용을 학습한다. 이는
미분방정식, 선형대수학, 다변수 함수에 필요한 다양한 기초 주제의 개념을 쌓기 위함이다.
GS1011 고급미적분학과 응용 Single Variable Calculus and Applications –Honors [3:1:3]
기본적으로 GS1001 과목인 미적분학과 응용과 동일한 주제를 다룬다. 일변수 함수의 미적분
학을 다루며 기본 개념을 배우고 추상적인 개념의 이해와 응용으로 확장한다: 기본적인 미분
방정식을 소개하고 미적분학과 연계된 내용을 다루며 무한수열과 무한급수의 수렴의 정의를
이해하고 무한급수로 나타내어지는 함수의 성질과 응용을 학습한다. GS1001 과목보다 좀 더
수학적 엄밀성을 추가하고 이공학 응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한다.
GS1101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General Physics & Rec. I [3:1:3]
고전 역학과 기본적인 열역학에 대한 개론. 공간, 시간, 힘, 운동량, 각운동량, 에너지, 운동량
및 에너지 보존법칙의 개념이 소개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물리학 개념들은 강체의 동역학, 중
심력 문제, 그리고 이상기체의 동역학 이해에 적용된다.
GS1102 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General Physics & Rec.Ⅱ [3:1:3]
이 강좌는 전자기학과 현대물리학에 관한 개론이다. 전하, 쿨롱의 법칙, 전위, 전기 쌍극자,
정전기 에너지, 그리고 전자기 유도 현상의 개념이 소개되며, 맥스웰의 방정식과 전자기파의
개념, 기하광학과 파동 광학도 다루어진다. 또한 양자역학과 응집물질물리학, 소립자물리학 등
의 현대물리학의 기본 개념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진다.
GS1103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General Physics & Rec. I –Honors [3:1:3]
고전 역학, 고전 전자기학, 특수 상대론, 일반 상대론과 양자물리학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다룬다.
먼저, 고전 역학과 전자기학을 중심으로 힘, 운동량, 각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들의 개념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또한 최소작용원리와 뉴턴법칙과의 관계, 수학과 물리학의 관계등을 다룬다. 이후,
상대론/양자물리학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과 물질의 양자적 본질에 관하여 여러 각도에
서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전적 물리 개념들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공부한다. 이러한 기본
적인 물리 개념들을 중심력 문제, 조화진동자 문제, 강체의 동역학 등에 적용한다.
GS1104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Ⅱ General Physics & Rec. Ⅱ -Honors [3:1:3]
이 강좌는 고급일반물리학I에 이어서 고전 전자기학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룬다. 다변수 함수론과
벡터 해석학의 기초 개념을 익히고 맥스웰 방정식의 의미와 응용을 공부한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광학으로 이어지며 다양한 파동현상(역학적, 전자기적, 양자역학적)도 함께 다룬다. 열역학의
법칙들, 기체운동론과, 엔트로피를 중심으로 한 통계역학을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현대물리(입자
물리, 핵물리, 원자/분자 물리, 응집물질물리, 천체물리, 우주론)의 다양한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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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111 일반물리학 실험 I General Physics Experiment I [0:2:1]
이 강좌는 폭넓은 실험을 통해 기본적인 물리학실험 기술과 일반적인 물리학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주제는 일반물리학 및 연습 I (GS1101) 및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
(GS1103) 강좌와 관련되며, 고전역학 관련 실험(포사체 운동, 진자운동, 1차원 및 2차원 충돌
등)을 중심으로 하여, 파동 실험, 열역학 실험 등이 포함된다. 데이터 분석과 실험결과의 해석이
특별히 강조된다.
GS1112 일반물리학 실험 Ⅱ General Physics ExperimentⅡ [0:2:1]
이 강좌는 폭넓은 실험을 통해 기본적인 물리실험 기술과 일반적인 물리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험 주제들은 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GS1102) 및 고급일반물리학 및
연습 II (GS1104)와 관련된다. 전자기학 관련 실험(전기적/자기적 특성 실험 및 전자공학 관
련 실험)과 광학을 주제로 한 실험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데이터 분석과 실험결과의
해석이 특별히 강조된다.
GS1201 일반화학 및 연습 I General Chemistry & Rec. I [3:1:3]
이 과목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원리와 개념들을 다룬다. 화학식과 화학 반응식, 고전 역학 및 양자 역학적 관점
에서 본 원자와 분자의 구조 및 결합이론, 화학 결합, 전이금속 화학, 기체상과 응축상의 성질
등을 소개한다.
GS1202 일반화학 및 연습 Ⅱ General Chemistry & Rec. Ⅱ [3:1:3]
이 과목은 일반화학 1에서 다룬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열역학, 화학 평형 및 반응 속도론을
체계적으로 배운다. 세분화된 화학의 분야로서 전기화학, 분광학, 재료화학, 고분자 화학, 생
화학 등을 소개한다.
GS1203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I General Chemistry & Rec. I -Honors [3:1:3]
원자론, 원소의 기원, 원자 구조, 화학 결합, 분자 구조, 분자 간 상호작용 등 화학의 핵심 내
용을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이나 DNA 이중나선구조 등을 중심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구성한다.
그리고 페랑(아보가드로수),펜지어스(원소의 기원), 퀴리(방사성 원소), 러더포드(핵 구조), 폴링
(화학 결합), 디바이(분자 구조) 반데르발스(기체) 등의 노벨상 수상 강연과 루이스(옥텟규칙),
밀러(화학적 진화) 등의 주요 논문을 읽으면서 발표, 토의식으로 수업한다.
GS1204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Ⅱ General Chemistry & Rec. Ⅱ -Honors [3:1:3]
고급일반화학 및 연습 1에 이어 펜(화학 열역학), 하버(화학 평형), 허쉬박(화학반응속도), 에르
틀(촉매), 아레니우스(산-염기), 왓슨-크릭(DNA), 칼빈(광합성) 등의 노벨상 수상 강연을 중심
으로 1학기에 시작한 스토리를 완결한다. 예컨대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에 관련된 화학 평형과
반응속도의 원리, 또 아미노산, 단백질 및 DNA의 산-염기 특성, 그리고 광합성에 들어있는
산화-환원의 원리 등을 발표, 토의식으로 수업한다.
GS1211 일반화학 실험Ⅰ General Chemistry Experiment Ⅰ[0:2:1]
화학은 실험이 중심이 되는 학문이다. 이 과목은 화학 실험의 기초가 되는 정량, 분석, 데이터
처리 외에 화학의 기본 개념을 실험을 통해 체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자 모델링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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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 구조의 이해, 분자의 극성을 이용한 추출, 유기반응, 크로마토그래피 (TLC, HPLC), 분광
학 (UV-vis, FT-IR) 등을 직접 실험해 봄으로써 화학 실험의 기초 및 최신 분석기기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GS1212 일반화학 실험 Ⅱ General Chemistry Experiment Ⅱ [0:2:1]
이

과목은 일반화학 실험 I 에서 배운 화학실험의 기초를 바탕으로, 열역학, 분석화학, 생화

학, 전기화학, 합성화학 등의 각 분야에서 기초적인 실험을 진행한다. 분광학 및 크로마토그래
피 분석 장비, 분자 모델링을 통한 단백질 및 핵산 구조의 이해, 산염기 적정, 화학전지, 태양
전지 등을 다루어 봄으로써 화학의 기초 및 응용에 대해 배우도록 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
들은 화학 및 관련 전공 실험에 필요한 기초를 습득하게 된다.
GS1301 생물학 Biology [3:0:3]
일반생물

및 연습I은 생물학의 원론과 기초적 개념을 소개한다. 이 강좌는 앞으로의 전공 선

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생명현상의 기본원리에 대해 스스로 학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포 생물학과 분자 생물학 및 생화학 주제 중에서 선택된 내용
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좌는 두 파트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파트는 다음의 주제로 구성된다.

생물학 분자 및 고분자, 세포구조와 세포막, 효소, 에너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호흡. 두 번

째 파트는 현대생물학의 근본이 되는 유전자와 형질발현 및 조절에 대해 기본적인 분자 생물
학적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GS1302 인간 생물학 Human Biology [3:0:3]
일반생물

및 연습은 생물학의 원론과 기초적 개념을 소개한다. “Nothing in Biology makes

sense except in the light of evolution! (Dobzhansky, 1973). 본 강의에서는 생물 다양성과
이를 설명하는 진화 생물학 및 생태학의 주제들을 다룰 것이다. 생물종의 역사, 소진화 과정, 종
의 진화, 생물과 환경요소들의 상호작용 및 생물종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소개한다.
GS1303 고급일반생물학 General Biology –Honors [3:0:3]
이 과목은 앞으로 생물학관련 분야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혹은 생명과학분야를 융합적 사

고로 다루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설계 되었다. 생물학에서 다루는 근본적인 주제들은 유
사하나 심화된 학습방법을 통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포생물
학, 생화학, 유전학, 분자생물학 등의 과목에서 선택된 여러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 봄으로써, 학생들이 세부 전공 진입 전에 최신연구의 예를 통해 생명현상의 원리를 이
해하고 생명현상의 본질적 기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연속된 과목으로 생
명과학 실험이론(GS2311)을 추천한다.
GS1311 일반생물학 실험 General Biology Laboratory [0:2:1]
일반생물학 실험 (GS1311)은 생물학 (GS1301), 인간 생물학 (GS1302), 또는 고급일반생물학 I
(GS1303)과 함께 동반하는 생물 필수 실험과목으로 기본적인 생물학 실험 방법과 모든 생명과학
연구실에서 표준으로 사용하는 기본적 테크닉 습득에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침으
로, 학생들은 앞으로 독립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배양하게 되고, 동시에 고
난도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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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401 컴퓨터 프로그래밍 Computer programming [3:1:3]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목은 대학과정 학생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를
이용한 문제해결 능력을 습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C 언어의
기본적인 문법을 소개하고, 배열, 포인터, 구조체등의 심화된 내용을 학습하도록 한다. 아울러
실습시간을 통해 C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
도록 한다.
GS1431 현대기계공학 Modern Mechanical Engineering [2:0:2]
첨단자동차, 항공기, 로봇, 가전기기, 의료기기와 같이 현대문명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기기와
첨단제조 및 자동화 생산기계, 초정밀기계와 같은 고도 산업기계 등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계공학의 주요 기술과 미래 나노기술, 우주기술, 에너지기술 등의 새로운 첨단기계공
학의 테마를 소개한다.
GS1471 지구·환경연구 현장실습 Field Study for Earth and Environmental Researches [0:4:2]
환경연구현장의 최신 토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주당 4시간의 현장실
습으로 이루어지며 본교 지구환경공학부 대학원, 기업체, 및 국공립 환경연구소(국립환경과학
원, 기상청 등)를 방문하여 환경연구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연구시설을 견학한다.
GS1490 소프트웨어 기초와 코딩 Software Basics and Coding [1:2:2]
본 교과목에서는 C언어 혹은 Python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기초 지식을 다루고, 해당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본 코딩 기법들에 대해 강의한다. 아울러, 이러한 소프트웨어 코딩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실세계 문제의 해결 능력의 배양을 목표로 한다.
GS1511 글쓰기의 기초: 논리적 글쓰기 Writing I: Logical Writing [3:0:3]
이 과목은 학생들의 논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논리적 글쓰기 과
정이 사회적 상호 작용이라는 전제 아래, 수강생들은 논리적 글쓰기의 단계들을 차례로 학습
하고 함께 토론한다. 따라서, 이 과목의 학습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글을 통한 ‘문제 해결
의 과정’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GS1512 글쓰기의 기초: 학술적 글쓰기 Writing I: Academic Writing [3:0:3]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종합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추어 교양인다운 언어생활을 하는데 도
움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학술적 글쓰기의 기본 이론을 배우고 실제 글
쓰기 실습을 통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술적 글쓰기를 분석하는 독해 능력을 기르게 한다. 둘
째, 글쓰기 실습과 교수의 첨삭, 대면지도를 통해 정확한 글쓰기 능력을 기른다. 셋째, 한 편
의 완결된 보고서를 준비하고 완성하는 과정에서 발표와 토론 능력을 기른다.
GS1513 글쓰기의 기초: 창의적 글쓰기 Writing I: Creative Writing [3:0:3]
이 수업에서는 글쓰기에서 창의성의 개념과 의의, 창의성을 구성하는 제반 요소를 배우고, 이
러한 지식을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글쓰기 실습에 활용함으로써 창의적인 글을 쓰는 훈련을
할 것이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
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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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1531 심화 글쓰기: 과학 글쓰기 Writing II: Writing about Science [3:0:3]
이 수업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일반 독자들에게 쉽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배
우고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은 이 수업에서 최소한의 간단한 도구만을 사용하여
과학 이론을 설명하고, 어린이를 위한 과학 이야기를 쓸 것이며, 학기 마지막에는 과학 에세이를
작성하고 토론할 것이다.
GS1532 심화 글쓰기: 고전 읽기와 글쓰기 Writing II: Reading the Classics & Writing [3:0:3]
이 강의는 한국의 고전 텍스트들을 중심으로 심층적인 독해와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
로 선인들의 글쓰기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생각과 방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
를 통해 오늘날 우리의 문제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며, 그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
는 한 방편으로써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해 본다.
GS1533 심화 글쓰기: 비평적 글쓰기 Writing II: Critical Writing [3:0:3]
인간이 인식하고 사고하는 한, 비평은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비평적 글쓰기는 세계의 다양한
산물과 현상으로부터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새로운 맥락으로 재배치하는 작업이다. 이 교과
목에서 수강생은 스스로 문제를 생산하고, 이론적 탐구를 통해 다양한 담론과 접속한다. 나아
가 그 결과물을 글쓰기를 매개로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비판적 감식안을 갖춘 해석적 공동체
의 일원으로 성장한다.
GS1601 영어 Ⅰ: 신입생 영어 English Ⅰ: Study Skills for Freshmen [3:0:2]
English I: Study Skills for Freshmen is an English-only integrated-skills course,
designed to help GIST freshmen to improve general communicative skills and
particularly

to

develop

study

skills

needed

in

the

English-medium

college

classroom, such as listening, note-taking, presenting, and paragraph writing.
GS1603 영어 Ⅰ: 발표와 토론 English Ⅰ: Presentation and Discussion [3:0:2]
English I: Presentationand Discussion is the alternative to English I: Study Skills
for Freshmen for qualifying students.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 skills of
presenting and debating in English, on both technical and non-technical topics
relevant to GIST freshmen.
GS1605 실용적 대화법 Practical Discourse [3:0:2]
This course provides the foundations for verbal communic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maneuver within an English academic and professional environment. Key
components

of

discourse

such

as

aking

questions,

expressing

opinions,

compromising, contradicting, and generally navigating through English conversation
will be introduced and furthur developed.
GS200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Multivariable Calculus and Applications [3:1:3]
다변수 함수/벡터함수의 미적분학을 다루며, 기본개념 및 응용을 다룬다. 벡터함수의 연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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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가능성, 방향미분, 기하학적 구조해석을 기본으로 하여 다중적분, 선적분, 면적분에 관한
이론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수학적 엄밀성을 높인
기초적인 증명방법을 배울 수 있다.
GS2002 미분방정식과 응용 Differential Equations and Applications [3:1:3]
이 교과에서는 수학 및 공학의 필수인 미분방정식의 정립 및 풀이와 자연과학 및 공학에의 응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상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및 단일성, 선형미분방정식 및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방법, 푸리에 시리즈; 편미분 방정식의 개요 및 수치 해석적 풀이 등에 대하여 배운다.
GS2004 선형대수학과 응용 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and Applications [3:1:3]
선형대수학은 수학교과의 기본 필수 과목이며 미적분학과 더불어 이공계 전공 학부의 필수 과
목이다. 이 강좌에서는 선형대수의 기본 개념인 벡터 공간과 이들 사이의 선형변형 및 이를
나타내는 행렬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배우고 기하학, 미분방정식 외 신호처리, 제어이론
등 공학 전공에서의 응용과 활용을 배운다.
GS2006 수학적 사고와 증명 Foundations of Mathematical Thinking [3:0:3]
이 교과목은 기초수학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이 이후에 수학분야의 상위과목(선택과
목)이나 추론과 추상화가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려는 경우에 선수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학의 여러 분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과 엄밀한 증명 과정을 배움으로써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추상화 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공리, 정의, 정리, 증명 등의 정확한 의미, 증명의 방법,
추론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GS2007 수학적 사고의 기초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Thinking [3:0:3]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공리체계에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논리력을 기르기 위
해 수학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텍스트강독, 토론, 그리고 수학적 글쓰기(증명)를 배운다. 수학적 사고를 위
해 필요한 기본방법을 배운다. (수체계, 함수, 귀납법을 기본으로 하며 정수론의 기초,
counting, 실수의 연속성, 무한의 개념, 함수의 연속성, 복소수체계도 다룬다.)
또한, 실생활이나 다른 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 사고가 활용된 예를 찾아보고 분석한다.
제대로 쓰이는 예와 잘못된 예를 구분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른다.
GS2102 전자기학 및 연습Ⅰ Electromagnetism & Rec.I [3:1:3]
이

강좌는 높은 수준의 전자기학의 앞부분이다. 기존에 공부한 전기학, 자기학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다뤄지며, 최종적으로 맥스웰 방정식으로 통합되어 진다. 이 과정에서 정전기학, 정자
기학,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인 특성, 그리고 전기동역학이 다루어진다. 추가적으로, 물리 전반
에 걸쳐 중요하게 사용되는 수학적 테크닉인 장이론의 기초를 전자기학의 예를 통해 습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GS2103 고전역학 및 연습 Classical Mechanics and Recitation [3:1:3]
본 교과목은 일반 물리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학부 고전 역학에 대한 강의를 제공함으로써, 학
생들이 장차 전공 학습에 필요한 중요 개념 및 방법론을 익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별
도의 연습 시간을 통해 응용력을 향상시킨다. 강의 내용은 뉴턴 역학, 에너지 및 운동량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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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역학, 중력장 내에서의 운동, 진동, 강체의 운동 등을 포함하며, 또한 물리학 연구에 있
어서 고전 역학의 활용을 살펴본다.
GS2104 물리학의 역사와 철학 History and Philosophy of Physics [3:0:3]
이 과목의 목적은 주요 물리학 이론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소개하고 관련된 철학적 쟁점을 이
해하는 것이다. 먼저 역학, 전자기학, 통계역학과 같은 고전물리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이에 기
반한 결정론적인 세계관을 논의한다. 이어서 상대론과 양자물리등 현대물리의 태동과 발전,
철학적인 함의를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세계관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물리학과 다른 과학과의
관련성을 이해하고, 빅히스토리의 관점에서 물리학을 조망한다.
GS2201 유기화학Ⅰ Organic ChemistryⅠ [3:0:3]
본 과목에서는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자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유기분자를 이해
하기 위한 화학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이 과목의 중요한 목적은 유기분자의 구조와 반응성의
관계를 배우는 것으로서, 화학결합, 명명법, 이성질체, 입체화학, 작용기, 분광법, 그리고 합성과
반응 메커니즘을 다룬다. 본 과목을 수강한 후 학생들은 다양한 과목에서 접하게 될 분자와 물질
들에 대한 구조, 성질, 반응성 등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을 습득하게 된다.
GS2202 물리화학ⅠPhysical ChemistryⅠ [3:0:3]
물리화학 1에서는 물질의 물리적 변화 및 화학반응을 거시세계의 입장에서 기술하기 위한 열
역학 및 기초적인 통계역학을 다룬다. 열역학법칙과 자유에너지의 개념을 배우고, 이들을 사
용하여 상평형, 화학반응, 이상용액과 같은 다양한 물리 및 화학적 현상을 이해한다. 또한, 화
학평형을 분자수준에서의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역학 개념들도 소개될 것이다. 다루어
질 주요 주제는 평형과 가역성, 이상기체와 비이상기체, 에너지, 엔트로피, 자유에너지, 상변
이, 화학반응 평형, 이상용액 등이다.
GS2204 현대화학의 이해 Current Topics in Chemistry [1:0:1]
화학연구에 관심이 있고 화학 기초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국내외 연구자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화학연구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교과서 중심의 정형화
된 수업 흐름을 벗어나, 연구주제를 기반으로 한 실험방법, 분석방법 등을 습득하게 한다.
GS2206 목표지향적 화학 그룹스터디 Directed

Group Study in Chemistry [1:3:2]

화학연구에 관심이 있고 화학 기초과목을 수강한 2~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2~3명의
학생이 하나의 소그룹을 이루어 합성화학, 물리화학, 생명화학 중 한 분야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실험준비, 실험수행, 자료분석, 결과 발표, 보고서 작성 등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한다.
GS2302 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3:0:3]
유전자란 무엇이고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
는가? 유전자는 DNA로 구성되어있고 '센트럴도그마'에 따르면 유전정보는 DNA에서 RNA로,
이후 단백질로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본 분자생물학 교과목에서는 유전자의 정의, 유전자
연구사례, 원핵 및 진핵세포에서의 유전자발현에 대해 학습하고자 한다. 본 교과목의 목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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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RNA, 단백질 수준에서의 분자생물학에 대한 이해이다. 더불어 생화학, 유전학적 수준
에서의 유전자 구조, 기능에 대한 학습을 통해 유전자 전반에 대한 심층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GS2303 현대 생명과학의 이해 Current Topics in Modern Life Sciences [1:0:1]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1, 2학년 및 타전공 대학생들을 위한 강좌로, 생명과학분야 최근 주목
받는 연구주제들을 세미나 형식으로 알기 쉽게 소개하여, 현대 생명과학의 동향을 파악할 뿐
만 아니라, 나아가서 생명과학의 확장성과 다른 분야와의 연계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GS2304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Technology
[3:0:3]
본 과목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체 신호와 획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진단 및 치료 기술에 대해 그 원리와 시스
템에 대해서 소개한다.
GS2311 생명과학 실험이론 Exploring Life Sciences through Experimentation [3:1:3]
생명과학실험이론은 앞으로 생명과학분야를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혹은 생명과학분야를 융합
적 사고로 다루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설계된 선택과목이다. 선수과목으로 학생들에게 생
물학 (GS1301) 또는 고급일반생물학(GS1303) 그리고, 일반생물학 실험(GS1311)의 이수를 요
구한다. 생명과학실험이론은 심화된 생물학 실험 원리와 방법을 개인별 실습을 통해 습득함과
동시에 독립적 연구자로서 목적에 맞는 실험을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학습하
는데 목적이 있다. 이 과목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학생들은 앞으로 독립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과 가설을 세워 실험설계 및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게 된다. 연속된
과목으로 유전자발현 및 분석(GS3311)을 추천한다.
GS2401 회로이론 Electric Circuit Theory [3:0:3]
전기 및 컴퓨터 공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소양을 닦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기 및 전자회로,
전력전자, 통신회로의 구현, 제어 시스템 등가모델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저항, 축전기, 인덕
터, 전압원, 전류원 등의 추상화된 소자를 이해하고, 이러한 소자들로 이루어진 전기회로의 과
도상태 및 정상상태 해석, 주파수 응답해석,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연산증폭기를 활용한 기본
회로를 이해하고 설계한다.
GS2402 자료 구조 및 알고리즘 Data Structure and Algorithms [3:0:3]
이 교과목은 데이터 구조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에 대한 핵심적인 기본 원리를 소개
한다. 이 교과목은 상속, 추상 클래스, 캡슐화 등의 고급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들과 어레이,
링크드 리스트, 스택, 큐, 트리, 맵, 그래프 등의 자료 구조를 배운다. 또한, 서치 트리, 정렬, 그
래프 탐색 등의 알고리즘과 대규모 프로그램의 디자인과 구현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본 개념들을 배우게 된다.
GS2403 디지털 설계 Digital Design [3:0:3]
이 교과목은 디지털 하드웨어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본 원리와 기
술들을 다루는 디지털 논리 회로의 입문 교과목으로, 특히 숫자 체계, 논리 게이트, 고정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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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표현법, 불 함수, 불 대수, 조합 및 순서 논리 회로, 플립플롭, 레지스터, 프로그래머블 논
리 소자 등의 기본 원리를 다룬다. 또한 다양한 디지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구성 요소
를 소개하고 학생들이 컴퓨터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상급 교과목을 수강하는데 필요한 기반
지식을 제공하게 된다.
GS2406 전기전자컴퓨터개론 Introduction to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3:0:3]
인류는 인터넷, 사이버 사회로 일컬어지는 정보통신혁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
의 변화는 전기전자컴퓨터 공학을 기반으로 이뤄졌다. 본 강의는 전기전자컴퓨터공학의 기본
원리, IT공학 발전의 역사와 방향 및 미래 도전과제들에 초점을 중심으로 전기전자컴퓨터공학
개론을 다룬다.
GS2407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해석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3:0:3]
이 과목은 프로그래밍의 추상화 기법에 대한 소개로서 하드웨어 수준이 아닌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 단계에서 프로그래머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별적인 기능
들을 학습하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또는 함수형 프로그래밍 같은 일
반적인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GS2408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bject-Oriented

Programming [3:0:3]

객체지향 프로그램밍 학습에 역점을 둔 자바 언어 교과목이다. 본 과정은 객체지향

프로그램

의 기초 개념인 클래스, 캡슐화, 다형성, 상속을 포함하고, GUI 및 병행 프로그램 기초 기법
을 포함한다. 자바는 모바일 응용 어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이다.
GS2434 열역학 Thermodynamics [3:0:3]
열역학은 열과 일 및 에너지 상호 변환을 다루는 학문으로, 본 과목에서는 기초적인 열역학의
개념을 배우고, 가스 터빈, 증기 기관, 냉각 기관 등의 대표적인 열 기관을 통해 기본 개념의
응용을 배우게 된다.
GS2435 고체역학 Solid Mechanics [3:0:3]
이 과목에서는 스트레스 스트레인, 변형, 탄성, 변형 에너지, 빔의 처짐 등의 기본적 개념과
함께 기본 기계 구조들의 텐션, 압축, 뒤틀림, 굽힘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은 기계 구조물에 작
용하는 힘과 이에 따른 변형에 대한 내용을 다룸으로써 기계적 구조 해석 및 설계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GS2451 소재와 미래과학기술 Materials and Future Science and Technology [1:0:1]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학문들 중에서도 미래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신소재가 뒷받침되지 않는 기술의 혁신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과목에서는
신소재공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그리고 첨단의 신소재 및 최근의 관련 연구에 대한 동향 등이
다루어진다. 신소재공학부의 중점 연구 분야들인 광/반도체 소재, 나노전자 소재, 유기정보 소
재, 에너지 소재, 생체의료용 소재등에 전문적 연구 역량을 가진 신소재공학부 교원들이 학부
저학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입문 수준의 강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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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471 지구환경과학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3:0:3]
지구환경과학은 환경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화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
학을 기반으로 공업수학, 역학, 유·무기화학, 전기화학 미생물학에 이르는 다양한 환경매체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전문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오염 방지 등 지
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GS2472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Climate Change: action and adaptation [3:0:3]
Ever since the Paris agreement in 2015, every country around the world has
started to deal with the current climate change vigorously in order to comply with
the Paris agreement and to regulate environmental impacts that are about to
return to themselves. However, most of Koreans still don’t understand how the
new climate regime can have impacts on them, or how to prepare for the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In this context, to stimulate students, this course is going to
cover from the definition of climate change to promis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ies which will be useful in the new climate regime. The current course is
going to give us an opportunity to contemplate our future.
GS2501 이야기 문학과 삶 Korean Narratives and Our Life [3:0:3]
이야기(story)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러면서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끊임
없이 변해 왔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이야기들이 우리 고전 속의 이야기문학을 이루었다.
이 강의는 우리 고전 속 이야기문학의 주요 작품을 읽고 감상․비평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시각, 곧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의 문제와 관
련해서 우리 이야기문학, 더 나아가 인문학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고민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새로운 ‘콘텐츠’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GS2503 한국 현대 소설의 이해 Understanding Modern Korean Fiction [3:0:3]
이 교과목은 한국 현대 소설을 통하여, 수강생들의 미학적 윤리적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동시대 한국 소설 텍스트의 이해를 통해 스스로의 삶을 반성적으로 사유하고, 자신
이 속한 공동체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도모한다. 이와 아울러 한국 현대 소설을 감상하고
분석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독자가 되는 길을 찾는다.
GS2505 고전시가의 이해 Understanding Classical Korean Poetry [3:0:3]
음악적 리듬 속에 시상(詩想)이 응축된 시는 본질적으로 응축 속에 여백을 싹 틔운다. 여백이
야말로 새로운 상상력의 원천(源泉)이다. 고전시가에서 우리는 사람과 삶에 대한 선인들의 감
수성, 문제의식과 성찰, 문학적 상상력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서 풍기는 고전시가의 그윽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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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우리의 메마른 감성을 일깨우며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내면을 풍성하
게 가꾸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과목은 고전시가의 주요 작품들을 비판적으로
감상하는 가운데 이들 작품을 오늘, 우리의 삶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GS2506 한국현대시인론 Modern Korean Poets [3:0:3]
이 과목은 1950년 이전까지 한국 현대 시사에서 중요한 시인들인 한용운, 김소월, 정지용, 백
석, 서정주, 윤동주에 대하여 다룬다. 수강생들은 각 시인들에 대하여 조사 연구하고 시집을
면밀히 읽고 토론할 것이다. 그리고 각 시인들의 시세계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위하여 수강생
들은 시인들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시를 창작할 것이다.
GS2507 시의 이해 Understanding Poetry [3:0:3]
수강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일반적인 시의 이론을 이해하고 동서고금의 다양한 시작품들을 읽어
보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은 시란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며 자신의 삶을 시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GS2509 한국현대소설의 사회적 성찰 Modern Korean Fiction and Social Reflection [3:0:3]
이 과목은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사회적 징후들을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한국 소설은 특유의 상상과 통찰로써,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 내재한 기대와
전망, 모순과 역설을 기록해 왔다. 수강생들은 철도가 도입되던 근대 초기에서부터 광주와 세
월호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대에 대하여 문학이 제기한 질문들을 탐구한다.
GS2510

한국고전문학과 사상 Korean Classical Literature and Thoughts [3:0:3]

이 강의는 한국의 고전 텍스트들을 감상하고 그 사상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를 통해 문학과 사상의 관련 양상을 이해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학 사상에 대한 이해를 오늘
날 우리 문제를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바라보는 데 적용해 보고자 한다.
GS2521 영웅과 반영웅: 서구 근대문학의 이해
Heroes and Antiheroes: Understanding Modern Western Literature [3:0:3]
이 강좌는 ‘영웅’과 ‘반영웅’의 개념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문학의 특징을 고찰한다. 고대 서사
시나 비극 혹은 중세기사 도로만스의 정통 영웅과 달리, 서구 근대문학의 ‘영웅’은 전통,계급
적질서,사회적 가치와의 필연적 갈등속에 존재하며,그만큼 ‘반영웅’과의 경계에 가까이 가는
주인공이다. 이 강좌에서는 우선 서구 근대문학의 가장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반)영웅인 ‘돈

키호테’의 재현양식을 통해 서구 근대문학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어서 유럽 각국의 신화, 전
설, 문학에 대한 저자 톨킨의 방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씌어진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다양
한 영웅과 반영웅의 변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GS2522 개성과 정체성: 영미 성장기 문학
Individuality and Identity : Understanding Literature of GrowingUp [3:0:3]
근대 서구 문학의 주요한 한 장르인 성장소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
가는 단계인 학생들로 하여금 (가족과 학교를 포함한) 사회의 요구와 자신의 개성 사이에서 갈등
하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성장소설 속 주인공들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토론을 나누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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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23 영미단편 소설 읽기 Reading English and American Short Stories [3:0:3]
이 강좌는 영국과 미국의 단편소설 명작을 정독하면서 영문학 및 문학일반에 대한 관심과 감
상능력을 높이는 것을 주요목표로 한다. 전문적인 (영)문학 연구자가 아닌 일반독자에게 문학
의 가장 기본적인 매력이랄수 있는‘스토리’를 중심으로 각 단편소설을 자세히 읽되, ‘스토리’
를 이끌어가는 성장, 남녀문제와 사랑, 문명과 야만, 소외와 자아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 주제
를 읽어내고 분석하는 훈련을 할 것이다. 소설 별로 원작의 길이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영어
텍스트와 번역을 병행하여 읽을 것이다.
GS2524 희극의 발견 Understanding Comedy and Humor [3:0:3]
‘웃음’은 웃기는 사람에게서나 웃는 사람에게서나 유연하고 영리하고 창의적인 정신활동의 지
표이며 (슬랩스틱이 아니고서는) 고도의 언어적 감수성을 요한다. 그러한 ‘웃음’의 근원적 의
미와 힘을 이해하기 위해 이 강의는 영문학을 중심으로 희극의 다양한 하위 장르와 단편소설
작품을 선별하여 읽고자 한다. (영문학) 희극의 대표적 유형인 셰익스피어의 로맨틱 코미디,
익살극, 풍속 희극, 부조리극 작품들을 읽으며, 말장난, 위트, 아이러니, 벌레스크, 복장도착
등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수사적, 상황적 기법들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일시적인 즐거
움을 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자유로운 사고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현실의 권력관계를 뒤집어 풍자와 축제적 전복까지 가능하게 하는 희극과 웃음의 다층적 역할
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을 함께 고찰할 것이다.
GS2525 근대의 모험: 서구근대문학의 이해 Ⅱ
Adventures of Modernity: Understanding Modern Western Literature Ⅱ [3:0:3]
‘모험’(adventure)은 근대적 기획의 표상이자, 대항해 시대 이후 서구의 근대를 가능하게 한
물리적, 경제적 동인이다. 이 강좌는 서구 근대문학의 중요한 장르인 ‘모험’ 문학의 주요작들을
그에 대한 현대의 ‘되받아쓰기’ 작품 또는 비판적 응답과 함께 읽음으로써 서구 근대(문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GS2526 문학과 연인들 Lovers in Literature [3:0:3]
이 강좌는 문학의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사랑’을 다룬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서, 단순한
연애의 차원이 아니라 각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적 구속과 억압은 물론 현재의 불완전한 자신
마저도 뛰어넘는 것을 꿈꾸고 이루게 하는 원천, 즉 낭만적, 해방적 열망으로서의 사랑을 탐
구하고자 한다.
GS2541 서양음악의 이해 Understanding Western Music [3:0:3]
서양음악의 기본 구성 및 표현들을 사회적 배경과 더불어 종합 예술적 측면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역사적 흐름 안에서 각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과 함께 음악은 어떠한 양상으로
표현되었는가를

알아보며, 대표적 작곡가와 중요한 곡들의 감상을 통하여 이를 통합 문화예

술적으로 접근해본다. 그리고, 현대음악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가 살고있는 현시대에서
는 어떻게 형태로 표현되는지를 살펴본다.
GS2542 오페라와 판소리 Opera and Pansori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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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음악과 국악의 기초적인 이론과 구성, 악기, 음악사 등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특히 음악극인 서양의 오페라와 우리나라의 판소리에 대한 그 기원과 발달과정, 특
징, 시대적 배경 등을 사회문화적인 흐름 안에서 비교 분석하며, 또한 이들의 주요 작품들의
탐구와 감상을 통해 서양음악과 국악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음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기초소양을 배양하고자 한다.
GS2543 현대 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Modern Art [3:0:3]
19세기 중엽 이래 예술은, 예술가의 비판적 자의식과 미적 감수성, 작품을 둘러싼 비판적 담론의
급진성을 통해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대항담론(counter-discourse)으로
기능해왔다.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문화와 같은 용어로 차별화되는 복잡다단한
예술의 경향, 특성을 이해하고 감수성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를 상상해보자.
GS2601 동아시아의 전통과 현대 Tradition and Modern Transformation in East Asia [3:0:3]
오늘날 동아시아 지역(한국, 중국, 일본 등이 중심)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축의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다. 지리적, 문화적으로 과연 동아시아는 공동체를 형성할 만큼 공통적 성격이 있는가
를 우선 살펴 볼 것이다. 다음으로, 근대 개항 이후 서양세력에 굴복 또는 위축되었던 이 지
역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오늘 날과 같이 세계를 움직이는 세력으로 발전하여 왔는가를
역사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자연과학을 전공하려는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를 이
해하게 하여,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파악한 세계 속의 동아시아인이 되도록 한다.
GS2602 한국사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3:0:3]
한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지스트 학생들에게 필수적이다. 그러나 종래의 나열적, 국수주
의적 한국사 교육을 지양하고,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인식방법을 제시하고 이해하게
한다. 특히 국제관계속에서의 한국의 위치와, 간과되어 왔던 서민생활 및 문화를 역사적으로
조명하여, 시야를 넓히도록 한다.
GS2603 동아시아의 근대화 Modernizations in East Asian Countries [3:0:3]
한국과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19세기 중엽 이후의 근대화 과정을 비교 검토한다. 서양에 대한
대응형태의 차이를 전통문화의 성격과 서양열강의 개항요구의 차이에서 찾아보고, 개화에 대한
각국의 노력과 좌절의 과정, 그리고 오늘의 성취에 이르기 까지를 역사적으로 검토하여 본다.
GS2604 현대 중국의 이해 : 계몽, 혁명, 시장
Understanding China Today : Enlightenment, Revolution, and Market [3:0:3]
21세기는 중국의 세기라고 말해진다. 19세기 이후 서양세력의 확대에 의해 세계정치에서 지배
력을 상실한 중국은 20세기 후반부터 급속하게 영향력을 회복하고 있다. 이 강좌는 20세기
이후 중국의 좌절과 근대화의 노력, 사회주의의 실험, 현대화의 과정을 살펴보고, 21세기의
대국중국을 전망하는 시각을 획득하게 한다.
GS2611 국제관계의 역사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3:0:3]
본 강좌는 근대 이후 국제관계의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여, 21세기 세계와 한국이 당면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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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국제정치의 여러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목표가 있다. 특히, 본 수업
의 주요 내용은 17세기 30년 전쟁 이후의 베스트팔렌 체제로부터 출발하여, 18세기 본격적인
국제관계의 성립, 19세기 열강 정치와 제국주의, 그리고 20세기 이데올로기 경쟁 및 냉전 종
식까지의 국제관계의 변화가 될 것이다.
GS2612 서양 고대와 중세 문명 Classical and Medieval Civilizations in the West [3:0:3]
본 강의는 서양 역사의 기원과 원천이 되는 고대와 중세의 문명들을 학습하는 수업이다. 고대
그리스 문명, 페르시아 문명, 헬레니즘 문명, 로마 문명 그리고 중세에는 서유럽 문명과 비잔틴
문명처럼 서양 세계에는 다양한 문명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때로는 시간 순으로 등장했으나,
때로는 공존 내지는 경쟁하면서 서로의 문명을 심화시켜 나갔다. 본 수업은 이들 문명들의 성쇠를
추적하고 사상 및 문화적 근간들을 파헤침으로써 서양 문명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목표를 둔다.
GS2613 현대서양의 형성과 전개 Contemporary Western History [3:0:3]
본 강의는 20세기 서양 현대사의 전개를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현실에
대한 균형 잡힌 역사인식과 비판적 안목을 함양하는 데 목표가 있다. 강의 전반부에서는 근대화,
자본주의화, 산업화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 19세기 서양 체제가 제 1차 세계대전과 더불어
변화해가는 모습이 주로 다루어질 것이다. 특히, 러시아 혁명, 세계경제대공황, 그리고 이에
따른 19세기 자유주의 질서의 붕괴 과정이 강의의 핵심적 주제를 이룰 것이다. 강의 후반부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전후 체제와 이의 변화, 그리고 이 체제 속에서 출현한 문화적
사회적 변동을 다룰 예정이다. 냉전, 제 3세계의 성장, 대중문화의 대두와 미국화 과정, 세계
화된 경제 질서, 그리고 냉전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 등이 강의 후반부에 중심을 이루게
될 주제들이다.
GS2614 초기 근대의 서양 Early Modern Western History [3:0:3]
본 강의는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서양, 보다 구체적으로 유럽과 미 대륙의 역사를 다루는 데
목표가 있다. 수업의 진행은 먼저 중세사회의 해체 과정을 개관하고, 이후 신 항로의 개척과 세계
체제의 형성, 종교 개혁과 유럽의 분열, 절대주의 국가의 대두, 계몽주의의 등장과 과학 혁명 등
초기 근대 시대 ‘근대성’을 만들었던 주요 역사적 사건 및 지적 성과들을 학습한다.
GS2615 사회주의: 이론과 역사 Socialism: Theories and History [3:0:3]
본 강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보편화되어 가던 19세기를 시점으로 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
지, 이 자본주의의 발전 및 변화를 추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던 사회주의 사상
의 기원과 변형, 그리고 실험을 탐구하는데 목표가 있다.
GS2616 장기 19세기 서양 역사 The West in the “Long” Nineteenth Century [3:0:3]
역사학의 출발이 현재에 관한 관심으로 부터라고 본다면, 현재의 위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으로, 19세기의 역사는 현재의 우리들과 가장 가깝고 관계가 깊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많은 흔
적과 영향을 남기고 있는 역사 시대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를 낳은 18세기의 지적혁명과 계
몽주의, 산업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대혁명 등을 개략적으로 이해한 뒤 자유주의
와 사회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의 시대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20세기 초로 연결되는 제국
주의와 일차 세계대전 그리고 러시아혁명 등을 분석할 것이다. 현대와 연결되는 19세기의 철
학과 사항 그리고 문예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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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618 러시아사 History of Russia [3:0:3]
유럽 국가로서의 러시아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과거 터키계와 몽골계 민족들의
기반이었기에 러시아인들이 새롭게 ‘유라시아 문화권’을 형성했다고 지칭되기도 한다. 단순 면
적으로는 유사 이래 가장 광대한 영토를 점유한 국가이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
했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의 체제라는 실험을 경험한 국가이고 20세기에는 ‘양극
체제’의 한 축으로서 현대 세계사를 장식했던 국가였다. 동시에 그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탐구의 대상이지만, 개발도상국들에게는 그들의 역사적 경험 자체가
중요한 교훈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19세기말까지도 농노제가 존속했던 그들
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면서, Peter 대제의 서구화 이후 야기된 지적이고 사회적인 갈등
과 근대화 과정의 문제들 그리고 정부의 대응 등을 분석하면서 러시아가 낳은 문화를 이해하
게하고자 한다.
GS2620 철학의 근본 문제들 Basic Problems of Philosophy [3:0:3]
철학이란, 혹은 철학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교과는 철학이라는 학문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
에게 철학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철학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고하는 것인지를
소개하고 훈련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강좌에서는 전통적으로 어떠한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이 제기되었고, 또 실제로 철학자들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토론한다.
GS2621 애지와문도 : 불교와 기독교(강의)
Philosophy, East and Wes : Buddhism and Christianity [3:0:3]
서양적

사유의 원형인 ‘철학자’ 소크라테스, 동아시아 사유의 원점인 공자, 불교와 기독교의

창시자 붓다와 예수의 사상을 살펴보고, 인류의 역사에

끼친 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

흔히 차축(Axial Age) 시대라고 불리는 인류 정신사의 형성기를 이해하는 일은 현대 문화의
다양성과 문명 간의 소통 및 대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신학적, 교리적, 신앙적 관점을
벗어나서, 인류 정신의 스승, 사유의 원형으로서 각 인물의 사상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GS2622 세계 종교의 이해 Understanding World Religions [3:0:3]
현대 세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세계관들’을 공부하고 인간 문화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총체적
으로 파악하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이 강좌의 목표다. 세계관을 분석하는 방법 및 그것의
뿌리와 역사를 이해하고, 글로벌 히스토리의 관점에서 철학사, 종교사, 사상사, 예술사 등 인
류의 문명사 전개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GS2623 무의식의 탐구 Inquiry into the Unconscious: Freud, Jung, and After [3:0:3]
Freud의 무의식 발견 이후 인간에 대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그에 의해 창시된 정신
분석학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보다 더 깊이 이해하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강좌에서는 무
의식 탐구의 역사를 살펴보고, 무의식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를 설명하는 현대 사상의 중요
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GS2625 동양적 사유의 전통 1 Traditions of EastAsian Philosophy 1 [3:0:3]
본 강좌는 동양사상을 형성하는 주요한 두 학파, 특히 “유가-논어/맹자”와 “도가-노자/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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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직접 읽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 두 학파의 사상은 ‘질서’와 ‘자유’라는 언뜻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사유 활동을 대표한다. 수강생은 이 강좌를 통해,
동양사상의 깊이와 매력을 흠뻑 맛보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GS2626 한국철학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Philosophical Tradition [3:0:3]
조선시대의 한국철학은 성리학과 실학으로 대표된다. 본 강좌는 두 사상 경향을 각각 대표하
는 퇴계, 율곡, 다산을 중점적으로 탐구하면서, 한국 정신사의 위대한 성취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한국철학의 이해는 동아시아의 사상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근세 이후 중국의 사상적 전통을 함께 공부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GS2627 신화와 상징의 메시지 Messages from Myths and Symbols [3:0:3]
감성적이고 신체적인 존재로서 인간은 상징으로 사유한다. 상징 사유는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없다면 인간은 로봇처럼 메마른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상징은 논리적 언어를
보조하는 보조수단이 아니라 인간을 형성하는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호모 심볼리쿠
스다.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신화는 그 자체가 상징이다. 상징을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함으
로써, 모든 이야기에 숨겨진 메시지와 문화를 해독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GS2628 서양 철학고전 강독 Reading Western Philosophy Classics [3:0:3]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니체,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그들의 사유를 근대 사
회의 이해와 근대적 이성 비판이라는 주제로 확대 발전시킨다. 이 강좌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형성하는 주요 사상가들의 철학 고전을 직접 읽어나가면서,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근대성 및 이성 비판의 방법 및 원리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GS2629 손자병법과 인생경영 Sunzi’s Art of War and Art of Living [3:0:3]
손자병법은 동서고금을 통털어 가장 중요한 전쟁론, 전쟁 철학의 텍스트 중의 하나라고 인정
받고 있다. 그러나 손자병법은 단순히 전쟁의 전략과 방법을 논의하는 병서에 그치지 않고 심
오한 인생론을 담고 있는 인생철학서이기도 하다. 손자는 경영, 정치, 경제, 인생론 분야의 사
유를 촉발하는 고전으로서 폭넓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 강좌에서는 손자병법을 통해서
동양사상의 한 측면을 이해하는 동시에 인생철학으로서 전쟁론에 주목하려고 한다.
GS2630 한비자와 법가의 정치철학 Political Philosophy of Han Feizi and Legalism [3:0:3]
<한비자>는 전국시대(B.440~B.221) 말기의 사상가 韓非子가 저술한 중요한 저작으로 법가 사
상을 집대성하고 있다. 한비자의 핵심은 정치 철학과 제왕의 통치술이다. <한비자>는 단순한
이론적 저작이 아니라 다양한 이야기를 소재로 삼아 통치술에 관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사유와
지혜의 보고이기도 하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야기의 힘과 리더쉽의 의미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S2651 영어 토론과 논증 Debate and Argumentation for Scientists [3:0:2]
In this course, you will learn the fundamentals of inter-collegiate debate, including
structure,

note-taking,

basic

argumentation,

strategies,

fallacies

and

public

speaking. You will participate in several practice debates throughout the semester,
as well as mini debates and argumentation/critical thinking activities. Additio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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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practice refuting junk science and pseudo-science assertions.

You will

have the option of participating in weekend tournaments with other universities
during the semester.
GS2652 영어 Ⅱ: 이공계 글쓰기 입문
English Ⅱ: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3:0:2]
English II: Introduction to Academic Writ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is a
required course for GIST students in the second year. Students will learn the
essential skills of academic writ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including the basics
of research writing.
GS2653 바른 논문쓰기(이해와 토론) Research Ethics:R&D(Reading & Discussion) [3:0:2]
This course will provide a foundation to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various ethical
issues affecting scientific research by: 1). surveying the historical origins of modern
research ethics, 2). examining current issues and trends related to research ethics, and
3). reviewing case-studies of research misconduct.
GS2661 논리와 비판적 사고 Logic and Critical Thinking [3:0:3]
이 교과를 통해 학생들은 논리학의 주요 개념 및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원리들을 일상적
논증을 평가하는데 적용해 봄으로써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한다. 수강생들은
기초적인 수준의 연역 논리학과 귀납 논리학을 익힘과 동시에 그러한 논리학의 원리들이 실제
생활과 여러 학문 분야의 탐구 상황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훈련한다.
GS2701 한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3:0:3]
본 과목은 한국 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사회과학의 개념과 이론들을 분석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화, 일상생활과 문화, 가족, 계급과 불평등, 섹슈얼리티
와 젠더, 종교, 미디어, 기업과 노동, 교육, 범죄, 정치와 도시, 환경과 세계화 등의 주제들에 대
한 학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주제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화되어 있는지를 또한 역사
적이고 분석적으로 일상생활, 구조와 행위, 제도의 차원 각각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GS2702 미국사회의 이해 Understanding American Society [3:0:3]
이 수업은 학생들이 미국사회를 역사적이고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다양한 사회과학적 이론과

개념들을 적용하여 미국사회를 이해하

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과 한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미국사회
의 이해를 심화시키고자 한다.
GS2703 세계화와 발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형
Globalization and Development: Mapp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3:0:3]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전지구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있다. 지구 반대편의 사건들이 직접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세계화 혹은 지구화라고 할 때, 세계화
와 사람들의 생활조건 사이의 관계를 주로 살펴보는 본 과목은 다음과 같은 목표와 내용을 갖
는다. 첫째, 나라와 지역간의 발전을 분류하는 이론적 설명들과 현실을 다루고, 둘째로 이에
더해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글로벌 금융, 미디어, NGOs 등 세계화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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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들과 이들에 의해 규정되는 세계질서의 역사와 현실을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글로벌 패
권경쟁, 지역주의, 이민과 인구, 과학기술과 환경, 분쟁, 테러리즘 등 세계적 이슈들을 이해하
고자 한다.
GS2704 기업과 사회 Ⅰ Firm and Society Ⅰ [3:0:3]
현대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축은 기업사회 혹은 조직사회(corporate society)로의
변화이며, 각각의 사회는 그 사회가 거쳐온 발전경로, 계급구조, 금융시장의 특성, 엘리트연합
의 특성, 가족구조 등 다양한 변수들이 상호작용하면서 특정한 형태의 기업사회를 만들어낸
다. 본 강좌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회과학
적 분석을 시도한다.
GS2705 정보사회론: 기술, 미디어, 대중문화
Information Society: Technology, Media, and Popular Culture[ 3:0:3]
본 강좌는 먼저 소위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적 담론들과 더불어 정보사회의 부상과 관련
된 기술적 차원 및 산업조직과 미디어를 비롯한 제도적 차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사이
버공간의 상호작용, 전자정부와 거버넌스, 기업조직 및 노동의 변화, 민주주의와 교육, 정보격
차와 불평등, 지적재산권, 대중문화 및 세계화와 같은 이슈들을 살펴본다.
GS2706 세계정치의 변환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3:0:3]
이 과목은 세계정치의 변환을 근대초, 냉전 시기, 현재에 걸쳐서 살펴보되 특별히 세계정치와
한국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강의가 전개된다. 역사적인 사실의 전개과정에 대한 개관과, 국
제정치이론의 발전, 그리고 안보질서, 무역 및 개발, 금융통화 질서, 문화, 정보, 환경과 에너
지 질서와 같은 각론적 영역에서 세계정치과정의 변화를 살펴본다.
GS2707 오타쿠 대중문화론 Understanding Otaku and Popular Culture [3:0:3]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벨 등 오늘날 대중문화의 새로운 영역들은 다수가 오타쿠계
서브컬쳐로 채워지고 있다. 일본에서 기원한 이러한 대중문화 현상은 국경을 넘어 현재 국내
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오타쿠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도 ‘오덕’이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주목되는 오타쿠 문화의 현상과 특징을 분야와 사례별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거시적인 사회정치경제적 맥락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것
이 본 과목의 목표와 내용이다.
GS2708 기업과 사회 Ⅱ Firm and Society Ⅱ [3:0:3]
현대사회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한가지 축은 기업사회 혹은 조직사회(corporate society)로의
변화이다. 본 강좌는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역동성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사
회과학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 과목은 특히 2차 대전 이후의 시기를 다루며 <기업과 사회 I>
수강이수자로 수강을 제한한다.
GS2709 한국 현대정치사 The Modern History of Korean Politics [3:0:3]
This course will overview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treat major political
issues from the President Lee Seung-man to Park Geun-hye period. The course
will generally consist of videos, lectures and presentations. The themes incl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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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politics in history after the independence from Japan, important scenes and
election results of Korean politics, profiles of political leadership, myth and reality
of

the

developmental

state

and

the

South

Korean

economic

miracle,

the

democratization process during eight presidents’ ruling periods, and so forth. As a
consequence, the course will expose students to contending views and empirical
reality regarding the Korean politicsl at first hand.
GS2724 거시경제학 Macro-Economic Theory [3:0:3]
이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국민소득, 자본형성, 실업, 이자율, 환율, 무역수지 및 인플레이션 같
은 거시경제 변수의 결정과 변수들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국민소득의 결정에 관한 기초이론,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개방경제의 거시경제학, 경
기안정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상충관계에 관한 것이다.
GS2725 사회복지와 재정 Welfare and Fiscal Policy [3:0:3]
이 과목은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내용을 학습하여 바람직한
사회복지정책을 이해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상태에서
순기능은 극대화하면서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조치 등을 학습하게 된다. 사회복지의 당위성을 넘어서 재정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배경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GS2726 글로벌 경제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Global Economy [3:0:3]
이 과목은 글로벌 경제 시스템의 작동방법을 학습하여 국제화된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
는데 있다. 글로벌 무역시스템인 WTO체제, 글로벌 금융시스템에서의 국제수지, 외환시장 및
환율 작동 기구, EU 회원국의 재정위기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문제 등을 학습하여 세계화 시
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국제경제학 분야의 지식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경제와
해외경제의 밀접한 연계성을 이해시키고자 한다.
GS2727 동아시아 경제론 East Asian Economy [3:0:3]
이 과목은 동아시아 경제를 학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경제 질서와 경제통합
의 기초이론을 학습한 후 동아시아의 지역주의와 경제통합을 배우게 된다. 이어서 동남아시아
국가 경제, 중국 경제 및 일본 경제를 학습하여 동아시아 지역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기조와 FTA 정책을 학습하고 동북아시아 국가의 경제통합
가능성을 고찰하게 된다.
GS2728 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 Economic Policy in the Era of Globalization [3:0:3]
본 강의에서는 세계화의 경제적 특징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학습하게 된다.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원인, 파급경로
및 파급효과를 학습하여 세계화의 장점뿐만 아니라 문제점을 이해하도록 한다. 경제정책의 성
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를 학습하고,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이론적 근거를 배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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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729 경제학사 History of Economic Thought [3:0:3]
경제사상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고대의 경제사상, 중세의 경제사상, 고전학파, 역
사학파와 사회주의 경제학, 근대경제학과 현대경제학을 다루게 된다. 특히 현대경제학에 중점
을 두어 상세히 강의하며,

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과

하이에크의 저서를

강독한다.
GS2730 해외경제론 The Economics of Foreign Countries [3:0:3]
경제통합의 기초개념을 학습한 후 경제통합과 국제경제질서,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및 신지역
주의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실을 배우게 된다. 이어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경제통합,
일본과 중국의 경제 추이, EU 통합과 핵심 회원국의 경제, 북미의 경제통합(NAFTA)과 회원
국의 경제를 배우게 된다.
GS2731 미시경제학 Microeconomic Theory [3:0:3]
이 과목은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학적 사고력을 갖추기 위한 바탕이 되는 미시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개인과 기업은 어떻게 행동하고, 시
장의 수요와 공급은 어떻게 작동하며, 시장의 장점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실패하며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탐구한다. 다양하고 재미있는 실제 사례들이 예시될 것이며, 우
리가 가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나워야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사고하
는 훈련을 하게 될 것이다.
GS2732 행동경제학 1 Behavioral Economics 1 [3:0:3]
이 과목은 전통적인 경제학 교과서에서 이성적 경제주체로 간주되어 온 인간이 실제로는 어떻
게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탐구한다.
본 과목을 통해 인간의 심리와 행동이 내재된 다양하고 체계적인 오류들을 깨닫고, 이 오류들
에 의해 경제가 움직이고 사회가 변화하는 현상을 이해하는 한편, 스스로의 감정, 판단, 행동,
인간관계를 보다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응용과 정책을 중심으로 한 후속 교과는 행동
경제학 2)
GS2733 행동경제학 2 Behavioral Economics 2 [3:0:3]
이 과목은 행동경제학 1의 후속 강좌로서 인간의 심리와 행동패턴 및 이를 이용한 정책적용사
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의 후생과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
들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의 수강생들은 팀을 이루어 학교와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와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넛지 아이디어들을 개발하여 실행하는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GS2734 행복의 조건 Conditions of

Happiness [3:0:3]

이 과목은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관해 탐구하는 행복경제학의 실증연구결
과들을 바탕으로 삶의 질과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을 탐구한다. 또한 인간심리의 긍정
적 측면과 성장에 주목하는 긍정심리학의 발견과 고전에서 길어 올린 지혜들을 살펴보며, 행
복의 조건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일상적 실천방법을 공부한다. 학생들의 발표와 온라인 설문조
사의 분석 및 성찰이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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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735 한국의 경제발전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3:0:3]
1960년대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성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많은 후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원인을 규명하고, 현재의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파악함으로
써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GS2742 인간의 마음과 행동 1 Human Mind and Human Behavior 1 [3:0:3]
본 과목의 목적은 과학적 심리학의 본질을 소개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행동과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수강생들은 신경 세포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부터 기억, 언어처리와 같은 상위 인지 과정에 이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간의 행동에 대해
배움으로써,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더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융합 연구의 사례들을 자연스럽게 접함으로써 통섭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GS2743 인간의 마음과 행동 2 Human Mind and Human Behavior 2 [3:0:3]
본 과목은 인간의 성격, 발달,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행동, 동기와 정서, 그리고 인간의 이상
행동과 치료에 대해서 배움으로써 인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이해를 도모한다. 또한 비교 문
화 심리학를 통해서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며, 심리학이 실생활에서 또는 타 분야에
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소개한다.
GS2747 인간관계의 심리학 The Psychology of Human Relationships [3:0:3]
본 과목의 목적은 인간의 다양한 인간관계의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다. 사회 심리학의 기본 이론들을 학습하며 이론이 실제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소
개한다. 특히 대학생들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우정, 사랑, 직장 (실험실) 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숙한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GS2748 언어와 마음: 언어심리학적 접근 Language and Mind: Psycholinguistic Approach [3:0:3]
본 과목의 목적은 인간의 언어정보처리과정을 탐색함을 통하여 인간의 마음의 본질에 대해 이
해하는 것이다. 언어 이해 및 산출 과정 동안의 대뇌 표상을 알아보고, 언어 발달, 이중언어화
자의 마음과 인지,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리고 언어와 문화의 관계 등을 언어심리학적 관점
에서 고찰한다.
GS2750 경영학원론 Principles of Management [3:0:3]
이 과목은 경영학의 입문과정으로서, 전략경영, 조직행위, 기업가정신 및 기술경영과 같은 경
영학의 심화과정을 배우기 위한 기초가 된다. 이 과목에서의 학습은 경영과 경영자에 대한 다
양한 이론과 실제사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경영학을 처음으로 접하는 학생들은 이와 같
은 새로운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이해 및 습득할 수 있는 지식체계가 부족하다. 이 과목은 학
생들이 이와 같은 경영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GS2751 전략경영 Strategic Management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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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경영은 기업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학문이다. 이 과목은 지
속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에 대한 천착을 그 목적으로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사업전략 및 기
업전략에 대한 개념과 이론을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분석을 포함한 다양한
교과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목의 목표는 유수의 기업들의 전략적 행동들과 이의 경영학적
함의, 그리고 그 전략적 행동들이 기업들의 성패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추는 데에 있다.
GS2752 기술혁신전략 Strategic Management of Technology and Innovation [3:0:3]
최근 들어 거의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기술혁신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며, 이에 따라 기업 내에서 기술혁신 전략 및 관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그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 이 강좌는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기술혁신 전략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면서도 일관된 지식체계를 전달하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GS2761 인권법: 현대사회의 인권 문제들
Human Rights Law: Issues in Human Rights in the Contemporary Society [3:0:3]
본 과목은 (수강생들로 하여금) 현대 사회를 인권과 인권법의 견지에서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목에서는 오늘날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과 집단이 처하는 다양
한 인권 문제들을 이해하고, 이 문제들을 관련 법령과 판례들과의 연관 속에서 토론해 볼 것
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빚어지는 특수하고 생생한 현실을 고려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성찰적,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데에 역점을 둔다. 나아가 위와 같은 쟁점들을
논리적, 분석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키우는 기회도 될 수 있다.
GS2762 법과 정의: 이념과 현실 Law and Justice: Ideas and Reality [3:0:3]
본 과목은 현대 정의론의 정수를 심화 학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과목이다.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포함하되, 특히 존 롤즈와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을 대비시켜 읽어나갈 것이다. 나
아가 법적 정의를 이러한 사회적 정의와 비교함으로써 그 의의를 새겨 보고자 한다.
GS2763 현대법학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Law and Legal Studies [3:0:3]
본 과목은 (현대의 한국 법을 중심으로) 법 및 법학 일반을 조망할 수 있게 하는 과목이다. 헌
법, 형법, 민법 등 현대 법 및 법학의 핵심 영역들을 중심으로 현대 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다른 법학 관련 과목들을 수강하기 위한 공통 기초로서 이 과목을 권장
하고자 한다. (비록 이 과목에 대한 선이수가 필수는 아닐지라도.)
GS2764 현대법철학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3:0:3]
본 과목은 현대 법사상 혹은 법철학의 기초적이고도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시대나 인
물에 따른 접근이 아니라, 주요 주제별로 접근하고자 한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간의 논쟁,
법적 추론과 해석의 문제, 법치주의 등 주요 전통적 쟁점들은 물론, 법과 젠더, 법과 정보, 법
과 환경 등 현대적인 쟁점들도 살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법사상 혹은 법철학에 대한 기초 소
양을 제공함은 물론, 실정 법률과 제도를 성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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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765 헌법과 국가 Constitutional Law and the State [3:0:3]
본 과목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이라 할 국가와 정치의 기능과 구조에 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국가와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와, 그 지배 원리가 어떠한가에 대한 이해는
현대를 사는 모든 시민의 필수 덕목이다.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정치제도를 통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렇
다면 이에 비추어 볼 때, 현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은 어떠한가? 본 수업을 통해 이 점을 비판
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GS2766 헌법과 기본권 Constitutional Law and the Fundamental Rights [3:0:3]
본 과목은 대한민국 헌법의 주요 내용이라 할 기본권에 관한 적절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
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는 이념을 국가구성의 근본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들이 기본권의 개념과 법리를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GS2781 국제관계론 Ⅰ: 근대 국제정치체제의 상승과 쇠퇴
International Relations Ⅰ: The Rise and Decline of the Modern State System [3:0:3]
이 강좌에서는 우선적으로 국제관계론 연구의 기본 대상인 서양식 주권 국가(the sovereign
state)와 국제질서의 형성에서 발전, 정착 및 확장 단계를 거쳐 구조적 변화를 거쳐 20세기에
이르는 과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근대국가는 절대주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잦은 전쟁으로 인

해 시민혁명을 겪으면서 근대식 국민국가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데 이에 따라 갈등은 훨씬 심
화되어 1, 2차 세계대전 같은 총력전을 결과하게 되었다. 그러한 총력적인 갈등의 결과로 세
계정치가 유럽을 벗어나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의 모든 지역은 근대식 국민국가의 틀을 바탕
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갈등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의 대결을 기본축으로 하
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국제관계론 II로 연결될 것이다.
GS2782 국제관계론 Ⅱ: 세계정치의 전지구화의 과정과 쟁점
International Relations Ⅱ: The Globalization of World Politics [3:0:3]
국제관계론 II의 강의는 냉전기에 미소간에 치열하게 진행되었던 핵군비경쟁의 과정을 검토하
고 그 냉전 및 냉전의 붕괴의 정치적 결과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개발도상
국들의 근대화 문제가 검토된다. 냉전기간에는 안보문제로 인해 억눌려있던 여러 가지 쟁점들
이 그러한 압력이 제거되면서 분출되었는데 여기에는 환경, 테러리즘, 핵확산, 민족주의, 문
화, 인도주의적 국제개입, 지역협력, 무역과 금융, 인터넷, 빈곤과 기아 퇴치, 젠더, 인권 등의
쟁점들이 포함된다. 국제관계론 II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제관계가 하나
의 공동체로 바뀐 세계의 문제를 다루는 세계정치 (global politics)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
GS2783 과학기술과 전쟁 Technology and War [3:0:3]
약 1만년전부터 시작된 문명생활과 함께 전쟁은 인류의 삶의 필수적 부분이 되었다고 학자들
은 말한다.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재산의 상실은 물론이고 극단적인 경우는 공동체 전부가 없
어지거나 공동체 주민 전체가 노예상태로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모든 공동체
는 전쟁이 불가피할 경우 승리를 확보하기 위해 준비를 하여왔다. 이러한 준비에는 전투 기술
의 함양과 전투의 수단, 즉 무기의 개발이 포함된다. 군사용의 기술 개발은 이미 고대부터 현
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18세기말에 이르러서는 과학을 바탕으로 하는 군사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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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왔다. 이 강좌에서는 전쟁의 긴박 속에서 기술 개발 과정과 이것이 비 군사영역에
전파되고 비 군사기술이 군사에 적용되는 역사의 전과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S2784 고전 정치사상의 이해 Understanding of Classical Political Thoughts [3:0:3]
「고전 정치사상의 이해｣에서는 근대 서양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정치사상과 4인과 한국사상사
에서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2인의 문헌을 학생들이 직접 읽으면서 강사에 의해 보충 강의되는
배경지식과 함께 인문적 지식 또는 정치적 의견이 형성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 과목의 궁극
적 목적은 보다 세련되어 다른 사람을 강제가 아니라 설득을 통해 동감을 끌어내는 기술의 개
발에 있다.
GS2785 국가와 시민사회론 State and Civil Society [3:0:3]
본 과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하에서 사회질서를 조직하는 세 가지 원리,
‘국가의 지배’(국가), ‘시민의 지배’(민주주의와 시민사회), ‘자본의 지배’(자본주의와 시장) 중
국가와 시민사회의 조직원리와 작동원리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고나계를 논의한다. 물론
시장과 자본의 지배가 민주주의와 국가자율성과 어떻게 갈등하면서 공존하는가를 논의할 것이
다. 그러나 초점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고, 국가, 시민사회, 자본(시장)의 관
계는 [정치경제론] 과목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GS2786 정치경제론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3:0:3]
현대 자본주의 정치경제하에서 정치현상과 경제현상 간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독자적 영역, 관
심, 방법론을 가진 별개의 분야로 존재해 왔던 정치와 경제가 정치경제로 통합되고 있다. 이
과목은 정치와 경제, 구체적으로는 국가, 민주주의(시민사회), 자본 (시장)의 관계에 관한 다양
한 이론들을 이해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정치의 경제적 현상, 경제의 정치적
현상을 분석하는 접근방법인 정치경제학적 접근방법과 정치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살펴본다. 연
후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실패와 개혁, 자본주의 국가 하에서 계급타협의 조직,
세계화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GS2787 한국정치론 Theories of Korean Politics [3:0:3]
이 과목은 한국정치를 비교정치역사적 그리고 비교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 이해하려는 교양
과목이다. 먼저, 한국정치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할 것이다. 한국정치론이 우리 한
국의 정치학 내에서도 주류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방법론과 내용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를 반성한 뒤, 비교정치역사와 비교정치경제학적 방법론을 통해 한국의 근대정
치를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정국, 한국전쟁과 50년대, 60년대와 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 80년
대의 군벌주의 독재시대, 민주화와 3김 시대, 세계화와 IT혁명시대의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와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탄핵, 그리고 촛불 혁명으로 부활한 한국 민주주의
를 논의할 것이다.
GS2788 민주주의론 Theories of Democracy [3:0:3]
민주주의론은 먼저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과 개념을 규명하고 난 뒤, 고대 아테네에서 탄생한
직접 민주주의, 로마의 공화주의에서 멈췄다가 1000년 후 근대 유럽의 도시국가에서 부활해서
근대 영토적 국민국가에서 꽃을 피운 자유주의적인 대의 민주주의에 이르는 민주주의 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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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살펴 본다. 현재 디지털 문면의 등장으로 대의 민주주의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의 양상
을 살펴보고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민주주의에 관해 논의한다. 아울러
1970년대 중반 이후 글로벌하게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에 관해 논의한다.
GS2791 유라시아 깊이 읽기 Reading Eurasia [3:0:3]
유라시아는 단순히 유럽+아시아의 개념을 넘어서는 문명사적 단위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유
라시아를 문명사적 맥락에서 조밀하게 살펴본다. 아울러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일대일로(一帶
一路, One Belt, One Road)’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라는 관점에서 조
망함으로써 향후 펼쳐질 미래를 준비한다.
GS2792 커뮤니케이션론 I Communication Theory I [3:0:3]
이른바 비판이론(Critical Theory)의 현대적 계승자인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
1929~)의 핵심저작인 <의사소통행위이론(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을 근간
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소통합리성의 문제를 파악해 간다.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근원
적 이해에 접근하고자 한다.
GS2793 커뮤니케이션론 II Communication Theory II [3:0:3]
마샬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의

현대적

고전

<구텐베르크

은하계

The

Gutenberg Galaxy>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를 인문학적 전통에서 발본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커뮤니케이션 주체로서의 인간과 세계에 대한 근원적 통찰을 도모하고자 한다
GS2803 과학기술과 사회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3:0:3]
본 강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개괄하는 동시에 현대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탐색하고, 그것이 법,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사회영역들과 갖는 관계를 살펴본다. 이어서,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살펴보고, 정보기술이나 생명공학 등과 같은 영역에서 첨
단 과학기술의 발전이 낳는 복잡한 사회적 쟁점들과 논의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GS2804 에너지와 인간 Energy and Human Beings [2:0:2]
화석연료에 기반한 풍부한 에너지원의 공급에 의지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는 현재 화석연료
의 고갈과 온실가스 증가에 의한 지구 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차세
대 과학기술자 및 리더로서 에너지 문제에 대한 깊이 있고 다각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
강좌는 에너지 문제를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철학, 사회학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며, 미래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비판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2806 우주와 생명 Life in the Universe [3:0:3]
이 과목에서는 먼저 지난 100년에 걸쳐 우주의 팽창, 우주배경복사, 우주의 원소 분포의 관찰
로부터 빅뱅우주론이 확립된 과정을 리비트, 슬라이퍼, 허블의 논문을 통해 공부한다. 그리고
입자의 진화, 별의 진화, 화학적 진화, 그리고 생물학적 진화를 통해 빅뱅으로부터 현재의 우
주로 이어지는 우주의 진화 역사를 조망한다. 한편 우주의 진화 과정을 원자 내부의 상호작
용, 원자 간 상호작용, 그리고 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이해한다. 또한 생명이 태어나고 진화
하는데 관련된 물리적, 화학적 핵심 원리들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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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808 음식과 약 Food and Medicine [2:0:2]
음식과 약은 인간의 문화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본 강의에서는 음식과 약을 인문학(철학,
문학, 심리학)과 자연과학(화학, 생물학)간 학문융합의 소재로 삼아토론식 소형 강의를 진행할 예
정이다. 음식, 약 그리고 독에 대한 인식을 철학과 과학의 언어로 풀어 보고, 그들의 일체됨을
주제로 강의의 전반부를 구성한다. 후반부에서는 음식과 약의 인간과의 관계 및 인간의 존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음식과 욕망, 음식과 심리, 물질이 아닌 인식으로서의 음식, 그
리고 음식과 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그 허구 등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GS2809 아름다운 지구 The Beautiful Planet Earth [3:0:3]
우리의 삶의 유일한 터전인 지구가 최근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환경의 문제들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목은 이들 문제들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
한 과학적 대응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지구관련 지질학, 대기학, 해양학 및 천문학을 지구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새로이 구성하여 지
구를 종합적으로 이해시키는데 강의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GS2810 우주와 인간의 역사 History of Humanity in the Universe [2:0:2]
이 과목은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역사를 거시적이고 융합적인 시각에
서 다룬다. 먼저 빅뱅, 별과 은하, 태양계, 생명의 기원과 진화를 통해 인류 탄생의 과학적,
철학적 의미를 공부한다. 이어서 인류 문명의 발생과 발전, 지역별 문명과 그들의 교류, 경제
체제의 발전을 통해 인류 문명의 다양한 진화를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세계화와
첨단과학을 화두로 우리의 오늘과 미래를 조망한다. 이 과목은 우주와 인간의 역사적 사실들
과 현대의 다양한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학문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융합적 시각을
강조한다.
GS2811 인간과 바다 Man and the Ocean

[3:0:3]

생명의 행성 지구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의 하나로 지구가 물의 행성이 된 것을 꼽을 수 있
으며, 물론 가장 중요한 물의 저장고는 바로 바다이다. 그러나 바다는 단순한 물 정적 저장고
가 아니며 해수는 바다내에서 그리고 대기와 끊임없는 교류를 이루면서 지구를 생명의 행성으
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본 강의의 주요목적은 이런 해양의 동적 특성이 만
들어내는 생명의 행성의 모습을 살피며 아울러 최근 사람의 활동과 연계되어 바다가 처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과학적 근거를 살피며 그 대응방안에 대해 생각해볼 것이다.
GS2812 생명윤리와 법 Bioethics and Law [3:0:3]
본 강의는 현대사회의 지적 교양이자 첨예한 사회적 관심사라 할 생명윤리의 여러 문제들을 특
히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생명윤리법, 의료법, 특허법 등 현행 관련
법률들은 물론, 구체적인 사례(판례)들과의 연관 속에서, 각 쟁점들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함께
토론하고자 한다. 단순히 현행 법 실무를 살펴 보는 것을 넘어, 윤리적, 법이론적 쟁점들까지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나아가 한국의 생명공학연구 및 의료현장에서 빚어지는 특수하고
생생한 현실을 고려함으로써, 본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날카롭게 다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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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814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Utopian Fiction and Technology [3:0:3]
이 강좌는 플라톤의 『국가론』으로부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거쳐 최신 공상과학소설
속 우주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에서 ‘유토피아’의 이상이 나타
나고 발전해온 양상을 탐구하는 강좌이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u-topic) 이상적 (eu-topic)
사회 속 인간의 행복 실현을 상상(함으로써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의 불의와 부조리를 비판)하는
서구의 유토피아 픽션에서 과학기술의 핵심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토론을 도모한다.
독서 목록은 모어의 『유토피아』(1516년)와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1890)과
같은 유토피아 픽션의 고전은 물론, 인종과 식민주의, 젠더와 생식기술, 노동과 사유재산, 시
민적 자유와 통제 등 소위 포스트모던/포스트휴먼 시대의 쟁점들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점을
다루는 최신 문제작들을 포함한다. 텍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과 비평을 담은 심화 글쓰기를 요
구하는 융합 강좌이다.
GS2815 문화공학 I Culture Engineering I [3:0:3]
“문화적 가치가 인류 발전을 결정한다”는 테제를 기반으로 문화와 사회, 문화와 발전의 관계
를 전 지구적 관점에서 조망한다. 이를 통해 문화가 어떻게 총체적인 사회 변화와 연관되는
가를 확인함으로써 문화 공학적 인식틀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GS2816 문화공학 II Culture Engineering II [3:0:3]
문화혁신이론과 문화전략모델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생활세계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문화코
드에 대한 파악과 해석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문화인식과 실제적인 문화혁신을
도모할 이론적. 실천적 역량을 키우고자 한다.
GS2817 문화와 도시재생 연구 Research on Culture and Urban Regeneration [3:0:3]
노후 되고 활기를 잃은 도시가 어떻게 문화를 통해 재생되고 재활 가능하게 되는지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문화(Culture)와 공간(Sphere)이 결합한 ‘컬처스피어
(Culture-Sphere)’의 개념을 새로이 확립하고 이것의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주목해 강조하
고자 한다.
GS2818 융합사고론 Mash-up Thinking [3:0:3]
융합적 사고에 대한 요구가 크다. 무엇보다도 융합적 사고가 창의성을 빚어낸다고 보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강좌는 창의성을 불러일으키는 융합적 사고에 대한 인식론적-방법론적 요소를
포괄해 다루고, 아울러 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13가지 생각도구를 이론-실천 양면에서 세
밀하게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실제적인 융합사고력의 확충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GS2819 이미지론: 보는 법 On Image: Ways of Seeing [3:0:3]
실제보다 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에서 보듯, 우리는 점점 실제
와 이미지의 경계가 사라지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에 이미지의 세계를 근원적으로 탐구함으
로써 변모해가는 세계상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고자 한다.
GS2821 대중강연: 융합시대의 리더 육성 프로젝트
Leadership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ject through Public Speaking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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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에서는 대중 강연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명확하고 확실하게 소통하는 지도자의 소양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audience와 교감하고, 신뢰를 주며, 전달하는 내용에 대한
열정이 담긴 강연에 능통하기까지는 많은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 factual
presentation을 능가하는 소통 방식이며, creativity와 communication을 기본 소양으로 하
는 liberal arts education을 지향하는 GIST대학의 교육 목적과 부합한다. 이 과목의 주요
내용은 대중강연(public speech)의 기본 원리를 충실히 학습하고, 주요 요소를 연습하여 실행
하기까지의 training과 그 과정을 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기말 수강자 개개인의 주제
로 한 시간 길이의 대중강연 final speech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Note: All presentations
will be video recorded and reviewed by class members.
GS2831 과학기술학의 이해(1): 과학사회논쟁의 쟁점과 윤리
Understanding of STS (1): Issues and ethics in socio-technological controversies [3:0:3]
오늘날 우리는 과학기술이 공론장에서 더 자주 논쟁되면서 과학기술이 점점 정치적 삶의 중심으
로 들어서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 과목은 현대 과학기술 논쟁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과
학기술학(STS)의 주요 연구주제들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사회 논쟁”에 연루된 도
덕적, 경제적, 사회적 이슈들을 탐색하면서 학생들은 과학지식의 특성과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GS2832 테크노사이언스의 역사와 쟁점 History and issues of technoscience [3:0:3]
이 과목은 산업혁명 이후 주요 기술들(철도, 통신, 컴퓨터, 자동차 등)의 역사와 이슈를 다루면서
지금의 과학기술 문명이 형성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살펴본다.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 혁신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
이다.
GS2911 중국어 1 Chinese 1 [2:0:2]
동아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중국과의 교류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이는 과학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도에게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가 절실해졌다.
이 강좌는 이전에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중국어 이해의 기초를 닦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는 중국어 습득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
국어 발음을 정확하게 익히고 기본적인 중국어 구문을 배워 이를 바탕으로 중국어 회화의 기본
을 다지게 한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문화와 사회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늘리고자 한다.
GS2912 중국어 2 Chinese 2 [2:0:2]
동아시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이 시대에 중국과의 교류는 이제 필수가 되었다. 이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과학도에게도 중국어와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는
절실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이 강좌는 중국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어 어휘와 구문에 대
한 이해를 한층 심화시켜 중국어 회화의 수준을 이전보다 더 높이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
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앞으로 있을 중국 과학기술자와의 교류
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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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913 중국의 문화와 언어(한자와 한문입문) Chinese Culture and Language [2:0:2]
현대 중국어와 고전 한문을 습득하면서 중국의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얻는다.
GS2931 독일어 1 German 1 [2:0:2]
독일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학
문적 성과는 그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다. 이 과목은 초급 수준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
을 목표로 한다.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도록 도와
준다. 대학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수업을 설계할 것이며, 예를 들어 과학기술 독일어나
융합학문 등도 포함될 수 있다.
GS2932 독일어 2 German 2 [2:0:2]
독일과 유럽은 여러 부문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학문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과학의
역사와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 있는 기초과학 분야의 학술적 업적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과목은 초급 수준의 독일어 의사소통 능력의 활용을 목표로 한다. 독일과 유럽의 주
제별 문화를 탐구하고 상호문화 능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도와준
다. 수강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습 내용을 결정하며,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과학기술 정책이
나 미디어 문화 등도 다룰 수 있다.
GS3001 해석학과 응용 Real Analysis and Applications [3:0:3]
실함수론의 체계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과과정으로, 실수의 체계, 실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과 리만적분 외의 내용을 배운다.

ε - δ 을 이용한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고 해석학의

근본 개념을 배운다. 이 교과를 통하여 수학적/해석적 논리를 전개하고 증명을 독해/작문의
능력을 키운다. 더불어, 실함수 해석학으로 가능한 응용을 학습한다.
GS3012 수학적 모델링 Mathematical Modeling for Engineers [3:3:2]
2016년 여름학기 미국 유수 Liberal Arts College 중 공학대학인 Harvey Mudd College 의
Rachel Levy 교수님을 초빙하여 수학-공학 융합 과목을 GIST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
현 Harvey Mudd College에서 개설되고 있는 Engineering Mathematics (E72) 과목을 바탕
으로

설계된

이

강좌에서는

실질적인

공학문제의

demonstration

과

mathematical

modeling 의 배경이 되는 수학논리의 mini-lecture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group work,
그리고 Matlab 프로그래밍을 통한 수치해석까지 공학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학습함.
수학적 기법과 응용성을 학습하며, 특히 이 과목을 통하여 ‘수학적

자신감, 공학 문제에 적절

한 수리 도구 구별력, 계산적 해의 정확성에 대한 판별력, 해석적, 전산적 기량 습득, 복잡한
문제해결의 필수요소인 인내력’과 같은 덕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GS3015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0:3]

“확률과 통계” (또는 “기초통계학”) - 이 과목에서는 대학 과정 이수에 필요한 정성적/정량적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사고의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수학, 통계학, 또는 계량적 분석을 많이
요구하는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과학적 분석방법의 수리적 토대를 갖추도록
하여 상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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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3301 세포물리 생물학 Physical Biology of the Cell [3:0:2]
학생들에게 정량적 모델을 사용하여 생물학적 문제를 해결 하는 경험을 쌓게하는 것이 이 과목의
주요 목적이다. “Order of magnitude biology”를 사용하여 생물계의 여러가지 현상을 간단한
estimate 으로 탐구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수많은 생물학적 질문에 통계역학을 사용하여 모델
링하는 방법을 배우며 실습한다. 그리고, 이과목의 주요 목적중의 한가지는 생물현상을 분자
세포생물학적 관점에서 접근했을때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어보이던 주제들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방법인 Physical biology 관점에서 접근했으때 어떻게 그 주제들이 연관되어지고 유기적인
형태로 조직되어지는가를 배우게 된다.
GS3311 유전자 발현 및 분석 Gene Expression and Analysis [3:0:3]
유전자발현 및 분석은 학생들에게 유전자발현과 분석이라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으로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설계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결론을 유추한 후,
다음 실험 가설을 세우는, 일련의 연구과정을 스스로 수행하면서, 동료학생들과 Oral
presentation 통해 서로의 결과에 대해

Communication 하는 것을 훈련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었다. 이와 함께, 얻은 실험결과는 동료들과 영어 학술지에 발표할 수 있는 논문쓰기를 연습
하고, 영어 원어민 강사의 공동 수업으로 논문자료 Search, Outline 쓰기, 몇 번의 다시쓰기를
스스로

훈련함으로서, 독립적 연구자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학생들을 지도함을 목적

으로 한다.
GS3501 이상(李箱)문학과 과학 Yi Sang’s Literature and Science [3:0:3]
예술과 과학이 융합된 이상(李箱) 문학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목에서는 과학적 관점으로 그의 시와 소설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GS3502 시창작 특강 Writing Poetry [3:0:3]
수강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시 창작에 필요한 제반 논의들을 배울 것이며, 매주 시를 창작하
고 합평할 것이다.
GS3504 한국근현대작가론 Modern Korean Authors [3:0:3]
이 강좌는 작가론의 주요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한국 근현대 작가에 대한 견문을 넓히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작가 연구사를 검토하고, 한국 근현대 작가에 초점을 맞추어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고 탐구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 소설사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도
모한다.
GS3601 강대국의 흥망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s [3:0:3]
강대국에 대한 관심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다. 역사학의 기본과목을 이수한 학생들과 함께,역사적
으로 세계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의 흥기, 쇠망의 역사를 요인별로 검토하여 본다. 특히 중세
이후 21세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강성했던 동서양 제국의 흥망형태를 문화, 군사, 경제, 해외
확장의 면에서 살펴본다.
GS3602 역사학 특강 Topics in History [3:0:3]
인문학적 소양을 깊이 하는 것은 지스트대학의 특성이다. 전공과정으로 진입한 학생이라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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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에 특별히 관심있는 학생들은 좀 더 깊이있는 역사학 과목을 선택하려 하고, 이러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역사 중 주제를 택하여 강독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하도록 한다. 간단한 세미나 페이퍼를 써보는 훈련도 한다.
GS3603 서양사 자료의 비판과 해석 Interpreting Historical Sources: Western Experience [3:0:3]
본 강좌는 학생들이 서양사의 주요 주제들에 관련된 원자료, 즉 사료를 읽고, 이를 비판적으
로 해석하며, 나아가 이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훈련을 위한 수업이다.

학생들은

국문과 영문 사료를 소화하고 소논문을 쓰게 된다. 홀로코스트, 소련 정치체제, 그리고 냉전과
같은 굵직한 역사적 사건 또는 국면들에 관련된 사료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
GS3604 서양사 특강 Topics in Western History [3:0:3]
서양사의 핵심 연구주제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그와 관련된 주요 연구서 및 연구 논문을 세미
나 형식으로 함께 학습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이 학습 결과를 토대로 소논문을 작성하게 된
다. 후발 제국주의 주자로서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미국의 팽창은 서양사 및 세계사에 거대한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이 과정과 이에 대한 도전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회가 될 것이다.
GS3621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1 Philosophical Issues in the Twentieth Century 1 [3:0:3]
철학적으로 20세기는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서구와 비서구적 타자, 계몽과 반계몽,

이성과 반이성, 의식과 무의식 등, 20세기의 철학에 의해 제기된 사상적

과제는 21세기를 이

해하는 데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주제로 남아 있다. 이 강좌는 20세기의 철학적 과제를 이해
하고 그것을 근거로 21세기의 사상적 방향을 전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GS3622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2 Philosophical Issues in the Twentieth Century 2 [3:0:3]
현대 철학의 과제와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 강좌의 목적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서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중요한 철학 유파인 실존주의, 해석학, 구조주의, 포스트구조주의
를 중심으로 전개된 철학사-사상사의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해를 토
대로 오늘날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해 스스로 대안을 찾고 해결 방안을 생각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
GS3623 동양철학고전강독 Reading Eastern Philosophy Classics [3:0:3]
동양철학고전 중에서 도가사상을 대표하는 장자를 통독하면서, 동양철학의 중요한 하나의 입
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특히, 이번 철학고전강독 시간에는 장자를 단순히 철학적
이론의 관점에서 이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사상을 표현하는 담론에 대한 상징 해석학의 가능
성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다.
GS3624 주역 입문 Invitation to the “Book of Change(I Ching)” [3:0:3]
<주역>은 의심할 여지없이 세계 종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의 하나이다. <주역>은 한자
문화권의 전통 지식인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통찰력을 얻는 원천이었다. 그러나 현대인에
게 주역은 그저 신비한 기호의 집성에 불과하다.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주역>을 읽고 의미를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주역> 이해의 ‘실마리’를 제시하고, 스스로
동양적인 사유의 길에 다가가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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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3625 <노자> 사상의 이해 Reading Lao-zi [3:0:3]
노자(Lao-zi)는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심오한 고전의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
다. GIST 대학에서의 인문사회 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동양적 사유의 전통> 이라는 과목에서 개론적으로 언급하고 지나갔던 <노자>를 깊이
읽는 수업을 개설하고자 한다. <노자> 원전 강독은 보통 철학과 대학원 과목으로 개설되지만,
지적 열정이 강한 GIST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고의 훈련을 위해 도전해 볼 만한 텍스트라고
생각한다. 고전은 단지 오래된 책이 아니다. 강의를 통해 원전을 읽어가면서 학생들은 2,500
년 전의 텍스트가 대단히 현재적인 가치를 가진 문명론으로서 재조명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
견하고, 고전을 음미하는 능력을 회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GS3631 마음과 컴퓨터 Minds and Machines [3:0:3]
인간이 아닌 기계도 생각하고 느낄 수 있을까? 컴퓨터는 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마
음에 대한 탐구는 몸과 마음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의 영역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20세기 중반
인지과학이라는 학제간 학문의 등장과 더불어 마음을 일종의 컴퓨터로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었다. 본 강의는 현대 심리철학에서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에 대한 개괄적
이해와 함께 인지과학 및 인공지능 연구에서의 기본적 가정들을 검토함으로써, 마음의 본성에 대
한 철학적이면서 포괄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GS3632 의사결정 이론과 합리적 선택 Decision Theory and Rational Choice [3:0:3]
의사결정 이론과 게임 이론은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행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이론들이다. 본 교과는 의사결정 이론과 게임 이론의 이론적 토대와 철학적/실제적 응
용을 살펴보는 과목으로, 왜 믿음의 정도를 따져야 하는지,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확률로 나
타낼 수 있는지,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은 항상 합리적인지, 내쉬 평형에 따르면 게임 참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GS3633 과학철학 특강 Topics in Philosophy of Science [3:0:3]
본 교과는 설명과 이해의 본성에 대해, 특히 인간 행위의 설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세미나 형식의 수업이다. 과학에서나 일상적 맥락에서나 위는 세계와 인간에 대한 설명과 이
해를 추구한다. 본 강의는 무언가를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특히 우리가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는 먼저 과학적 설명에 대한 헴펠의 고전적
저작에서 출발하여, 행위 설명에 대한 데이빗슨의 인과 이론을 거쳐, 합리성과 공감을 강조하
는 최근의 규범적 접근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연구서 및 논문을 직접 읽고 토론함으로써 이 질
문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답을 찾는다.
GS3651 영어 III. 이공계 논문쓰기
English Ⅲ: Undergraduate Research Writing in Science and Engineering [3:0:2]
Students will practice and build familiarity with the skills and vocabulary necessary
for writing professional and academic research papers in English. This course will
cover methods ranging from choosing research questions to self and peer editing.
Students entering this course should already be able to write an essay in English.
GS3661 윤리학의 문제들 Problems in Ethics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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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교과는 윤리학 입문 교과로, 옳고 그름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다. 우리의 행위에 대해 우
리는 종종 그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옳은 행위를 옳은 것으로 혹은 그른
행위를 그른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가령, 윤리란 일종의 사회적 합의일
뿐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본 교과는 도덕과 규범, 더 넓게는 가치의 본성에 대한 해명을
추구한다. 강의 후반부는 메타윤리학적 물음, 즉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물을 때 우리가 묻
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묻는다.
GS3721 교육의 경제학 Economics of Education [3:0:3]
교육은 개인과 사회의 자원(돈, 시간, 노력 등)을 들여 사람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 과목은 자원 배분 과정으로 바라본 교육을 경제학적 시각으로 평가하며,
한국 사회에서 왜 교육이 최고의 난제가 되었는지, 어떤 방식의 해결이 가능한지를 탐구한다.
교육에 관한 경제학 이론과 다양한 실증연구의 학습, 발표, 토론으로 교육에 대한 식견과 실
천 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GS3751 소셜네트워크와 기업행동 Social Network and Firm Behavior [3:0:3]
조직 및 경영이론에 있어 기업행동의 선행요인과 결과에 대한 식별은 매우 중요한 학문적 위
치를 차지한다. 최근들어, 소셜네트워크분석은 이와 같은 식별을 도와주는 도구로서 많은 학
문적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업이 사회적 진공상태가 아닌 끈끈한 사회적 관계 즉 소
셜네트워크 속에 배태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목을 통하여 학생들은 소
셜네트워크이론을 기업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이 이론이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궁극적으로 이 과목의 목표는 소셜네트워크가 기업의 전략
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결정이 사회적, 경제적 성과로 변환되는 과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데에 있다.
GS3752 기업전략 Corporate Strategy [3:0:3]
전략경영은 기업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획득하는지에 대한 학문으로 크게 사업전략과
기업전략으로 구성된다. 사업전략이 하나의 사업에 대한 전략 만을 고려한다면, 기업전략은 하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과 기회들에 대하여 다루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상 하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 과목의 목표는
여러 거대기업들의 전략적 행동들과 이의 경영학적 함의, 그리고 그 전략적 행동들이 기업들의
성패에 기여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추는 데에 있다.

GS3762 현대법사상 강독 Reading the Classics of Contemporary Legal Thoughts [3:0:3]
본 교과는 법사상의 주요 현대적 고전들을 강독하는 교과이다. 주요 사상가들의 대표 저작들을
발췌하여 강독하고 해제하고자 한다. 학기별로 텍스트는 달리 선정될 수 있다. 주로 켈젠
(Hans Kelsen)의 순수법학(The Pure Theory of Law), 하트(H.L.A. Hart)의 법의 개념(The
Concept of Law), 풀러(Lon L. Fuller)의 법의 도덕성(The Morality of Law), 드워킨
(Ronald Dworkin) 법과 권리(Taking Rights Seriously), 법의 제국(Law's Empire) 등이 강독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본 교과는 법사상 혹은 법철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제공함은 물론,
고전적 학술서를 정밀하게 독해해 나가는 훈련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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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3763 현대 법철학의 주제들 Themes of Contemporary Legal Philosophy [3:0:3]
본 과목은 현대 법사상 혹은 법철학의 기초적이고도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것이다. 시대나 인
물에 따른 접근이 아니라, 주요 주제별로 접근하고자 한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론 간의 논쟁
과 같은 전통적 쟁점에서부터, 법적 추론과 해석의 문제, 법치주의 등 상대적으로 실무적인
쟁점들까지 살펴 볼 것이다. 그리하여 법사상 혹은 법철학에 대한 기초 소양을 제공함은 물
론, 실정 법률과 제도를 성찰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다.
GS3801 과학기술과 젠더 Gender in Science and Technology(GiST) [3:0:3]
이 강좌는 근대 과학의 탄생을 둘러싸고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
로 과학기술 전 분야를 지배하고 있는 ‘젠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기 위한 심화 융합
강좌이다. 과학기술과 젠더의 다양한 쟁점을 여러 학문 분야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하되, 이를 통해 전지구적 교육 현장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다양성 교육’(diversity
education)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
GS3802 과학자 문학 The Scientist in Literature [3:0:3]
이 강좌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명칭으로) ‘과학자’를 주인공으로 하
는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지식의 추구라는 근원적 의미의 ‘스키엔티아’(scientia)와 근대 과학
및 과학자에 대한 관점 및 그를 둘러싼 쟁점들을 통시적, 공시적으로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현
대과학이 지향/신봉하는 주요 가치에 대한 자기성찰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GS3861 신경과학과 법 Neuroscience and Law [3:0:3]
신경과학/뇌과학은 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로서, 절학, 의학, 법학으로까지 그 연구가 연결
및 확장되고 있다. 뇌과학을 통해, 뇌와 정신적 과정이 어떻게 기능하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 인
지/행위의 기반을 이루는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가능해지며, 그 결과 인간 존재에 대한 우리
의 철학적, 의학적, 그리고 법적 이해와 대응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에 본 강좌는 현재 뇌과
학이 법의 이론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때 제기되는 주요 쟁점들이 무엇
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것이다. 나아가 신경법학의 미래 전망까지도 짚어 볼 것이다.
GS3901 일본문화론 Japanese Culture [2:0:2]
일본은 우리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나라이지만 가까워지기에는 먼 나라이다. 이는 역사적으
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심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본이 앞으로도 세
계의 선진국으로

존재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 가는 우리의 관심거리이다. 이를 보다 깊이

있게, 객관적으로 접근하려면 일본문화의 본질적인 면부터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GS4002 복소함수학 및 응용 Complex Analysis and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복소수와 복소함수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복소해석학은 수론, 응용수학을 포
함한 수학의 여러 분야뿐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응용을 찾을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복소수의
연산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복소변수 함수와 그 연속성, 미분성, 해석적 등의 정의를 학습
하며 테일러 급수, 로랑 급수, 리우빌의 정리, 코시 정리, 해석적 접속, 리만 사상 정리등 복
소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익히고 푸리에 변환등 복소함수의 적분과 의미, 응용에 대
해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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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4003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and Applications [3:0:3]
편미분 방정식은 수학, 과학 및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분야로 미분과 미분방정식에 대
한 지식을 기반으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GS4004 현대대수학 Abstract Algebra [3:0:3]
이 과목은 현대대수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group thoery, ring theory, 그리고 field theory
에 대하여 배운다. 추상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며 여러 다른분야에서 쓰이고 있
는 group이나 field의 응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GS4005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Scientific Programming [3:03]
이 과목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C, C++ 언어 등)를 배운 후에, 계산과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계산(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UNIX OS의 기본적 이해, 가시
화, 등 과학계산 환경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운다.
GS4006 정수론과 응용 Elementary and Analytic Number Theory and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전통적인 기초정수론의 기본 개념과 응용,

그리고 소수정리의 바탕이 되는 해석적

정수론의 기초를 학습한다.
GS4007 기하학Ⅰ GeometryⅠ [3:0:3]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기반으로 하여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곡면 기하를 익히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등거리
변환의 이해를 위해서는 대칭군이 필요하다.
GS4008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Monte Carlo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과학계산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나노 시대에 필요한 (동력학적) 몬테카를로 방법론
기초, 그리고 그 방법론의 특성과 여러 실레를 통한 몬테카를로 과학 연구 응용에 대해 공부한다.
GS4009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3:0:3]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의 토대가 되는 그래프의 여러 가지 수학적 성질에
대하여 배운다. 그래프와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 트리구조, Matching, Factor,
Connectivity, Coloring, Planar Graphs, Ramsey Theory등을 엄밀한 증명을 토대로 배우며
Algebraic method, probabilistic mehtod 와 같은 방법론도 공부한다. 또한, 실제로 응용되는
분야의 example도 다룬다.
GS4010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0:3]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산구조의 원리와 이산구조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을
다룬다. 또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기본 논리와 formal mathematical proof에 대한 개념,
방법을 배운다.
GS4015 과학계산 Scientific Computing [3:03]
본 강좌는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 학생들 중 계산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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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기초과목들 중 선택 과목이다. 계산과학의 수학적 언어인 과학계산의 소개로부터 시작하여
필수적 개념, 응용 문제들을 다룬다. 과학계산의 기본 문제들인 유한요소법의 초기치 문제, 경계치
문제, 연립 선형방정식 풀이 방법, 비선형 문제 등에 대하여 학습한다. 추가로 유한요소법 외에
확률론적 방법론인 몬테카알로(Monte Carlo)를 소개한다.
GS4016 위상수학 개론 Introduction to Topology [3:0:3]
The course is aimed to offer a basic introduction to topological properties of
spaces, like continuity, convergence, compactness, metric spaces and metrizability.
If time permits(although unlikely),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group will be
discussed.
GS4017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Mathematica & Symbolic Computing I [3:1:3]
이 과목에서는 두 학기에 걸쳐서 Mathematica를 이용한 기호 계산과 이를 응용하여 수학, 과학
및 공학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익힌다. 주요 주제로는 공식의 변환, 방정
식 해법, 미분학, 벡터 해석, 이산 수학, 연산자 해석, 비쥬얼 및 그래픽스 등이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기호 계산을 응용하여 연결된 시스템 이론, 전자기학, 신호 처리 등을 다룬다.
GS4301 진화생물학 및 실험 Evolutionary Biology with field trip [3:2:2]
이 과목은 계절학기 단기집중강좌의 하나로, 현대생물학의 근간이 되는 진화에 대해 역사적
배경부터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방법을 통해 어떻게 진화가 이해되고 설명되어지는지에 대해
심화 강의 및 실험을 통해 논의된다. 그리고 Wallace Line 의 큰 축을 이루는 Lombok 섬으로
현장강의 및 실험실습을 감으로써 강의실 강의와 현장강의, 강의와 실험을 혼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한다.
GS4741 기술정보사회의 심리학 Psychology of Technology and information society [3:0:3]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인간의 삶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를 제
공하기 위하여 계획되었다. 본 교과의 주된 내용은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기본적 정보처리과정에
서부터 인터넷 중독, 사이버 왕따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얼마나 다양하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소개하고 논의하는 것들이다. 본 수업은 수업자료를 미리 숙
지하고 실제 수업은 100% 토론에 의해서 진행될 것이다.
GS4761 인공지능 로봇의 윤리 Eth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3:0:3]
본 과목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라 할 로봇기술을 둘러싼 윤리적 쟁점들을 다룬다. 우리가 현재
맞이하고 있고 향후 도래할 로봇 및 사이보그의 사회에서 당면하게 될 여러 심각한 윤리적 쟁점
들을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를 갖고자 한다. 학기 전반부에는 로봇기술 전반의 개괄 및 로봇
의 자율성과 책임 등 로봇윤리의 일반적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학기 후반부에는 로봇시대에
당면할 개별적인 윤리적 문제들을 다룰 것이다.
GS4762 인공지능 로봇의 법 Law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3:0:3]
본 과목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라 할 로봇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다룬다. 학기 전반부
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적용 범주별(의료용, 군사용, 사회적 로봇, 자율차 등)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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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을 개괄한 후, 후반부에서는 각종 법적 문제들을 보다 각론적으로 (가령, 로봇의 헌법적
지위, 로봇의 행위와 관련한 민사손해배상의 책임, 범죄 및 형사적 책임 등)을 다룰 것이다.
GS9301 신입생 세미나 Freshman Seminar [1.5:0:1]
신입생 세미나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학문탐구의 기본 태도를 갖추며 전공
및 진로 선택에 도움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강좌로, 1학점 공통필수 교과과목으로
운영한다.

[ GIST대학 공통과목 개요 ]
UC0201 사회봉사 Volunteer Social Service [0:2:1]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소외계층의 신체적ㆍ심리적 역정을 함께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사회봉사의 중요성과 의미를 일깨워 주고자 한다.
UC0202 창의함양 Creativity Cultivation [0:2:1]
본 과목은 학부생들의 ‘무한도전 프로젝트’ 창의함양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여 제4차 산업혁명 도
래 등 변화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수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협동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3C1P)를 갖춘 창의적인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UC0301 정신건강 관리 Mental health care [2:0:2]
현대사회에서 겪게 되는 적응상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상담심리학적 지식을 적용하여, 보다
나은 적응과 자기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주요 주제로는 자기이

해, 자기존중감, 성격, 의사소통, 우정과 사랑, 진로, 스트레스 관리, 주요 정신장애에 대한 이
해, 삶과 죽음 등을 들 수 있다.
UC0901 과학기술과 경제 Science, Technology and Economy [1:0:1]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addressed. Especially
the subject that most economic growth is elicited by technology innovation is
covered. Most topics having to do with technology entrepreneurship are dealt with
by

technology

entrepreneurs

who

are

pursuing,

have

pursued

or

pursued

technology ventures ranging from large companies to small or medium sized
companies. The inspiration given by their experiences is beneficial to future
scientists and technologists who want to get involved in R&D or to create their
own technology ventures.
UC9331 GIST대학 콜로퀴움 GIST College Colloquium [1:0:0]
전공 각 분야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활동 및 앞으로의 연구방향에 대하여 내외부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강의를 듣고 관심사항들에 대하여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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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전공
가. 전공 개요
물리전공에서는 GIST 학부학생들로 하여금 물리학뿐만 아니라 전기공학, 재
료공학, 기계공학, 광공학 및 생명공학 등의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물리학의
근본에 대한 튼튼한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고전

역학, 전자기학, 양자역학 및 통계역학 등 근본적 물리학에 대한 깊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핵심 물리과목에 기초하여 관련 과
학 및 공학연구 분야에 물리적인 개념을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과목들을
추가하였다.

실험과목은 물리적 개념을 이용하여 좀더 깊게 자연현상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물리전공 졸업생들은 다학제적 연구영역에서 물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전자기학 및 연습 Ⅱ, 양자물리 및 연습 I, 양자물리 및 연습 II,
열역학 및 통계물리, 물리실험 I, 수리물리 및 연습
현대물리 개론, 전자회로, 전산물리, 광학개론, 반도체 물리, 생물물리

전공선택

개론, 물리실험 II, 나노물리, 핵 및 입자물리, 고체물리,
천체물리 개론, 일반 상대론, 현대수리 물리, 고급역학, 연성물질 물리학,
현대연성물질물리학, 고급 양자 물리, 플라즈마물리 개론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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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PS2201 현대물리 개론 Introduction to Modern Physics [3:0:3]
이 과목은 물리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한 1학기 과목으로서 양자물리학과 관련 응용분야
에 대한 기본개념을 소개한다. 본 과목에서 다루게 될 주요 주제는 특수상대성이론, 원자구조,
양자역학, 수소원자, 분자, 고체 물리학, 통계역학, 핵 반응, 기본 입자들이며 이 주제들은 기
초수준에서 소개하게 될 것이므로 관련분야에 대한 상대적 지식이 없는 학생들도 이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에 대한 이해력과 물리적 직관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PS3101 전자기학 및 연습 II Electromagnetism & Rec. II [3:1:3]
이 과목은 기초교육학부과정에서 전자기학 및 연습 I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전자기학 1년
과정의 두 번째 학기 과목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주요 주제는 진공에서 및 매질 내에서

의 전자기파 거동, 속박된 영역에서의 전자기파 거동, 분산 및 흡수, 포텐셀 및 전자기장, 광
복사, 전기동역학과 상대론 등이다.
PS3103 양자물리 및 연습 I Quantum Physics & Rec. I [3:1:3]
이 과목은 현대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게 된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주요 주제는 고전역학과 그 한계점, 파동역학의 태동과
불확정성원리, 양자역학에서의 기본 가설, 슈뢰딩거 방정식, 고유함수 및 고유값, 1차원 문제,
파동역학의 일반 구조, 양자역학의 연산자 방법, N-입자계 등이다.
PS3104 양자물리 및 연습 II Quantum Physics & Rec. II [3:0:3]
이 과목은 양자물리 I을 이수한 학생들을 위한 양자물리 1년 과정의 두 번째 학기 과목이다. 이 과
목에서 다루어질 주요 주제는 3차원 슈뢰딩거 방정식, 각운동량, 방사방정식, 수소원자, 3차원 주기
진동, 전자기장내에서의 하전입자, 스핀, 동일입자, 각운동량의 합, 분자 및 분자구조, 비축퇴 및 축
퇴 섭동이론, 시간에 무관한 및 의존하는 섭동이론, 충돌 이론, 매질에서의 방사광흡수 등이다.
P53105 열역학 및 통계물리 Thermodynamics and Statistical Physics [3:0:3]
이 과목은 열 및 통계 물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 과목에서 다루어질
주요 주제는 확률, 통계역학 및 열역학에 대한 소개, 마음대로걷기문제에서의 평균값계산, 가
우시안 확률분포, 입자계의 통계적 묘사 (통계적 앙상블, 통계역학의 기본가정, 확률계산), 열
역학법칙, 고전 및 양자계에서의 확률분포, 미세정규, 정규 및 대정규 분배함수 및 관련된 열
역학 포텐셜, 평형상태에서의 묽은기체의 동역학이론, 상과 화학종간의 동역학, 이상기체의 양
자통계학, 상호작용하는 입자계, 수송과정의 기초 동역학 이론 등 이다.
PS3106 물리실험 I Experimental Physics I [1:4:3]
본

과목에서는

Rutherford,

Franck-Hertz,

Hall,

Doppler,

Fraunhofer,

Faraday,

Compton, and Stern-Gerlach 등 물리학에서 유명한 과학자들과 관련된 현대물리학 원리의
많은 양상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본 실험들을 수행하게 된다.

실험들은 실험

종목 들을 선택해서 꾸며진 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기본 실험기술, 데이터 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필기 및 발표 평가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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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3107 수리 물리 및 연습 Mathematical Methods of Physics & Rec [3:1:3]
수리 물리 기초와 중급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양하게 다룬다.

산술 계산보다, 기본원리의 이

해에 중점을 둔다.
좌표변환의 원리
- 좌표변환에 따른 scalar field 와 vector field의 이해
- 일반 좌표계에서 divergence, curl, gradient, Laplacian 등
- Sturm-Liouville system과 self-adjoint operator의 비교
- Fourier, Laplace, Legendre 변환 등. 그들의 의미와 정리들 산술 계산보다 기본원리의
이해에 중점을 둔다.
PS3202 전자회로 Electronic Circuit [3:0:3]
이 과목은 아날로그 전자학을 강조하는 “작동하는” 전자학을 다루는 강의와 실험이 같이 이루
어지는 과목이다.
OP 앰프,

본 강좌에서는 RC-회로, 다이오드 회로, 트랜지스터 회로, 전기적 발진,

논리 게이트, 플립-플롭 등을 공부한다.

PS3203 전산물리 Computational Physics [3:0:3]
이 과목은 물리학연구를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주요 주제들은 기본 수치분석법, 몬테-카를로 방법, 기초 신호분석법, 병렬처리, 신경망 방법
및 컴퓨터 기기들의 기본 개념 등이다.
PS3205 광학개론 Introduction to Optics [3:0:3]
본 강좌에서는 학생들에게 빛의 흡수, 굴절, 산란, 결맞음, 편광, 회절 등에 대한 빛의 성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한다. 아울러 빛의 특성과 전파를 기술하는 데에 필요한 맥스웰
방정식, 존스벡터 및 행렬, 빛살추적, 푸리에 변환 등을 공부한다.
PS4202 반도체 물리 Semiconductor Physics [3:0:3]
이 과목은 반도체의 전자구조, 수송 특성 및 광특성 등의 원리를 소개한다. p-n 접합, 쌍극자
트랜지스터, MOSFET, MESFET 및 관련 광전소자의 기본원리들을 공부한다. 또한 에너지 띠
이론, 운반자 생성, 재결합 및 양자 수송 등도 공부한다.
PS4203 생물물리 개론 Introduction to Biophysics [3:0:3]
생물물리학은 생물학적 시스템의 탐구를 위하여 물리학적 이론 및 방법을 적용하는 학문이다. 이
강좌에서는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생물에너지학, 생물학적 형광, 생체막 생물물리학, 분자 생
물물리학, 세포운동, 생체분자의 투과 및 수송 등에 관련된 다양한 물리학 및 화학 이론과 방법
론 들을 소개한다.
PS4204 물리실험 II Experimental Physics II [1:4:3]
본

과목에서는

Rutherford,

Franck-Hertz,

Hall,

Doppler,

Fraunhofer,

Faraday,

Compton, and Stern-Gerlach 등 물리학에서 유명한 과학자들과 관련된 현대물리학 원리의
많은 양상들을 검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본 실험들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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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들은 실험

종목 들을 선택해서 꾸며진 팀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기본 실험기술, 데이터 분석, 실험결과에
대한 필기 및 발표 평가 등에 비중을 두어 평가하게 될 것이다.
PS4205 나노물리 Nanoscale Physics [3:0:3]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나노기술에서의 물리현상과 이의 응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제공한다. 주
요 주제들은 양자점, 나노선, 탄소나노튜브 등의 0-차원, 1-차원, 2-차원 나노계의 제조 및
물리적 특성이며 나노영역의 광학 현미경기술, 근접장 광학 프로브 및 표면플라즈몬등에 대하
여 공부한다.
PS4206 핵 및 입자물리 Nuclear and Particle Physics [3:0:3]
이 강좌에서는 원자핵의 조성, 핵력의 주요 성질, 기본입자의 종류 와 상호작용, 대칭성, 대칭
성 깨짐현상 등을 공부한다.

본 강좌에는 핵물리와 입자물리학적인 기본 용어, 실험 장치, 원

자핵모델, 핵반응, 렙톤과 강입자간 상호작용, 통일장이론의 최근 이슈 등이 포함된다.
PS4207 고체물리 Solid state Physics [3:0:3]
이 과목에서는 고체의 매질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물리 개념을 소개한다. 결정구조, 역격자공
간, 회절, 광자, 전자 띠 구조, 페르미 면 등에 대해 다시 공부하며, 금속, 반도체, 자성물질
및 유전매질 등의 물리적 특성 등을 고체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논의한다.
PS4208 천체물리개론 Introduction to Astrophysics [3:0:3]
태양계, 은하계, 성간물질 및 우주와 관련된 물리학을 논의한다. 이 강의의 토픽으로는 위성과
별의 형성, 백색왜상, 중성자별 그리고 블랙홀로 이어지는 별의 진화과정을 포함한다.
우주론과 우주의 역사에 대한 논의가 포함된다.
PS4209 일반 상대론 General Relativity [3:0:3]
이 강좌에서는 특수상대론 전반, 텐서와 일반상대론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를
통해서, 타 물리학 과목에서 언급되었던 상대론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들을 보충 및 강화할 수
있고, 일반상대론, 우주론 등의 심화과정에 대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PS4210 현대 수리물리 Modern Mathematical Physics [3:0:3]
본 교과목은 양자역학, 전자기학, 상대론의 깊은 이해를 위한 현대 수리물리를 공부한다.

이

러한 목적을 이루기위해, 수학관념의 구성요체, (예; 선형구성, 링, 그룹, 대수구성)의 이해에
주안점을

두게

되는데,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1)

Hilbert

space의

완전성과

Sturm-Liouville계의 연관성, 2) 외적과 내적의 이해, 3) Lie 미분과 covariant 미분을 소개
하는 미분기하학의 기초를 다룬다.
PS4211 고급 역학 Advanced Mechanics [3:0:3]
본 강좌는 학사 고학년생과 대학원 물리 및 광과학과 1학년 과정을 위하여 개설하며 1) 최소
액션의 원리 2) 특수 상대성 이론 3) stress tensor 의 kinetic theory를 배우고, 각운동량과
고전 스핀과 양자스핀의 구분을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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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4212 연성물질 물리학 Soft Matter Physics [3:0:3]
이 과목은 기본적 현상과 구조의 측면에서 연성물질들의 성질을 물리학의 기본적인 원리로 이
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생체에 있는 리포좀을 설명하기 위한 물질과 단분
자(2-d) 막의 표면장력, 자기 조립하는 원리를 다룰 것이다. 또한 DNA같은 고분자에 대한 기
본적인 물리적 사고방식, anisotropic한 물체에 의한 새로운 구조,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현상 등을 소개할 것이다.
PS4213 현대연성물질물리학 Current Topics in Soft Matter Physics [3:0:3]
많은 연성물질은 dynamic하고, 또한 non-equilibrium steady state를 갖는 system이다. 이
러한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conventional한 approach로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 교과목
에서는 여러 가지 active한 경우, Molecula motors, Molecular chaperons, Swimmers in
low Reynolds number, Cell adhesion and mechanics, 그리고 Collective behavior in
active systems를 설명하면서, 새로운 방법 및 실험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PS4214 고급 양자 물리 Advanced quantum physics [3:0:3]
이 과목은 학부의 양자물리를 공부한 학생들을 위한 고급 과목이다.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
제로 이루어져 있다. 1) 양자역학에서의 대칭성과 군론의 응용, 2) 파인만 경로 적분 방법을
이용한 양자역학의 이해 3) 상대론적 양자역학과 디락의 이론 4) 장의 양자화와 그것의 입자
물리와 응집물질 물리에의 응용.
PS4215 플라즈마물리 개론 Introduction to Plasma Physics [3:0:3]
이 과목은 초강력 레이저 과학, 천체물리, 핵융합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플라즈마
물리학에 대한 입문 지식을 강의하고, 최신 응용 연구를 소개한다.
PS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PS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PS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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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전공
가. 전공 개요
화학전공과정은 화학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 및 재료, 환경, 생물 관련 분야
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개설한다. 주요 과목으로는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
학, 분석화학, 생화학 등 원자구조, 화학결합, 분자와 결정구조에 교과목이 있
고 기체, 액체, 고체와 용액 등 물질의 상태에 관한 교과목, 열역학, 평형, 화
학양론, 속도론 등 화학반응에 관한 교과목이 있다. 최근 연구개발 수요가 높
은 재료과학, 환경과학 분야의 교육도 이루어진다. 또한 교과목은 기본적인 이
론, 구조적인 분석, 계산모델, 유기합성 및 다양한 기기분석을 포함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전공선택
연구

교과목명
화학합성실험 , 고급화학실험, 물리화학 II , 유기화학 II, 생화학 I
수용액 평형, 분석화학, 물리유기화학, 생유기화학, 화학 통계역학, 양자화학,
기기분석, 반응속도론, 유기합성화학, 무기화학, 생화학 II, 물리화학 III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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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CH3102 화학합성실험 Synthesis and Analysis of Organic and Inorganic Compounds [1:4:3]
대표적인 무기 및 유기 화학물질을 실험실에서 합성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습득하는 과목이다. 반
응물과 생성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해, 반응물의 준비, 반응기의 설치와 조작, 합성 생성물의
분석을 통해 반응 기작과 반응속도를 이해하게 된다.
CH3103 고급화학실험 Advanced Chemistry Lab [1:4:3]
복잡한 화학반응 또는 분석기술이 필요한 화학물질을 실험실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합성하고 분
석하는 과목이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이해, 반응물의 준비, 창의적인 반응경로
와 반응기의 설계, 합성 생성물의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화학물질 합성능력을 갖도록 한다.
CH3104 물리화학 II Physical Chemistry II [3:1:3]
이 과목은 양자역학의 소개와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목에서는 양자이론의 확립과정을 살
피고 양자이론이 수소 원자와 같은 단순한 체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이와 같은 논의
를 확대시켜 분자 수준에서의 화학 결합을 이해하고 분자 분광학의 이론적 배경을 다진다.
CH3105 유기화학 II Organic Chemistry II [3:0:3]
이 과목은 유기화학 I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유기분자의 구조와 반응성의 관계를 심화하
여 다룬다. 방향족 화합물과 알코올, 에테르, 카르보닐기를 포함하는 화합물, 카르복실산 유도
체, 아민 등의 작용기의 반응성에 대해 배우고, 학기 후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 등의
생체분자에 대해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유기화합물의 반응성, 합성법, 그리고 기능에 대해 이
해하게 된다.
CH3106 생화학 Ⅰ Biochemistry Ⅰ [3:0:3]
이 과목은 생체 구성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다룬다. 수용액의 성질, 열역학적 원리와
같은 본질적인 주제를 간단히 다루고,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의 화학적 성질
및 구조, 세포 내에서의 역할 및 화학 반응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생화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생물정보학의 이용에 대해 소개한다.
CH3202 수용액 평형 Aquatic Equilibria [3:0:3]
산-염기 산화-환원 착물반응 등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수용액 내에서의 화학평형을 이해하
는 것은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화학종들의 상호 작용을 이해하고 주 화학종의 거동을 이해하
는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 강의에서는 수용액에서의 산-염기, 착염, 용해도, 산화-환원 반
응의 열역학 평형을 그래프로 표현하고, 다양한 수질 환경에서의 화학 현상을 모식적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방법을 습득한다.
CH3204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0:3]
본 과목은 화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전반기에서는 과학적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통계
의 기본을 다룬다. 이후, 다양한 정성 분석 방법들의 배경 이론을 학습하고, 분석 화학이 화학
이외의 생명 과학이나 환경 과학에서 응용되는 사례들을 공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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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205 물리유기화학 Physical Organic Chemistry [3:0:3]
화학결합과 오비탈 및 입체화학을 이용한 유기화학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CH4205 생유기화학 Bioorganic Chemistry [3:0:3]
이 과목의 전반부는 아미노산/단백질, 탄수화물/올리고당, 뉴클레오타이드/핵산 등 생체분자
의 단량체와 생체고분자의 구조와 화학에 대해 다룬다. 이 생체분자의 생합성 경로 및 메카니
즘을 이해하고, 효소와 보조인자가 관여하는 생체 내 반응에 대해 공부한다. 관련된 주제로
생체모사 화학, 거대분자 화학, 의약화학에 대해 강의 후반부에 간략하게 소개한다.
CH4211 화학통계역학 Statistical Mechanics in Chemistry [3:0:3]
이 과목은 학부수준의 통계역학 개론 과목으로 양자 역학과 열역학을 연결하는 물리화학의 중
요한 과목이다. 통계역학은 여러 화학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향후 물리화학을 전공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과목이다.
CH4212 양자화학 Quantum Chemistry [3:0:3]
양자화학강의는 고학년 학부 학생들에게 화학을 위한 고급양자역학 지식을 전달하고, 원자 및
분자 모델링을 위한 계산방법을 소개한다. 처음 한 두 주간의 강의에서는 기초 양자역학 개념
을 복습하고, 이후에는 홑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 두 원자로 된 분자, 나아가 일반적인 분자
의 전자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계산 방법을 다룬다.
CH4213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3:0:3]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현대 분석 기기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
과목에서는 분광 광도법, 원자 분광법, 질량 분석학,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 영동 등의 분리 분석법에 대해 학습하며, 기기 분석에 관한 연구 논
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CH4215 반응속도론 Chemical Kinetics [3:0:3]
본 과목은 화학을 전공하는 고학년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의 학생들이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반응들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함임. 반응속도에 관련한 중요
한 개념들이 소개되고, 수학 표현식들을 유도하는 것을 익힐 것이다. 학생들은 (비)정기적으로
출제되는 숙제를 풀어 제출하여야 한다.
CH4216 유기합성화학 Synthetic Organic Chemistry [3:0:3]
천연물 전합성을 위한 유기합성 반응 및 전략
CH4218 무기화학 Inorganic Chemistry [3:0:3]
본 과목은 구조와 화학 결합, 고체 상태, 유기 금속 화학에 중점을 두는 무기화학의 기초를
소개하는 과목이다.
CH4219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3:0:3]
본 과목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 에너지 대사를 중심으로, 생체 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생
합성, 분해 과정의 조절 등에 다룬다. 과목은 1) 생체대사의 개념 이해, 2) 당의 생합성, 생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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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저장, 3) 지질과 스테로이드의 생합성 및 생분해, 4) 아미노산의 생합성, 5) 핵산의 생합성 및
6) 대사작용의 통합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관련된 효소반응 및 관련 질병들을 소개한다.
CH4220 물리화학 III Physical Chemistry III [3:0:3]
본 과제에서는 열역학과 양자 역학을 연결하는 통계역학, 반응의 속도를 다루는 반응속도론, 그
리고 분자 수준에서 화학 결합의 형성과 분해를 다루는 분자반응 동력학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체화학 및 표면화학과 같은 응용 분야도 간결하게 다룰 것이다.
CH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CH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CH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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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명과학전공

가. 전공 개요
생명과학전공은 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물분야의 기초지식
및 최신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전공은 생물의 기초과목으로부
터 보다 전문화된 전공과목에 이르는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전공필
수 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여러 생명현상에 대한 기초지식을 얻게 될 것이
며, 필수실험 두 과목을 통해 생명현상의 신비로운 비밀을 풀기위한 최신의 이
론 및 실험기법을 익히게 될 것이다. 본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고려하여, 전공필수과목의 이수 후에는 유연한 학과목 선택이 가능하도
록 배려하였다. 학생들은 대학원 수준의 학과목 선택 및 관련 대학원 실험실에
서의 개별연구 등을 통해 특정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학업이 가능할 것이다.
본 전공을 이수하는 졸업생은 생명과학 및 관련분야의 성공적인 진로선택을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세포생물학, 생화학 I, 생화학 II ,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미생물학, 유전학, 생물물리화학, 환경생태학, 발생생물학, 생리학,

전공선택

신경생물학, 면역학, 의약화학, 암생물학 개론, 합성생물학,
암분자생물학, 의학 면역화학, 기초 구조생물학, 대사학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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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BS3101 생화학 II Biochemistry II [3:0:3]
생화학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현상에 대하여 배우는 과목이다. 생화학 과목은
I, II로 나누어 강의될 예정이며 [Biochemistry (5e) by Garrett & Grisham] 을 주교재로 한다.
생화학II 에서는 생화학 I에서 배운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보다 심화된 생명 현상의 화학적 원리를
소개한다. 본 과목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생체 에너지 대사를 중심으로, 생체 에너지의 생성과
저장, 생합성, 분해 과정의 조절 등에 다룬다. 소주제는 1) 생체대사의 개념 이해, 2) 당의 생합성
및 저장, 3) 지질과 스테로이드의 생합성 및 생분해, 4) 아미노산 및 핵산의 생합성 등으로 구성
된다. 또한 protein folding, gene expression/replication, 신호전달 등을 추가로 공부하여
관련 지식을 구체화한다. 본 과목은 보다 심화된 생물학 수업들 -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 세포
생물학, 약학, 의약화학, 화학생물학, 유전학 과목의 이해에 필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BS3105 세포생물학 Cell Biology [3:0:3]
생명의 기본단위는 세포이다. 따라서, 세포생물학은 모든 현대 생물학 및 의학 관련 학문의
근간이 된다. 전반부는 진핵세포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의 세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해 학습한
다. 여기에는 세포소기관 생성 및 유전, 세포내섭취, 세포외방출, 막수송, 단백질 이동, 세포
형태 및 극성 형성, 세포-세포간 상호작용 등의 소주제들이 있다. 후반부는 세포성장, 분화,
사멸 등에 초점을 두어 세포성장(체세포분열, 감수분열 포함)과 세포사멸 조절에 필수적인 세
포 내 신호전달과 기능에 대해 학습한다. 세포성장과 사멸의 균형은 온전한 개체 발생을 위해
면밀히 조절되어야 하고, 이러한 조절의 변이는 비정상 발생 및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본 과목의 중요성이 있다.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살아있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
한 기초지식과 이를 규명한 다양한 실험기법을 습득하고, 주요 연구 및 실험 사례들을 통해
생명현상에 필요한 신호전달과 조절작용의 섬세한 균형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는 것이다.
BS3111 생화학·분자생물학 실험 Biochemistry & Molecular Biology Laboratory [1:4:3]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 실험실습을 소개하여 생체 내 상호 연
관적인 핵심기작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 되어있다. 기본주제들은 유전자 전사 및
번역 조절, 단백질 합성 및 조절, 세포막내외의 이동, 세포골격형성 및 조절, 세포분열과 세포
내 신호전달 등 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분자생물학, 생화학적 테크닉,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한 이미징 테크닉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실험을 통해 접하게 된다
BS3112 세포․발생생물학 실험 Cell & Developmental Biology Laboratory [1:4:3]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세포생물학 실험기법을 경험하게 하고 그 응용법을 배우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은 세포분획 및 세포골격의 단백질 성분의 확인, 현미경을
이용한 세포소기관 및 세포골격의 관찰, 그리고 사람세포를 배양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
기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한 본 과목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과학논문에 준하는 형식
의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게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은 첫
째, 세포생물학자들이 사용하는 실험기법의 기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둘째, 세포생물학분
야의 논문을 이해하고,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으며, 셋째, 상세하고 정확한 실험보고서를 작성
하여 실험결과를 과학논문의 형식으로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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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3113 생화학 Ⅰ Biochemistry Ⅰ [3:0:3]
생화학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적 현상에 대하여 배우는 과목이다. 생화학 과목은
I, II로 나누어 강의될 예정이며 [Biochemistry (5e) by Garrett & Grisham] 을 주교재로 한다.
생화학I 에서는 생명체를 이루는 생체 물질의 화학적 구조와 기능 및 물리적 특성을 소개한다.
본 과정은 수용액의 성질, 열역학적 원리와 같은 본질적인 주제를 간단히 다루고, 주요 생체
구성물질인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탄수화물, 지질 등의 생화학적 기능 및 구조와 세포 내에
서의 역할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논문 검색 방법, DNA 및 단백질의 서열 비교
방법, 단백질 구조 분석 방법등 생화학 연구에 필수적인 기초 생물정보학의 이용에 대해 강의
한다. 본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생화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이를 규명한 다양한 실험기법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소개하는 것이다.
BS3201 미생물학 Microbiology [3:0:3]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단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진핵생물의 원생생
물과 균류, 원핵생물, 그리고 바이러스를 포함한다. 실제, 미생물은 현미경으로 봐야지만 보일
수 있는 작은 생물이지만, 생물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생물학 강좌
에서는 우선, 미생물을 정의할 수 있는 특징에 대한 이해와 미생물의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 일반적인 미생물의 특성에 대한 학습 이후에는, 미생물이
실제 환경과 단위 생물체에 끼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미생물학 강좌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BS3202 유전학 Genetics [3:0:3]
본 과목에서는 유전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 배우고, 분자, 세포, 다세포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생명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유전학의 적용에 대해 공부한다. 주요 학습 내용
으로는 유전자의 구조와 기능, 염색체 및 유전체, 멘델의 유전법칙, 유전자 맵핑, 분자 유전학,
유전적 변이체, 군집유전학, 유전학 기법을 활용한 단백질 기능분석, 유전자 발현 분석, 및 유전성
질환에 대한 이해 등이 있다.
BS3204 생물물리화학 Biophysical Chemistry [3:0:3]
본 과목에서는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생물물리학적
원리를 화학적 관점으로 소개한다. 본 과목은 생물, 물리 화학의 주제를 이론적으로 접근함으로
서 작동원리를 이해하려 한다. 이를 위해 열역학법칙, 분자간의 작용하는 힘, 효소 동력학, 분자간
상호작용 및 생체분자의 구조-기능관계를 배우게 된다. 본 과목을 통해 생명현상의 기능의 작동
원리를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자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수학, 일반생물학,
일반화학, 생화학 또는 그에 준하는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추천한다.
BS3205 환경 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3:0:3]
생태학은 현재의 자연 생태계를 형성시킨 환경 인자들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미래 변화된 환경이
자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다. 본 강의에서는 생태계 형성에 작용하는 다양한 인자들,
즉 비생물적 환경 인자들과 생물 종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다룰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존재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군집과 생태계를 소개하고, 이들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에너지와 물질 순환,
종 다양성에 대해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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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4201 발생생물학 Developmental Biology [3:0:3]
발생생물학은 동물발생에 대한 개체, 세포, 유전 및 분자적 관점을 통합하여, 주로 세포분화,
형태형성 및 성장에 관한 원리와 분자기전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강의주제로는 난자생
성, 정자생성, 수정, 배아분할, 낭배형성, 척추 및 무척추 동물의 초기발생, 패터닝, 기관형성,
줄기세포 등을 다룬다.
BS4202 생리학 Physiology [3:0:3]
생리학은 생물체의 기능을 물리·화학적 원리로 이해하고자 하는 학문이다. 생리학은 그 관심
의 대상 및 분석의 수준에 따라 세분화 될 수 있으나, 본 과목은 동물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세포, 조직, 기관 및 기관계 수준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타 과목과의 중
복을 최소화하고 심도있는 학습을 위하여, 근육생리학, 심혈관계 순환, 호흡과 폐순환, 의장관
생리학, 내분비 생리학 및 생식 생리학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본 과목을 통해
인체 기능의 작동원리를 분자 및 세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BS4204 신경생물학 Neurobiology [3:0:3]
신경생물학분야의 전반적인 기본개념에 관하여 소개하여, 특히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의 신경
계 작동원리에 대한 학생들의 현재

신경생물학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강의주제는 신경시스

템, 신경해부, 신경발생, 신경세포의 전기적 성질, 시냅스 전달, 기억과 학습, 신경생화학, 감
각 및 운동 시스템, 행동 및 신체생리 조절, 인지 등을 다룬다.
BS4205 면역학 Immunology [3:0:3]
생명체를 외부의 병원성 인자 (병원성 생명체 및 병원성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면역시스템은
개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생명체가 외부 병원성
인자를 인식하여야 하며, 인식 후 방어하는 기작이 있어야 한다. 방어 기작에 관여하는 시스
템에는 선천면역 시스템과 척추동물에만 존재하는 후천면역 시스템이 있으며, 이 두 시스템은
병원성 인자를 방어하는데 있어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본 면역학 강좌에서는, 면역시스
템에서 병원성 인자를 비 병원성 인자와 구분하는 원리와 선천면역 시스템에서 후천면역 시스
템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S4206 의약화학 Medicinal Chemistry [3:0:3]
의약화학 (또는 약품화학) 과목은 신약개발을 위한 융합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문이다.
필수 선수과목인 유기화학, 생화학의 기본지식 및 생리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
인 신약개발의 추진원리에 대한 총론 및 각 의약물질의 실제적인 개발에 대한 각론적인 주제
를 다루게 되며,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진다. (1) 질병과 생체분자와의 연관
성 (신약개발 표적 생체분자) (2) 신약후보 물질 발굴, 설계 및 최적화를 위한 전략 및 원리
(3) 각종 의약물질들의 작용기전 및 구체적인 개발과정
BS4207 암생물학 개론 Introductory Cancer Biology [3:0:3]
암 발생 전이 치료 등 과정을 분자적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암발생의 유전학적,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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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전이의 분자적 기전을 체계적으로 분석.
암치료의 현재 및 전망을 서술
BS4211 합성생물학 Synthetic Biology [3:0:3]
본 과목은 생명과학 전공학생 및 생명과학에 관심이 있는 타 전공 학생에게 기존 생명과학의
방법론 및 한계점을 소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인 합성생물학의 목적과 방법론
을 소개한다. 또한 수강생들이 합성생물학적 방법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합성생물학적
실험기법을 활용한 간단한 mission project를 수행하도록 한다.
BS4212 암분자생물학 Molecular Biology of Cancer [3:0:3]
본 과목은 암의 형성 및 전이기전을 조직학, 생화학, 생리학 및 분자생물학적 접근법으로 이
해할 수 있게 하여 암의 치료에 대한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목표로 한다.
BS4213 의학 면역화학 Medical Immunochemistry [3:0:3]
본 과목은 항원 항체의 분자 특성을 이해하고, 항원/항체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여 이들을 이
용한 질병의 진단 치료에 적용되는 사례를 학습한다.
BS4214 기초 구조생물학 Basic Structural Biology [3:0:3]
본 과목에서는 현대 구조생물학의 이론적 기초를 다룰 예정이다. 특히, 엑스선 결정학 기법을
이용하여 얻어진 구조 정보를 기반으로 다양한 단백질군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이
해하고자 한다.
BS4215 대사학 Metabolic Reprogramming [3:0:3]
종양 대사학은 암세포가 생체 내에서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대사과정을 교묘히 조절하고 재프
로그래밍(metabolic reprograming) 하여, 이를 무한 증식에 활용하는지에 대한 심층적 이해
를 최신연구 방법론과 최신기술 및 데이터 분석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 분야의
key milestone 들이 된 논문들을 직접 읽고, 이해하며 최신 연구 동향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암세포가 무한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와 아미노산, 핵
산과 같은 생체분자 공급을 원활히 받기 위해 어떻게 정상세포의 대사과정을 미세하게 분자적
수준에서 조작하고, 정상적인 생체분자들의 합성 대사과정을 교묘하게 유용하는 지를 다양한
생화학 및 분자세포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한다.
BS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BS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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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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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기전자컴퓨터전공

가. 전공 개요
인류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발명으로 인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IT) 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기술은 시공을 초월하여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가깝게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소셜네트워크
(Social Network: SN)를 출현케 하는 등 소통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와 인
류 생활의 양태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기술의 영향으로 전통시장
의 약화, 사이버 시장의 출연, 글로벌 시장의 가속화 등 새로운 경제 사회적
생태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과 새로운
사회환경과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며, 나아
가서는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정보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혁명을 가능케
한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과 관련된 전기전자컴퓨터 분야 주요기술의 기본
원리를 학습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인재, 포스트 IT시대에 새롭게 다가올 도전에 대
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야만 한다.
전기전자컴퓨터 전공에서는, 인류가 축적해온 광범위한 과학적 지식을 심도
있고 폭넓게 이해하고, 철저한 분석 능력과 창조적 설계능력을 다양한 전공 교
과목을 통하여 함양하며, 개별 및 졸업 연구 등을 통하여 전기전산 분야 뿐 만
아니라 여러 관련분야에서 습득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
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 후 학사과정에서 갈고 닦은 능력을 바탕으로 산업계에
서 진로를 개척할 수 있으며, 대학원에 진학하여 성공적인 학업을 수행한 후에
는 학계에서도 성공적인 진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교육학부에서는 선형대수학, 미분방정식 등의 수학 교과목을 수강하고
전기전자컴퓨터 과정 관련 기초 교과목인 컴퓨터 프로그래밍, 회로이론, 전자
기학 I 등을 수강하여 향후 전기전자컴퓨터 분야를 공부해나가는 데 있어 필요
한 기본적 소양을 연마할 수 있다. 이들 전기전자컴퓨터 기초과목은 전기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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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전공자로서 3-4학년에서 수강할 과목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초를 닦
아주는 기본역할을 담당할 뿐 아니라, 비전공자에게는 전기공학과 전산과학에
대하여 폭 넓게 알려주는 역할도 담당한다.
본격적인 전공과정은 주로 3학년을 대상으로 개설되는 전기전자컴퓨터 핵심
교과목들을 수강하며 시작된다. 또한 4학년 과정에서는 학생 개개인이 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걸 맞는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본인에 맞는 교과과
정을 완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 선택 교과목들이 개설될 것이다. 전기전
자컴퓨터분야의 핵심 교과과정에는 회로, 시스템, 전자기학, 반도체, 컴퓨터 시
스템, 운영체제 등이 있으며, 학생들은 회로 및 시스템, 물리전자 및 광공학,
컴퓨터 과학 및 공학, 세 가지 전기전자컴퓨터 분야의 다양한 전공선택 과목들
을 수강할 수 있다. 그리고, 전기전산 프로젝트, G-SURF, 졸업연구 등을 통해
스스로 전공과 관련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 공
학적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나가는 창조력을 함양할 수 있다.
전기전자컴퓨터 전공 과정에서는 타 전공 학생들에게도 전기전자컴퓨터 분
야의 기본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이 습득한 지식을 각
기 서로 다른 전공분야에 적용할 것을 장려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전자공학 실험, 컴퓨터 시스템 이론 및 실험
신호 및 시스템,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반도체 재료 및 소자,
전자회로, 공학전자기학, 고급전자회로, 통신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공선택

및 응용, 시스템 프로그래밍, 오토마타 이론, 컴퓨터 구조, 디지털
집적회로, 초고주파공학,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킹, 그래프 이론, 네트워크 로봇 실험, 인공지능, 랜덤프로세스,
디지털신호처리, 이산수학, 기계학습, 광공학개론, 컴퓨터그래픽스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 117 -

다. 교과목 개요
EC3101 전자공학 실험 Electronics Laboratory [1:4:3]
본 실험교과목은 전자 소자 및 회로 과목의 실습 과목으로 이론에 대한 실제 실험을 통해 전
자소자 및 회로에 대한 동작 원리에 대하여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본 교과목은 전반부에서는
전자 소자 및 기초 회로에 해당하는 다이오드, BJT, MOSFET과 같은 기초 전자 소자에 대한
동작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이용한 오디오 증폭기를 직접 설계, 구현함으로써 전자 소자 및
회로 동작 원리에 대하여 이해한다. 후반부에서는 수강 학생들이 직접 전자 회로에 대한 주제
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를 수행함으로써 실제 연구 및 산업계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연구 수행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한다.
EC3102 컴퓨터 시스템 이론 및 실험 Computer Systems Theory and Laboratory [2:4:4]
컴퓨터 시스템 전반에 걸친 시스템 차원의 이해와 실제적인 프로그래밍 경험을 하도록 지도하
는 교과목이다.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을 운영체제, 컴퓨터 네트워킹 측면과 연
계하여 이해하도록 도모한다. 또한 다양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실증적으로 체험하여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습도 병행한다. 미래형 ICT 인프라가 제공하는 Cloud 및 Big Data 대응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도록 실습 주제를 선택하고 학생 객개인이 모두 개별
적으로 자신만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실습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C3202 신호 및 시스템 Signals and Systems [3:0:3]
본 과목에서는 연속 및 이산 선형시 불변 신호의 해석과 이들 신호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를 다룬다. 이를 위해 푸리에 급수와 변환을 포한하는 복소수 주파수분석, 라플라스
와 Z-변환, 충격응답, 샘플링, 필터링, 변조 및 컨볼루션에 대한 개념과 그 방법을 이해한다.
EC3204 프로그래밍 언어 및 컴파일러 Programming Languages and Compilers [3:0:3]
본 교과목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동작 원리를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주제들은 언어 설계상의 요소들 (이름, 값, 타입, 제어 흐롬 및 추상화), 구현 기술 (구문
분석, 의미 분석, 해석, 컴파일 및 최적화) 및 주요 언어 설계 패러다임 (순서중심, 물건중심,
함수중심l)들이다. 수업 과제를 통하여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계하고 및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직접 이해하도록 한다.
EC3206 반도체 재료 및 소자 Semiconductor Materials and Devices [3:0:3]
이 교과목에서는, 반도체 소재 및 소자의 전기적,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물리학적
기저를 양자역학과 고체 물리학의 개념을 기반으로 다룬다. 수업 과정을 통해 학부 과정 수준의
전기 소자의 작동 원리를 다루고, 이에 따른 실제 활용 방법을 설명한다. 구체적으로 다를 수업
주제는 고체 결정 구조, 에너지 띠 이론, 전하의 분포와 결합, p-n접합 구조, 광소자를 아우르는
작동 원리와 더불어 바이폴라 접합 트랜지스터와 모스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를 다룬다.
EC3207 전자회로 Microelectronic Circuit [3:0:3]
본 과목은 반도체 소자에 기초하여 아날로그, 디지털 집적회로 설계를 위한 1단 증폭기, 캐스코드 증
폭기, 차동 증폭기 그리고 연산 증폭기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집적 회로 증폭기의 주파수 응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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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설계하는 방법과 증폭기의 잡음 특성, 그리고 궤환 회로에 대한 해석과 설계에 대해서
강의한다. 또한 증폭기의 대신호 특성에 매우 중요한 집적회로의 비선형성 해석에 대하여 강의한다.
EC3208 공학전자기학 Engineering Electromagnetics [3:0:3]
본 과목에서는 정전자기장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전자기장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특히 전자기파의 공학적인 응용에 초점을 맞춘다.
가장 간단한 평면파를 통해 Maxwell 방정식과 전자기파의 기본 특성을 이해한다. 전송선로에
서의 신호 및 파워의 전달과 임피던스 정합을 학습한다. 또한 광도파로의 역할과 도파모드의
형성에 대한 개념을 공부한다.
EC3212 고급전자회로 Advanced Electronic Circuit [3:0:3]
기본적인 MOS 트랜지스터의 동작을 리뷰하고 단일 단 증폭기, cascode 증폭기, 차동 증폭
기, operational amplifier등을 설계한다. 주파수 영역에서의 회로 특성을 분석한다. 피드백
회로에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 위상 마진을 위한 주파수 보상 기법을 배운다. 트랜지스터
회로의 비선형성 및 노이즈를 배우고 이를 줄이는 회로 기법을 배운다. 또한 안정적이 기준
전압 및 전류 발생 회로를 배운다.
EC3213 통신공학 Communication Engineering [3:0:3]
통신공학을 이론교육과 디자인 교육을 적절히 혼합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테나를 통한 신호전달과정, 아날로그 및 디지털 변조, AM/FM 신호, 신호 검출, 라인코드,
광대역통신, 셀룰라 네트워크, 다중접속방법 등, 통신시스템 설계를 위한 주요 이론들을 이해
하고, MATLAB 모의시험 및 소프트웨어 래디오를 통하여 간단한 통신시스템을 설계한다.
EC3214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Microprocessor and Application [2:2:3]
본 강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번째 파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ARM 프로세서)의 기본구
조, registers, 메모리, 케시 등의 구조와 입출력 작동, 기본적인 assembly language에 의한
프로세서의 구동 방법을 배운다. 두번째 파트는 ARM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프로세서
사용법을 실습수업을 통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수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ARM 프로세서 기
반으로 이동로봇 등의 임베디드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한 프로
젝트는 중간고사 전후 및 기말고사 전후에 공개 데모를 수행하여 평가받게 된다.
EC3215 시스템 프로그래밍 System Programming [3:0:3]
본 과목은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학습한다. 시스
템 소프트웨어는 컴파일러(기계어/링커), 운영체제, 과학계산 프로그램, 게임 엔진, 산업 자동
화와 같이 응용 프로그램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응용 프
로그램과 하드웨어 중간에 위치하여 응용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연결한다. 본 과목을 통해서
컴퓨터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EC3216 오토마타 이론 Automata Theory [3:0:3]
컴퓨터공학의 전반 분야에서 기초가 되는 형식 언어, 오토마타, 문법, 계산 복잡도 등의 주요
이론 및 개념들을 소개한다. 소개되는 주요 내용들은 유한 오토마타, 정규 언어, 문맥 무관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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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푸쉬다운 오토마타, 펌핑 렘마, 튜링 머신, 촘스키 계층, 순환적 열거 기능언어, 결정성/비
결정성, 풀수 없는 문제, 계산 복잡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EC3217 컴퓨터 구조 Computer Architecture [3:0:3]
컴퓨터의 명령어 집합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구조와 동작 및 설계 원리를 이해시킨다. 특히 컴
퓨터의 성능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컴퓨터의 성능 향상에 사용되는 최신 고급 기술인
파이프라이닝, 캐시 메모리, I/O장치 등을 학습한다.
EC4202 디지털 집적회로 Digital Integrated Circuit [3:0:3]
본 과목은 CMOS공정을 이용한 디지털 집적회로를 설계하고 분석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은 현재 대부분의 디지털 집적 회로를 구성하는 기본회로인
조합/순차 로직회로, 다이나믹 로직회로, 반도체 메모리회로 등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실제 집적회로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할 공정 변화, 각종 기생 회로
성분 및 전달 지연 등도 심도 있게 논의 될 것이다.
EC4203 초고주파공학 Microwave Engineering [3:0:3]
초고주파 및 RF 기술, 회로망 해석 및 합성은 무선통신 시스템, 초고주파 회로를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

본 강좌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에서 초고주파 전송선 이론을 유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

하여 전자파 발생, 자유공간 및 도파로를 통한 전파 특성을 공부한다.

집중정수회로 및 분포

회로를 이용한 임피던스 변환기, 필터, 전력 분배기 및 결합기를 설계하고 해석하며, 스미스
차트와 S-파라메터를 이용한 초고주파 회로를 설계 방법론을 이해하고 컴퓨터 설계 도구를
이용한 설계 실습을 수행한다.
EC4204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Database Systems [3:0:3]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과 데이터베이스 구현에 관한 주제들을 다룬다. 본 강좌
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조, 개념적인 데이터 모델링, 데이터베이스 질의 언어, 관계형 데이터베
이스, 객체지향 데이터 베이스, 트랜잭션, 동시성 제어 및 회복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룬다.
EC4205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s [3:0:3]
본 강좌는 범용적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의 개념 및 디자인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주
요 토픽은 프로세스, 쓰레드, 프로세스 스케줄링, 프로세스 동기화, 멀티-프로세싱, 데드락 회피,
파일 시스템, 메모리 관리 및 보안이다. 주요 개념들은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사용하는 예제를
사용하여 설명하며, 이 개념들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EC4206 컴퓨터 네트워킹 Computer Networking [3:0:3]
컴퓨터 기반의 데이터통신의 기초와 최신 기술발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네트

워크 프로토콜, 구조에 대해 다양한 기술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술은 IP기반의 네트웤
구조 설계를 위한 원리, 전송 프로토콜, 인터넷 라우팅 기초, 라우터 설계, 네트워크 소스 관
리, 네트워크 안전,

P-to-P 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EC4207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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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이론은 전산학의 이론적 토대를 이루는 학문이다. 또한 그래프이론의 체계적 학습을 통
하여 수학적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그래프이론의 기초가 되는 개념과 알려
진 결과를 소개하고 그 응용에 대하여 배운다.
EC4208 네트워크 로봇 실험 Networked Robot Lab [1:4:3]
- 외부장치제어를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

- 무선 네트워킹

- 위치 추정 기법

- 모형화 및 원격 로봇 제어에 대한 이론

- 추적 및 feedback 기술

- 스케줄링 기법

EC4209 인공 지능 Artifical Intelligence [3:0:3]
The module introduces the basic concepts in search and knowledge representation
as well as to a number of sub-area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 focuses on
covering the essential concepts in AI. The module covers intelligent agents;
uninformed/blind search: breadth-first search, uniform-cost search, depth-first
search, depth-limited search, iterative deepening search; informed/heuristic search:
greedy best-first search, A* algorithm; local search: hill climbing and simulated
annealing;

adversarial

search:

minimax

algorithm

and

alpha-beta

pruning;

constraint satisfaction problems: backtracking search, constraint propagation, local
search; logical agents: propositional logic, first-order logic, logical inference;
uncertainty:

Bayes’

rule,

Bayesian

inference,

independence

and

conditional

independence, Bayesian networks; fuzzy logic; neural networks; machine learning:
decision tree learning, naive Bayes classifier.
EC4210 랜덤 프로세스 Random Process [3:0:3]
This course aims at providing the fundamental concepts of random processes for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Topics include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random processes and sequences; response of linear systems to random
inputs; correlation; power spectral density; and specific random processes such as
Wiener process, Poisson process, and Markov process. Students are expected to be
able to apply the fundamental concepts of random process to the problems related
with communication, signal processing, and networking research areas, upon
completion of this course.
EC4211 디지털 신호처리 Digital Signal Processing [3:0:3]
In this course, we study the fundamentals of discrete-time signals, systems,
modern digital processing algorithms and applications. The main topics to be
covered in this course are: Discrete-Time Signals and Systems, Frequency Analysis
of Signals and Systems, The z-Transform, DFT and FFT, Digital Filter Design,
Sampling and Reconstruction of Signals, Multi-Rate Digital Signal Processing.
EC4212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0:3]
본 교과목에서는 실수 같이 연속적인 성질이 있는 대상이 아니라 주로 정수, 그래프, 논리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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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같이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학습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논리구조, 증명방법,
정수론, 그래프, 트리구조 및 이산 확률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EC4213 기계학습 Machine Learning [3:0:3]
The main concerns of this course are the fundamental machine learning theories
including the Bayasian, the artificial neural networks, the Support vector machines,
and

several

clustering

algorithms.

Applications

to

speech

recognition,

face

recognition, biomedical data mining, and image segmentation/classification will also
be considered to for the term projects.
EC4214 광공학개론 Introduction to Photonics [3:0:3]
본 교과목은 현재 기술에 있어 빛의 이용과 응용에 관한 광공학의 기본개념을 소개하는데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주제를 논의한다: 1. 빛의 특성, 2. 빛의 발생, 3. 빛의 검출, 4. 빛의 응용. 강의
범위는 빛의 고전적 특성은 물론 양자적 특성도 포함한다.
EC4215 컴퓨터 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0:3]
Introduction

to

2D

and

3D

graphics,

rasterization,

representation

of

curve/surface/solid, shading, and graphics hardware will be discussed.
EC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C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EC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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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계공학전공

가. 전공 개요
기계공학은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현대문명사회 실현의
기반기술을 제공해 왔으며, 자동차, 항공기, 로봇, 선박, 고속전철, 초정밀기계,
가전기기, 정보입출력기기, 의료기기, MEMS, 초소형센서, 바이오센서, 헬스운
동 및 물리치료기구, 농기계, 섬유기계,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 우주
선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서 인간생활의 편리, 안전 및 즐거움을 도모하는 제
품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학문분야로서, 미래사회에 있어서도 전자/조선
/항공/건축/화학공업/의학/생명과학/문화예술/인문사회과학과 같은 모든 전문
영역과의 융합에 의한 독창적인 연구나 시설, 장치, 기기, 소자, 재료를 실현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분야이다. 교과목은 기기 내․외부적으로 작용하는 힘에
의한 구조변화와 운동을 다루는 동역학 및 진동학, 열과 유체의 흐름을 다루는
열전달 및 유체역학, 시스템제어를 위한 모델링 및 제어·계측에 기반을 둔 설
계 및 가상시뮬레이션, 창의적인 설계제조프로젝트로 구성되며,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현실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공학설계능력 계발에 중점을 둔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기구동역학, 유체역학,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열전달, 진동학,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공학해석,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재료과학, 신호 및 시스템, 공학설계, 창의공학, 자동제어,

전공선택

컴퓨터이용 설계 및 생산, 유한요소해석, 로봇공학, 정밀설계원리,
MEMS/NEMS 원리, 그래피컬시스템디자인프로그래밍,
고급유체역학, 전산유체역학, 고급열전달, 최적설계, 고급고체역학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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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MC3103 기구동역학 Kinematics and Dynamics [2:2:3]
기구동력학은 모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위치, 속도, 가속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그 물체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 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다.
동력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면 자동차, 비행기, 로봇, 사람 및 동물의 운동 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동력학의 기초원리를 질점 및 강체에

대해 기술하고 일과 에너지, 충격과 모멘텀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각종 실험 및 시뮬

레이션을 통해 기초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MC3105 유체역학 Fluid Mechanics [3:1:3]
본 과목에서는 유체역학의 기본개념과 대표적인 유동 시스템에 응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체의 특성, 유동에 따른 기본적인 역학, 유동 지배방정식, 차원해석과 상사성,
점성 유체가 있다.
MC4101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 Mechanical System Design and Manufacturing I [1:6:3]
이 과목에서는 프로젝트 기반의 제품 개발 및 엔지니어링 관점에서의 설계 입문을 다룬다. 주요
가공 공정의 구성요소 및 관련 설계 프로세스의 학습을 통해, 설계관련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
어를 생성하는 방법, 이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해법의 구축 등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고안하
고, 평가하고, 전달하는, 스케치부터 실제 시제품을 구현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델링의
설계 기술의 범위를 소개한다.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팀으로 참여한다.
MC3201 열전달 Heat Transfer [2:2:3]
본 교과목은 열전달의 세 가지 모드인 전도, 대류, 복사를 소개한다. 전도에서는 유체 분자의
임의운동, 고체에서는 격자진동이나 전자의 움직임에 의해 열전달이 이루어진다. 반면 대류에서는
유체분자 각각의 임의 움직임이 아닌 집단 움직임에 의해 물질전달과 함께 열전달이 이루어지는
게 특징이다. 전도나 대류와는 다르게 복사에서는 전자기파가 직접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떠한 매질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열전달 지식은 자동차 엔지, 에어컨디셔너, 인공위성과 같은
다양한 기계시스템에 적용되고 있다.
MC3202 진동학 Vibration [2:2:3]
This course provides fundamental background of vibration phenomena. It covers
from single DOF to multi DOF and theory as well as numerical and experimental
methods. It deals various subjects: Lagrange equation, Laplace transformation,
Fourier transformation, mode superposition, finite element method, experimental
modal analysis. This course also introduces basic concepts of sound, acoustic
wave, impedance, sound pressure level (SPL), acoustic wave equation, sound
transmission and reflection, mass law, and acoustic devices such as Helmholtz
resonator and muffler. Since the limitation of class time, the only general concepts
are covered in this class.
MC3203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Electromechnical System Modeling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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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적으로 기술되는 시스템 동역학을 에너지 또는 파워의 상호변환 차원에서 이해하기위해
bond graph를 이용한 모델링 기법을 배운다.
물리적 시스템이 한 가지의 그래픽적인

기계, 유압, 전기, 전자, 자기 시스템 등의 다양한

모델링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universal 모델링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시스템의 동적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과, 설계적인 안정성과
불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메카트로닉스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자기원리를 이용한
액추애이터, 센서 그리고 플랜트(plant)를 수학적,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력을 높이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MC3204 공학해석 Engineering Analysis [3:0:3]
이 과목에서는 과학 및 공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치 해석의 기본 도구 및 방법을 학습한다.
C 언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한 Python,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Matlab 등이 포함된다.
또한 하나의 변수를 가진 방정식 해 구하기, 수치 미분 및 적분, ODE 솔루션, 선형 시스템
해 구하기 및 PDE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연습문제를 통해 이론 및 방법을 이해하고
보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
MC3205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Microprocessor and Applications [2:2:3]
본 강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번째 파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ARM 프로세서)의 기본구
조, registers, 메모리, 케시 등의 구조와 입출력 작동, 기본적인 assembly language에 의한
프로세서의 구동 방법을 배운다. 두번째 파트는 ARM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프로세서
사용법을 실습수업을 통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수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ARM 프로세서 기
반으로 이동로봇 등의 임베디드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한 프로
젝트는 중간고사 전후 및 기말고사 전후에 공개 데모를 수행하여 평가받게 된다.
MC3206 재료과학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
재료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과 함께 재료의 구조, 특성 및 응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재료들의 구조와 특성을 공부하면서, 재료의 결정구조, 고체 결함
및 확산, 상평형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재료의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여 신소재를 제조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MC3207 신호 및 시스템(Signals and Systems) [3:0:3]
본 과목에서는 연속 및 이산 선형 시불변신호의 해석과 이들 신호와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를 다룬다. 이를 위해 푸리에급수와 변환을 포함하는 복소 주파수분석, 라플라스와
Z-변환, 충격응답, 샘플링, 필터링, 변조 및 컨벌루션에 대한 개념과 그 방법을 이해한다.
MC3208 공학설계 Engineering Design [2:3:3]
The course provides systematic method of engineering design covering major
design procedures from conceptual design to product design. Some detailed design
techniques such as generation of conceptual ideas, detailed concept development &
evaluation, and product generation with realization. Students would experience
integration of mechanical engineering knowledges, design methods and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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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processes.
MC3209 창의공학 Creativity and Imagineering [3:0:3]
The course deals with creativity, creative problem(CP) finding and solving, and
problem solving(PS) procedures combined with C efforts systematically.

CPS

integrates CP recognition, CP definition and analysis, and synthesis. C methods for
C idea generation indivually or in a group are introduced.
MC3210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0:3]
자동제어는 제어이론 중에 처음으로 듣게 되는 과목으로 주로 연속시간 제어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특히 수업에서는 라플라스 변환, 시스템의 모델링, 초기 및 안정된 반응의 해
석, 루트로커스 해석 및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설계, 주파수 반응의 해석 및 이를 이용한
제어시스템 설계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동주행 자동차나, 무인항공기 및
로봇 등의 동적 시스템 제어기 설계에 필요한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MC3211 컴퓨터이용 설계 및 생산 Computer Aided Design and Manufacturing [2:2:3]
컴퓨터 화면상에서 기계설계가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루는 기초적인 수학이론과 실재 사용법
을 배운다, 전반부에서는 부품형상을 생성하기 위한 기하모델링의 기본적인 수학과 이를 이용
한 파트들의 형상 설계에 대해 배우고, 이론적인 지식을 상용 캐드 소프트웨어를 통해 연습한
다. 후반부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곡면과 형상을 자동가공하는 데 필요한 자동 툴경로 생
성기술과 실제 기계구동에 의한 생산방법에 대해 배운다.
MC4202 유한요소해석 Finite Element Method [2:2:3]
이 과목은 유한 요소법(FEM)의 기본 개념을 소개한다. 강성 방법을 사용하여 트러스, 빔, 선형
변형 삼각 방정식 및 축 대칭 요소 방정식을 유도하고, 아이웨어 도구를 사용하여 간단한 엔
지니어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FEM 이론에 대한 실습을 진행한다.
MC4204 로봇공학 Robotics [2:2:3]
로봇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들과 Actuator, Design, 센서, 동역학, 제어, AI, Navigation 등
의 기술이 소개된다. 로봇에 대한 general view를 제공할 목적으로, 로봇 메커니즘뿐 아니라
관련 assistive technology (가령, 로봇을 위한 센싱과 액츄에이터, AI등을 활용한 로봇
intellingence)에 대해 학습한다. 로봇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웍으로 이루어진 ROS(로봇
OS)를 주로 사용하며 6축 로봇팔을 사용한 다양한 응용(application)을 스스로 제작해보는 내용
도 포함한다.
MC4205 정밀설계원리 Principle of Precision Design [3:0:3]
기계장치는 재료역학, 동역학, 진동, 제어, 계측센싱 및 열전달 까지 여러가지 물리현상의 종합
설계로 항상 이루어지며, 이러한 커다란 장치가 엔진실린더, 크랭크샤프트, 카메라렌즈, 반도체
등의 정밀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서브미크론 수준의 초정밀 위치제어를 달성하기 위해 기본적인
설계 및 제어량 측정원리를 비롯하여, 위의 기계제조분야에서 장치 설계시에 자주 등장하는
기술주제에 대해 강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실험장치 설계를 비롯하여 실제 기계장치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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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설계 소양을 배양한다.
MC4206

MEMS/NEMS

원리

Principles

of

MEMS/NEMS(Micro/Nano

Electro

Mechanical Systems) [3:0:3]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s) is one of the key technologies for
man-machine interface in the 21st-century of information society. This course will
deal

with

MEMS

material,

micro/nano

fabrication

process,

electromechanic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s shown below.
- Introduction to MEMS and materials properties
-Microfabrication technologies and its principles
- Micromechanics and scaling effects
- Applications of micro sensor & actuator for IoT and mobile devices
MC4208 그래피컬 시스템 디자인 프로그래밍 Graphical System Design Programming [2:2:3]
기계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 분석, 제어능력 배양은 기계공
학전공 학부생들을 포함한 재원들이 고급 연구자로서 자질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과목
에서는 상기 소양을 LabVIEW를 통해 습득하고, 연구 및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
하고자 한다.
MC4209 고급유체역학 Advanced of Fluid

Mechanics [3:1:3]

고급유체역학은 대학원 수준의 유체역학 과목이다. 강의 내용으로는 유동 형상, 지배 방정식
인 나비에르 스톡스 방정식, 압축성 유체 소개, 유체 흐름 함수, 유체 속도 포텐셜, 와도 역
학, 레이놀즈 수에 다른 유동의 변화, 단순한 유동에서의 나비에를 스톡스의 정확한 해, 난류
천이, 난류 등이다.
MC4210 전산유체역학 Computational Flluid Dynamics [3:0:3]
본 과목에서는 전산유체역학의 학문주제 및 연ㄱ도구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최신 전
산유체역학의 이론과 응용을 전반적으로 다룬다. 이론에서는 압축성 유체역학을 근간으로 한
hyperbolic system of equations을 다루는 최신 기법들을 중심으로 배우고, 응용에서는 오
픈소스 라이브러리인 오픈폼(OpenFOAM)의 기초를 배우고 그 활용을 익힌다.
MC4211 고급열전달 Advanced Heat Transfer [3:0:3]
This course course is designed to introduce advanced topics in heat transfer to
graduate students, who have already taken an undergraduate heat transfer course.
Among three different heat transfer modes, this course mainly focuses on heat
conduction and thermal radiation.
MC4212 최적설계 Optimal Design [3:0:3]
This course covers problem formulation and concepts of optimum design ,
mathmatical programing including linear and nonlinear ; design sensitivity analysis
; trade off analysis ; recent research topics in design optim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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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4213 고급고체역학 Advanced Solid Mechanics [3:0:3]
This course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part aims to extend the knowledge
about introductory solid mechanics. Specifically, it covers material behaviors,
energy methods, and unsymmetrical bending. The second part focuses on the
fundamental and unifying concept of continuum mechanics to facilitate further
study of solid mechanics. Topics include stress tensor, kinematics of deformation,
fundamental conservation laws and constitutive equations.
MC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MC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MC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MC9104 기계시스템설계 및 제작 II Capstone Design II [1:6:3]
본 과목은 기계공학전공 학생들의 학위논문(학사논문연구 II)을 대체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
용들에 대하여 학습한다.
- 그래픽 기반 프로그래링의 개념
- 데이터: 데이터 타입의 개념과 종류
- 소스코드 디버깅: 프로그램 디버깅 기법
- 구조: 프로그래밍 구조(반복문, 분기문)
- 모듈화 프로그래밍: 반복운용코드의 재사용성 향상기법
- 파일 입출력: 수집 및 가공된 데이터 저장/읽기 방법
- 프론트패널 제어: UI 디자인 및 사용자 사용편의성 향상기법
- 데이터 흐름 확장: 디자인패턴 학습위한 기반지식인 큐와 이벤트 개념
- 디자인 패턴: 대형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디자인 패턴개념과 종류
- 어플리케이션 만들기: 프로그램 빌드, 배포
- 계측기기 제어 기법: G"PIB, RS-232, DAQ
- Term Project: 4인 또는 2인 구성 조별 프로젝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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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소재공학전공
가. 전공 개요
신소재공학은 다양한 재료에 관한 이해 및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소재 및 소자를 개발하고 응용하기 위한 공학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타 대학에 개설된 재료공학 혹은 신소재공학에서 제공하는 금속/세라믹
중심의 학문이 아닌, 광·반도체 소재, 나노전자 소재, 유기정보소재, 에너지 소재, 생체의
료용 소재 분야 등 고부가가치 재료 부분에 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및 인류 복지
향상을 위한 신개념 소재 창출에 대한 창조적인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광·반도체 소재분야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LED, 실리콘 메모리 소자, 로직 반도체
소자 등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 고체전자소자 및 소재기술에 대한 기본 지식과
미래의 새로운 광원소자, 실리콘 소자를 대체하기 위한 신개념의 터널 FET, 그래핀소
자 등 차세대 광반도체기술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나노전자 소재분야는 나노스케일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노
사이즈의 특성을 이용하는 소재 및 소자 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저차
원 나노구조체에서 발현되는 동역학적 현상 연구, 산화물 박막 제조, 다층 자성 박막
기반 스핀트로닉스 소자 개발 및 미세 나노패턴닝 기반 고효율 소자 제작 등 현재의
나노 기술을 뛰어넘는 post-nano 시대를 대비하는 창조적인 연구 테마를 제공한다.
유기정보 소재분야는 NT/IT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새로운 유기물을 디자인 및 합성
하여 소재 측면에서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발광 소자, 트랜지스터, 메모리
소자, 센서시스템 등으로 응용개발을 위한 기반지식을 제공한다.
에너지 소재분야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전환, 저장 및 수송, 환경친화적 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 재료 분야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관련
유무기 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이해와 그 응용을 위한 재료과학적 기반지식을 제공한다.
생체의료용 소재분야는 나노기술 및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전달 및 의료영상,
조직 재생, 줄기세포 이용 등 재생의학에 필수적인 재료의 개발을 위한 유무기 재료의
특성 및 생물학적 기반지식을 제공한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재료과학, 고분자과학, 전자재료 실험, 유기재료 실험

재료유기화학, 재료물리화학, 재료의 결정구조, 상변태, 열역학, 재료전기화학,
박막공학, 반도체공학, 고분자물성, 고분자 합성, 생체재료, 의료용 고분자,
전공선택

재료의 전기적 성질, 나노바이오재료, 연성재료개론, 플라스틱 전자재료,
전산재료과학의 기초, 기초양자역학, 재료 분석, 고분자 합성 특론, 재료역학입문,
에너지 소재, 표면물리화학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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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MA3101 재료과학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 [3:0:3]
재료 전반에 관한 기초 이론과 함께 재료의 구조, 특성 및 응용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양한 재료들의 구조와 특성을 공부하면서, 재료의 결정구조, 고체 결함
및 확산, 상평형도를 이해하는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재료의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특성을 이해하여 신소재를 제조하고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MA3102 고분자과학 Polymer Science [3:0:3]
고분자는 플라스틱 용기에서부터 BT, IT, NT 등을 포함한 과학과 기술에 미치고 있다. 이 강의의
목적은 고분자 합성, 용액 및 고체상태의 열역학적 거동, 고무 탄성, 분리막과 전자소자의 응용
등 기본적인 고분자 과학과 기술을 이해하는데 있다.
MA3104 전자재료실험 Electronic Materials Laboratory [1:4:3]
본 실험교과는 다양한 재료과학 및 재료공학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기술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실험교과를 수강하는 학부 대학생들은 재료박막 합성, 반도체
및 에너지전극 재료의 합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에 대해 배우고 실험한다.
MA3105 유기재료실험 Organic Materials Laboratory [1:4:3]
본 실험교과는 다양한 재료과학 및 재료공학 연구 분야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험기술 및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본 실험교과를 수강하는 학부 대학생들은 고분자 유기재료의
합성법을 배우고, 생체재료 및 광전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과 적용에 대해 실험한다.
MA3201 재료유기화학 Organic Chemistry II for Materials Concentration [3:0:3]
이 과목은 유기화학I에서 배운 기초개념을 바탕으로 유기물질의 구조와 반응성의 관계를 심화
하여 다루는, 신소재공학 전공자를 위한 유기화학II 강의과목이다. 유기분자를 이루는 다양한
작용기들의 특성과 반응성, 작용기간 전환반응에 대해 공부하고, 이를 통해 유기화합물, 고분자,
생체분자등 다양한 유기재료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얻게 된다.
MA3202 재료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of Materials [3:0:3]
본 교과목은 거시적 열역학과 미시적 양자화학을 연결하는 통합적 개념을 바탕으로 재료과학
에서 물질의 성질에 대한 이해에 필요한 물리화학적 기본 지식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역학 및 양자화학의 기본 개념 요약, 통계열역학, 반응속도론, 반응동력학, 분자간인력, 고분자
및 고체, 표면 및 촉매 화학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MA3203 재료의 결정구조 Crystal Structure of Materials [3:0:3]
재료의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전자기적, 광학적 성질 등은 재료를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이
원자의 배열인 결정 구조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거나, 혹은 재료의 성질을
규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 구조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목을 통해 결정학적 지식에 기반한 재료의 결정 구조를 학습하고 또한 재료의 결정 구조와
다양한 물성간의 상관관계, 나아가 X선 회절의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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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3204 상변태 Phase Transformation [3:0:3]
상변태과목에서는 재료에 관련된 열역학, 상태도, 확산, 결정계면, 미세조직, 핵생성과 성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다룬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원하는 재료의 구조를
제작하고, 이 구조의 열역학적 그리고 운동학적인 상태를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MA3205 열역학 Thermodynamics [3:0:3]
열역학 제1, 제2, 제3 법칙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한다. 또한, Gibbs free energy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평형의 의미와 상평형 도형을 공부한다. 또한, 기본적인 통계 열역
학을 공부하고 partition function을 매개로 하여 고전 열역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MA4201 재료전기화학 Materials Electrochemistry [3:0:3]
본 과목은 전기화학의 기초 원리 및 지식을 습득하며 전극이나 전해질등의 재료적 측면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한다. 응용으로서 전기화학 시스템의 이해 및 활용되는 재료들에 대해서 고찰한다.
MA4202 박막공학 Thin Film Technology [3:0:3]
본 강의에서는 진공의 생성 및 측정, 진공 시스템의 운용, 박막의 성장과 식각을 위한 다양한 물
리적 화학적 방법들이 소개되고, 이들과 관련된 원자론적, 운동학적인 메커니즘이 설명될 것이다.
박막의 성장 및 식각 공정으로는 증발 증착, 스퍼터링, 이온 빔 프로세스, 화학기상증착 방법, 다
양한 플라즈마 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기술이 소개될 것이다. 또한, 박막과 박막 표면의 전기적,
광학적, 화학적,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들도 소개된다. 본 박막공학 강의에서는 진
공기술, 플라즈마의 특성 및 생성, 박막의 성장과 식각, 프로세스 모니터링과 및 이와 관련된 원
자론적인 메커니즘, 박막의 물리적 특성, 박막 특성 및 박막의 응용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MA4203 반도체공학 Introduction to Semiconductor Devices and Processes [3:0:3]
반도체는 정보사업의 근간이 되는 각종 광소자와 전자소자에 활용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소재
보다도 가장 많이 연구되어온 핵심소재이다. 이 과목은 반도체 기초 물성, 소자제작공정, 소자
(pn 접합, contact, MOSFET)에 대한 기초 개념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MA4204 고분자물성 Physical Properties of Polymer [3:0:3]
고분자의 기계적 성질은 이들의 분자량 및 유리전이 온도 및 점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속이나 세라믹 재료와는 크게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이 과목에서는 이

들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고분자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이해를 증진하여, 나아가
이들의 기계적 특성의 측정 방법을 배운다.
MA4205 고분자 합성 Polymer Synthesis [3:0:3]
이 과목은 대학교 3,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슬반응중합 및 단계반응중합 등의 다양한 중합
방법들과 중합반응에서의 반응속도론과 반응메카니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동시에 다양한 종류의 고분자들을 소개하고 이들의 중합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MA4206 생체재료 Biomaterials [3:0:3]
본 과목은 재료공학 분야의 학부과정 학생에게 생체재료와 응용에과한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과목의 초기 7주 동안은 생체재료의 기초적인 요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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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바이오시스템과의 상호적용을 공부하며, 이후 3주간은 다양한 생체재료와 이의 특성들,
나머지 기간 동안은 생체재료기반의 응용에 관하여 과목이 진행될 것이다.
MA4207 의료용 고분자 Biomedical Polymers [3:0:3]
이 과목은 의료용으로 사용되어온 다양한 고분자들 및 그들의 응용예를 소개한다. 합성/천연
고분자, 가수분해/효소분해, 고형/수화젤/나노시스템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른 고분자 물질을
소개한다.
MA4208 재료의 전기적 성질 Electronic Properties of Materials [3:0:3]
금속이나 반도체 등 물질의 기본 물성은 그 물체 안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다. 이 과목에서는 물질의 특별한 구조에서 전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고찰 할 것이다. 그
결과 나타나는 물질의 전기적, 자기적, 광학적, 및 열적인 성질들이 어떻게 기술되는지 살펴
볼 것이다.
MA4209 나노바이오재료 Materials for Nanobiotechnology [3:0:3]
나노재료 및 바이오재료는 융합을 통해 전 세계적인 재생 에너지 문제와 보건 부분에서 놀라
운 성취를 보인 굉장히 중요한 재료들이다. 특히, 촉매재료에 의한 재생 에너지 및 연료의 제
조 및 약물 전달에 의한 질병 치료는 나노바이오공학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 과
목에서는 나노생촉매전환과 나노메디신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과목에서는
촉매, 생촉매, 나노생촉매, 나노크기의 이미징재료, 그리고 나노 크기의 약물전달 물질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MA4210 연성재료개론 Introduction to Soft Matter [3:0:3]
이 과목은 콜로이드, 고분자, 액정, 양친매성 분자 등과 같은 연성물질에 대한 통합된 관점의
화학과 물리를 학습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연성 소재가 공통으로 가지는 나노 규모에서 구조
적 물리적 현상, 점탄성 및 이완 현상, 자기조립 및 상전이 현상 등에 대한 것들을 다룬다. 이
과목은 새로운 에너지 및 환경 분야와 관련된 과학 기술 개발을 위해 유기 연성 소재를 사용
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MA4211 플라스틱 전자재료 Materials for Plastic Electronics [3:0:3]
플라스틱 전자재료를 이용하는 플라스틱 전자공학은 저가형, 경량형의 플렉서블 전자소자를
구현할 수 있는 연구분야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플라스틱 전자재료 개발은 소자의 성능에 굉
장히 중요하다. 본 과목에서는 플라스틱 전자공학에서 연구되고 있는 다양한 전자소자와 이와
연관된 전자재료들을 다룰 예정이다.
MA4212 전산재료과학의 기초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Materials Science [3:0:3]
전산재료과학의 기초에 관한 학부 수준의 강의이다. 주요 강의내용은, 수치 미분/적분, 미분
방정식의 수치해, 선형대수, 분자동역학, 몬테카를로 방법 등이다.
MA4213 기초양자역학 Elements of Quantum Mechanics [3:0:3]
물질의 구조, 전자구조, 광학특성, 전기특성을 설명하는 양자역학의 기초 습득.
(1)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 및 역사, 가설, 기본 개념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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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자 및 분자의 병진, 회전, 진동 등의 기본 운동 양자역학적 이해.
(3) 물질-빛 상호작용 이해, 분광학 및 일상생활의 양자역학 현상 이해.
(4) 물질의 전자구조, 광학특성, 전기특성, 화학결합이해 위한 선행과목.
(5)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화학 이해 위한 선행과목.
MA4214 재료 분석 Materials Characterization [3:0:3]
본 수업에서는 파동의 간섭부터 원소/구조 분석에 이르는 재료분석 이론과 방법론을 다룬다. 크
리스탈 및 비정질 금속과 세라믹 폴리머의 구조 및 이미징의 원리를 배우며, 원자에서 분자단
위에 이르기까지 정밀한 재료 분석법을 익힌다.
MA4215 고분자 합성 특론 Advanced Polymer Synthesis [3:0:3]
본 교과목은 고분자의 화학구조에 따른 명명법과, 보편적인 고분자합성 방식인 사슬중합 및
단계중합의 기초를 다룬다. 나아가 고분자의 1차 화학구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리빙중합(이온중합, 그룹전이중합, 복분해중합, 배위중합, 이모탈중합)의 특성을 다룬다.
MA4216 재료역학입문 Introduction to mechanics of materials [3:0:3]
본 수업에서는 응력과 변형의 관계-거시적인 기계적 특성이 어떻게 재료의 구조 및 미세구조
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원자, 분자부터 연속체 수준까지 다룬다. 본 수업을 통해 탄성, 비탄성
변성 및 결함, 피로, 분쇄 현상을 금속, 세라믹, 고분자, 복합체를 아울러 배우며, 원하는 기계
적 특성을 얻기 위한 재료의 디자인 및 공정에 대해 배운다.
MA4217 에너지 소재 Energy Materials [3:0:3]
본 과목은 연료전지 (고분자전해질, 고체산화물, 인산염, 용융탄산염 연료전지 등) 및 배터리
(리튬-이온, 리튬공기, 리튬황, 플로우전지 등), 수소 생산 및 저장 재료/시스템, 전기화학적
캐패시터 등의 에너지 저장 및 전환 시스템 및 그에 필요한 소재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이해하
는데 그 목표가 있다. 게다가 각 에너지 시스템 및 소재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하기 위하여
구동원리인 전기화학 기본에 대한 내용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CV 및 EIS 등 실용적인 전
기화학적인 에너지 소재 및 시스템 분석기법도 포함할 것이다.
MA4218 표면물리화학 Physical chemistry of surfaces [3:0:3]
나노크기의 재료와 소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면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표면구
조와 표면 특성을 규명하는 기술, 표면 및 계면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강의가 제공되
며 표면의 열역학 및 전기적 특성을 2차원 열역학, 통계열역학 및 양자화학의 지식을 이용하
여 이해하고자 한다. 또한 흡착등온선, 촉매, 나노입자, soft 물질의 계면 및 표면에 대한 내
용에 대해서도 강의를 진행한다.
MA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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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MA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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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환경공학전공
가. 전공 개요
뜨거워지는 지구, 오염되는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와 물의 필요는 현재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지구·환경공학전공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이루어
지는 환경변화와 현상들을 이해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문분야에 대한 기초과목들부터 전문화된 전공과목들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지구·환경공학전공 교과목의 특색은 환경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특화된 물리, 화
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기초과학들과 열역학, 지구물리, 대기역학, 공업수학, 물질양론,
단위조작, 무기화학, 유기화학, 수화학, 토양화학, 전기화학, 생화학 및 미생물학 등의 교
과목들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은 지구·환경공학전공이
추구하는 교육의 최종 목표가 단일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매체
들의 복잡현상을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있기 때문이다. 기초 교과목
들을 이수한 학생들은 전공심화과정의 1단계에서는 지구환경, 기후변화, 환경거동, 대기,
해양, 수질, 토양 등의 여러 환경 매체들의 특성이 부여된 조건에서 요구되는 이동현상,
환경모니터링, 모델링, 기기분석 및 실험, 그리고 유체역학, 반응공학, 수치해석, 지속가능
에너지 공학 등이 개설된다. 전공심화과정의 2단계에서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물리화학적처리, 생물학적처리, 처리공정설계, 환경복원, 환경에너지공학, 환경통계 등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특히 전공심화 교과목들은 대학원 진학과 연계되어 보다 심도 있는
학업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본 지구·환경공학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은
기후변화대응, 환경오염방지, 미래에너지확보기술, 미래수자원확보기술 등 지속가능한 사
회 구현을 위한 국가기반기술과 미래융합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예정이다.

나.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전공필수

교과목명
환경공학, 대기학, 해양학, 환경분석실험Ⅰ, 지구환경 열역학, 지구환경이동현상
환경 생태학, 분석화학, 지구환경 시스템모델링, 생지화학, 해양물리,
환경공정 단위조작, 환경공정 실험, 환경분석실험 II, 전기화학, 에너지화학,

전공선택

대기오염공학, 수화학, 환경 독성학 기초, 대기화학과 기후변화, 지구·환경과학 통계,
환경화학, 미세먼지 측정 및 실험, 대기질 연구 동향과 응용, 기기분석, 대기질
자료 분석과 응용 I

※ 생화학 II, 유체역학, 미생물학, 수리물리 및 연습 신설 예정
연구

학사논문연구, 학사논문연구 I, 학사논문연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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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교과목 개요
EV3101 환경공학 Environmental Engineering [3:0:3]

물, 대기, 에너지를 다루는 환경공학 전반의 기본 개념에 대한 교과목으로 화학, 생물,
물리를 기반으로 환경적 문제들을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이론을 다
룬다. 질량/에너지 밸런스, 화학반응공학, 식수 및 폐수처리공학, 대기공학, 현장정화,
에너지, 환경규제, 환경정책 및 윤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EV3104 대기학 Atmosphere Science [3:0:3]
대기학에서는 대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학반응에 대해 학습하고 이해한다. 현대사회에서 일
어나고 있는 이상기후변화의 원인 및 대기오염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 배울 수 있다. 또한
최근 큰 문제로 거론되는 미세입자에 대해 간략하게 배우게 된다.
EV3105 해양학 Oceanography [3:0:3]
해양학은 크게 해양 지질학, 해양 화학, 해양 물리학 그리고 해양 생태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수업을 통해 해양의 광범위한 물리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화학적 특성 및 상관관계에 대
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복잡한 자연계를 해석하고자 한다.
EV3106 환경분석실험 I Environmental Laboratory I [1:4:3]
환경분석실험 I 에서는 수업 및 과제에서 수행하는 상수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수처리 및 미
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 등의 환경문제에 대한 실험을 통해 환경공학의 기본 개념 및 공학자
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EV4105 지구환경 열역학 Earth and Environmental Thermodynamics [3:0:3]
지구환경 열역학 에서는 자연계와 인공계에서 일어나는 거시적 성질을 논하기 위한 열역학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에너지와 에너지 전달 및 분석, 반응속도론에 대해 공부하며,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인자의 상호반응 및 환경제어를 위한 반응 메커니즘을 이해하고자 한다.
EV4106 지구환경이동현상 Earth & Environmental Transport Phenomena [3:0:3]
본 교과목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열, 물질, 운동량의 흐름에 대하여 이동현상의 기본 개
념을 이용하여 배운다. 이동현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여 여러 환경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한다.
EV3205 환경 생태학 Environmental Ecology [3:0:3]
환경 생태학은 환경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특성 이해를 통해 환경문제의 특성과 해결방안을
학습하는 학문으로써 생태계의 기본 원리와 환경문제의 연계성 파악, 에너지-물질 등의 흐름
과 지구환경과의 상호작용 이해, 생태복원 기법 등 자연환경 문제 해결역량을 키우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EV3208 분석화학 Analytical Chemistry [3:0:3]
본 과목은 화학과 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의 기본 원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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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제공한다. 전반기에서는 과학적 측정을 통해 얻어지는 자료들을 해석하는 방법과 통계의
기본을 다룬다. 이후, 다양한 정성 분석 방법들의 배경 이론을 학습하고, 분석 화학이 화학 이외의
생명 과학이나 환경 과학에서 응용되는 사례들을 공부한다.
EV4201 지구환경 시스템모델링 Earth & Environmental Systems Modeling [3:0:3]
본 과목은 환경시스템을 최신 계산적 접근을 이용한 환경시스템을 모델링에 필요한 기본 수학
지식과, 환경 시스템 분석 및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우선, 환경시스템 모델링의 기본 개념,
환경시스템을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학, 그리고 환경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한
기본 최적화 기법에 대해 다룬다. 이를 통해 환경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분석 방법과 모델의
구성 및 최적화에 대한 기초 지식을 배운다.
EV4202 생지화학 Biogeochemistry [3:0:3]
본 과목은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현상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동적 시스템에 대해 다룬다.
생지화학은 주로 생물권과 지권간의 에너지와 원소들의 순환에 대해 다루는데, 물, 탄소, 황,
질소의 순환이 그 대표적인 예다.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생물권과
지권의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 역할 및 그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EV4203 해양물리 Marine Physics [3:0:3]
해양물리학은 해양의 물리학적 특성 및 해류에 관한 기초이론, 해양 파랑 및 조석에 관한 기초
이론 그리고 대기운동에 의한 해수 순환 등 해양 환경에 대한 물리적인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위한 학문이다.
EV4204 환경공정 단위조작 Unit Operations of Environmental Processes [3:0:3]
환경공정 단위조작에서는 수처리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처리와 같은 환경 공정에서 각 단위 공정에
대한 원리 및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화학적,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물질전달 및 이동현상을 통해 각 공정 처리 및 운영 등과 관한 공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EV4205 환경공정 실험 Environmental Processes Laboratory [1:4:3]
환경공정 실험은 환경공정에 관한 기초 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수처리 공정 및 여러 환경
공정에 대한 실험실 규모의 실험을 통해 환경 공학의 실무를 익히고, 이를 현장에 적용 및 연구
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하고자 한다.
EV4206 환경분석실험 II Environmental Laboratory II [1:4:3]
환경분석실험Ⅱ 에서는 수업 및 과제에서 수행하는 하수 처리와 같은 기본적인 수처리 및 미생물을
활용한 환경 처리 공정에 대해 실험을 통해 환경공학의 기본 개념 및 공학자료 수집 및 분석에
대한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
EV4209 전기화학 Electrochemical Technology [3:0:3]
이 수업에서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전기화학의 기본원리를 이용하여 산업화된 분야를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및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전기도금, 오랜 역사가 있는 부식
및 방식, 전극을 이용한 폐수처리(촉매반응, 흡탈착 공정)와 살균공정, 미래의 에너지원인 화학
전지(연료전지, 수전해) 그리고 우리의 실 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137 -

EV4210 에너지화학 Energy Chemistry [2:2:3]
에너지화학은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과 변환 공정에 관련된 화학을 강의한다. 강의
내용은 에너지 신기술의 개요와 화학에너지와 전기에너지의 변환에 관련된 물리적, 전기화학적
원리, 열역학, 재료를 다루게 된다.
EV4211 대기오염공학 Air Pollution Engineering [3:0:3]
국민보건 영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기오염 유발 물질에 대한 기초적 지식과 오염
물질 발생, 측정 및 분석기술, 제거기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V4212 수화학 Aquatic Chemistry [3:0:3]
본 과목은 물에서의 무기 물질들의 기본 거동에 대해 다룬다. 주로 화학 평형에 대해 다루는데,
산-염기, 착화합물 형성, 석출-용해, 산화-환원 반응이 그 대표적인 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반응
속도론 역시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 주어진 수환경에서 평형상태의 물질 구성을 알아보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복잡한 시스템에서의 물질들의 거동에 대한 직관적인 능력 또한 함양할 수 있다.
EV4213 환경 독성학 기초 Basic Environmental Toxicology [3:0:3]
인간과 생태계에 위해요인인 오염물질이 환경내에서의 거동과 화학변화에 따른 독성변화를 다
룬다. 주요내용은 독성기작, 화학거동, 생태독성학, 독성오염물질 분류, 독성시험법, 그리고 위
해성평가 등이다.
EV4214 대기화학과 기후변화 Atmospheric Chemistry & Climate Chnage [3:0:3]
본 과목은 지구 대기에서 일어나는 화학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주로 지구 대기권과
생물권간의 상호작용이 다뤄질 것이다. 본 과목을 통해 자연 상태와 요염된 상태의 대기에 대한
이해와, 오존층 파괴, 산성비, 스모그, 기후변화 등 주목받고 있는 환경 이슈들에 대한 이해가
동반 될 것이다. 본 과목을 통해 여러 환경문제들의 원인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
EV4215 지구·환경과학 통계 Statistics for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3:0:3]
본 과목에서는 지구환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는 현상에 대해, 여러 환경 데이터들을 처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운다. 주로 데이터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환경인자간의 영향을
통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할 수 있다. 본 과목을 통해 환경 데이터 관리 및 처리 등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환경인자가 공존하는 복잡한 환경시스템을 통계적으로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운다.
EV4216 환경화학 Environmental Chemistry [3:0:3]
본 과목에서는 환경매체(물, 토양, 대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요 화학반응 및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유무기) 원소 및 화학 오염물의 거동 및 변환을 열역학적 및 화학반응
속도록적 방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EV4221 미세먼지 측정 및 실험 Fine Particle Measurement [2:2:3]
본 과목에서는 국민보건 영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대기오염 유발 물질에 대한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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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지식과 오염물질 발생, 측정 및 분석기술, 제거기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V4222 대기질 연구 동향과 응용 Air Quality Study Trend and Its Application [3:0:3]
본 과목은 대기질 연구에 있어 첨단 장비에 근거한 연구 최신 동향을 파악함으로서 세계적 수
준의 지식을 함양함은 물론, 이러한 연구 과정을 이해함으로서 협업과 건설적인 비판의 중요
성을 인지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이를 통해 목적에 맞는 대기질 연구를 설계할 수 있고, 실질
적인 연구의 예를 통해 간단한 자료 분석 능력을 함양하고자 한다.
EV4223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3:0:3]
이 과목은 학생들에게 현대 분석 기기장치의 작동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이
과목에서는 분광 광도법, 원자 분광법, 질량 분석학, 그리고 기체 크로마토 그래피, 액체 크로
마토그래피, 모세관 전기 영동 등의 분리 분석법에 대해 학습하며, 기기 분석에 관한 연구 논
문을 발표하는 기회를 갖는다.
EV4224 대기질 자료 분석과 응용 I Air Quality Data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3:0:3]
방대한 대기질 관련 정보의 홍수 속에 객관적으로 자료 이해하여 올바른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업으로, 현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대기질 현안 소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자료(예: NASA, NOAA, 에어 코리아 등)를 분석하고
이해함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고 있는 대기 환경 및 대기질 저하 현상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을 본 수업의 목표로 한다.
EV9101 학사논문연구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3]
2010~2014학번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V9102 학사논문연구 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학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EV9103 학사논문연구 II Undergraduate Thesis Research II [3]
2015학번 이상 학생들의 최종 학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과목으로 논문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사논문연구신청서를 근거로 개별적인 연구를 거쳐 학사학위 논문을 작성 및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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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전공 프로그램
가. 수학 부전공
1) 개요
수학은 모든 이공 분야의 기초 학문이며, 학문의 기본 자질인 논리적 사고를 기르는
데 가장 뛰어난 학문 체계이다. 국가의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양성하는
정부출연의 과학특성화 대학으로서, GIST의 대학생들에게 이공학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튼튼한 수학적 기초를 다질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철저한 논리적 사고 배양의
기회를 풍부하게 하고자 수학 부전공을 운영한다.

2)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부전공 필수
(I)

교과목명
(고급)다변수해석학과 응용, 미분방정식과 응용, 선형대수학과 응용, 현대대수학
※ 기초과학 필수과목으로 이수한 학점을 제외하고 3개 과목 필수 이수

부전공 필수

해석학과 응용, 복소함수학 및 응용

(II)

※ 두 과목 중 1개 과목 필수 이수
수학적 사고와 증명, 수학적 사고의 기초, 수학적 모델링, 확률과 통계,

부전공 선택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정수론과 응용, 기하학 I,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그래프 이론, 이산수학, 과학계산, 위상수학 개론,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3) 교과목 개요
MM2001 다변수해석학과 응용 Multivariable Calculus and Applications [3:1:3]
다변수 함수/벡터함수의 미적분학을 다루며, 기본개념 및 응용을 다룬다. 벡터함수의 연속성,
미분가능성, 방향미분, 기하학적 구조해석을 기본으로 하여 다중적분, 선적분, 면적분에 관한
이론을 이해한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정립하고 수학적 엄밀성을 높인
기초적인 증명방법을 배울 수 있다.
MM2002 미분방정식과 응용 Differential Equations and Applications [3:1:3]
이 교과에서는 수학 및 공학의 필수인 미분방정식의 정립 및 풀이와 자연과학 및 공학에의 응
용에 대하여 공부한다.

상미분방정식의 해의 존재 및 단일성, 선형미분방정식 및 선형 연립

미분방정식, 라플라스 변환방법, 푸리에 시리즈; 편미분 방정식의 개요 및 수치 해석적 풀이
등에 대하여 배운다.
MM2004 선형대수학과 응용 Introduction to Linear Algebra and Applications [3:1:3]
선형대수학은 수학교과의 기본 필수 과목이며 미적분학과 더불어 이공계 전공 학부의 필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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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이다. 이 강좌에서는 선형대수의 기본 개념인 벡터 공간과 이들 사이의 선형변형 및 이를
나타내는 행렬에 관한 이론을 심도 있게 배우고 기하학, 미분방정식 외 신호처리, 제어이론
등 공학 전공에서의 응용과 활용을 배운다.
MM2006 수학적 사고와 증명 Foundations of Mathematical Thinking [3:0:3]
이 교과목은 기초수학 필수과목을 모두 수강한 학생들이 이후에 수학분야의 상위과목(선택과
목)이나 추론과 추상화가 필요한 과목들을 수강하려는 경우에 선수과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학의 여러 분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과 엄밀한 증명 과정을 배움으로써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추상화 시키는 방법을 배운다. 공리, 정의, 정리, 증명 등의 정확한 의미, 증명의 방법,
추론 방법 등을 소개하고 이를 적용하는 훈련을 한다.
MM2007 수학적 사고의 기초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Thinking [3:0:3]
수학적 사고를 기르고 공리체계에서 엄밀하게 증명하는 방법을 훈련한다. 논리력을 기르기 위
해 수학 텍스트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텍스트강독, 토론, 그리고 수학적 글쓰기(증명)를 배운다. 수학적 사고를 위
해 필요한 기본방법을 배운다. (수체계, 함수, 귀납법을 기본으로 하며 정수론의 기초,
counting, 실수의 연속성, 무한의 개념, 함수의 연속성, 복소수체계도 다룬다.)
또한, 실생활이나 다른학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학적 사고가 활용된 예를 찾아보고 분석한
다. 제대로 쓰이는 예와 잘못된 예를 구분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른다.
MM2011 고급다변수해석학과 응용 Multivariable Calculus and Applications –Honors [3:1:3]
This course covers vector calculus of multi-variable function providing rigorous
proofs and theoretical background.
MM3001 해석학과 응용 Real Analysis and Applications [3:0:3]
실함수론의 체계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과과정으로, 실수의 체계, 실함수의 극한, 연속, 미분,
적분과 리만적분 외의 내용을 배운다. ε - δ 을 이용한 정리의 증명을 이해하고 해석학의 근
본 개념을 배운다. 이 교과를 통하여 수학적/해석적 논리를 전개하고 증명을 독해/ 작문의 능
력을 키운다. 더불어, 실함수 해석학으로 가능한 응용을 학습한다.
MM3012 수학적 모델링 Mathematical Modeling for Engineers [3:3:2]
2016년 여름학기 미국 유수 Liberal Arts College 중 공학대학인 Harvey Mudd College 의
Rachel Levy 교수님을 초빙하여 수학-공학 융합 과목을 GIST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
현 Harvey Mudd College에서 개설되고 있는 Engineering Mathematics (E72) 과목을 바탕
으로

설계된

이

강좌에서는

실질적인

공학문제의

demonstration

과

mathematical

modeling 의 배경이 되는 수학논리의 mini-lecture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group work,
그리고 Matlab 프로그래밍을 통한 수치해석까지 공학에서 필수적인 내용을 포괄적으로 학습
함. 수학적 기법과 응용성을 학습하며, 특히 이 과목을 통하여 ‘수학적

자신감, 공학 문제에

적절한 수리 도구 구별력, 계산적 해의 정확성에 대한 판별력, 해석적, 전산적 기량 습득, 복
잡한 문제해결의 필수요소인 인내력’과 같은 덕목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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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015 확률과 통계 Probability and Statistics [3:0:3]
“확률과 통계” (또는 “기초통계학”) - 이 과목에서는 대학 과정 이수에 필요한 정성적/정량적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적 사고의 기초를 학습한다. 또한 수학, 통계학, 또는 계량적 분석을 많
이 요구하는 학문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과학적 분석방법의 수리적 토대를 갖추도
록 하여 상위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MM4002 복소함수학 및 응용 Complex Analysis and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복소수와 복소함수의 기초를 배우는 과정이다. 복소해석학은 수론, 응용수학을 포
함한 수학의 여러 분야뿐 아니라 물리학에서도 응용을 찾을 수 있다. 이 과목에서는 복소수의
연산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복소변수 함수와 그 연속성, 미분성, 해석적 등의 정의를 학습
하며 테일러 급수, 로랑 급수, 리우빌의 정리, 코시 정리, 해석적 접속, 리만 사상 정리등 복
소해석학의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익히고 푸리에 변환등 복소함수의 적분과 의미, 응용에 대
해 배운다.
MM4003 편미분방정식과 응용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and Applications [3:0:3]
편미분 방정식은 수학, 과학 및 공학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분야로 미분과 미분방정식에 대
한 지식을 기반으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MM4004 현대대수학 Abstract Algebra [3:0:3]
이 과목은 현대대수학의 기본 개념이 되는 group thoery, ring theory, 그리고 field theory
에 대하여 배운다. 추상화를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며 여러 다른분야에서 쓰이고 있
는 group이나 field의 응용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MM4005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Scientific Programming [3:0:3]
이 과목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C, C++ 언어 등)를 배운 후에, 계산과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계산(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UNIX OS의 기본적 이해, 가시
화, 등 과학계산 환경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운다.
MM4006 정수론과 응용 Elementary and Analytic Number Theory and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전통적인 기초정수론의 기본 개념과 응용,

그리고 소수정리의 바탕이 되는 해석적

정수론의 기초를 학습한다.
MM4007 기하학 I Geometry I [3:0:3]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을 기반으로 하여 유클리드 기하와 비유클리드 기하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특히 곡면 기하를 익히기 위해서는 미분방정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등거
리변환의 이해를 위해서는 대칭군이 필요하다.
MM4008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Monte Carlo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과학계산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나노 시대에 필요한 (동력학적) 몬테카를로 방법론
기초, 그리고 그 방법론의 특성과 여러 실레를 통한 몬테카를로 과학 연구 응용에 대해 공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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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4009 그래프 이론 Graph Theory [3:0:3]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의 토대가 되는 그래프의 여러 가지 수학적 성질에
대하여 배운다. 그래프와 그에 관련한 여러 가지 기본 개념들, 트리구조, Matching, Factor,
Connectivity, Coloring, Planar Graphs, Ramsey Theory등을 엄밀한 증명을 토대로 배우
며 Algebraic method, probabilistic mehtod 와 같은 방법론도 공부한다. 또한, 실제로 응
용되는 분야의 example도 다룬다.
MM4010 이산수학 Discrete Mathematics [3:0:3]
이 과목에서는 컴퓨터이론의 토대가 되는 이산구조의 원리와 이산구조를 다루는 다양한 방법
을 다룬다. 또한,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기본 논리와 formal mathematical proof에 대한 개
념, 방법을 배운다.
MM4015 과학계산 Scientific Computing [3:0:3]
이 과목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C, C++ 언어 등)를 배운 후에, 계산과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계산(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UNIX OS의 기본적 이해, 가시
화, 등 과학계산 환경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운다.
MM4016 위상수학 개론 Introduction to Topology [3:0:3]
The course is aimed to offer a basic introduction to topological properties of
spaces, like continuity, convergence, compactness, metric spaces and metrizability.
If time permits(although unlikely), the concept of the fundamental group will be
discussed.
MM4017 매스매티카와 기호계산 I Mathematica & Symbolic Computing I [3:1:3]
이 과목에서는 두 학기에 걸쳐서 Mathematica를 이용한 기호 계산과 이를 응용하여 수학, 과학
및 공학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의 해법을 익힌다. 주요 주제로는 공식의 변환, 방정
식 해법, 미분학, 벡터 해석, 이산 수학, 연산자 해석, 비쥬얼 및 그래픽스 등이 있다. 이를 바탕
으로 기호 계산을 응용하여 연결된 시스템 이론, 전자기학, 신호 처리 등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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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문학·사회과학 부전공
1) 개요
GIST 대학생들에게 졸업 시 인문학·사회과학 영역의 부전공 이수 자격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이공계 전공 분야 외에 다양한 인문·사회 분야에 대한
학업 동기를 고취하고, 인문·사회 영역의 특정 분야를 더욱 집중적으로 공부하고자 하
거나, 문화기술 등 융합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의 개별적 수요에 맞는 제도적 지
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인문학·사회과학 부전공은 한 분야 과목들의 이수에 기반한 ① (단일분야) 부전공과
두 분야 과목들의 이수에 기반한 ② (복수분야) 연계부전공의 두 유형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 단일분야 부전공은 학문적으로 확립된 분야의 부전공으로서 대외적 통용
력이 있어 관련 분야 진출 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복수분야 연계
부전공은 이종교배를 장려하는 융합과 통섭의 취지를 살려 두 분야의 자유로운 결합
으로 설계하여 운영한다.

2) 교과목 편성현황
○ 인문학 영역
분야 담당교수

부전공 필수과목

부전공 선택과목

GS3504/한국근현대작가론(3)

GS2503/한국현대소설의 이해(3)

GS2507/시의 이해(3)

GS3504/한국근현대작가론*(3)

GS2521/영웅과 반영웅: 서구

GS2506/한국현대시인론(3)

근대문학의 이해(3)
GS2526/문학과 연인들(3)

GS2507/시의 이해*(3)
GS2509/한국현대소설의 사회적
성찰(3)

중 택1

GS2521/영웅과 반영웅: 서구
근대문학의 이해I*(3)

이시연,
문학

차미령,

GS2522/개성과 정체성: 영미
성장기 문학(3)

이수정

GS2523/영미단편소설 읽기(3)

중 1인

GS2524/희극의 발견(3)
GS2525/근대의 모험: 서구
근대문학의 이해II(3)
GS2526/문학과 연인들*(3)
GS2814/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러지(3)
GS3501/이상문학과 과학(3)
GS3502/시창작 특강(3)
GS3802/과학자 문학(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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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필수과목 혹은
선택과목으로
이수 모두 가능
※ 17학번까지는
‘GS2021 이야기
문학과 삶(구
이야기 문학의
이해), GS2502
한국문학사의
쟁점, GS2505
고전시가의 이해,
GS2510 한국
고전문학과
사상’도 선택
과목으로 인정

분야 담당교수

부전공 필수과목
GS2602/한국사의 이해(3)

부전공 선택과목

비고

GS2601/동아시아의 전통과 현대(3)
GS2603/동아시아의 근대화(3)
GS3901/일본문화론(2)

김용덕*
역사학 김동혁
중 1인

GS2612/서양 고대와 중세 문명(3)
GS2613/현대서양의 형성과 전개(3)
GS2614/초기근대의 서양(3)
GS2615/사회주의:이론과 역사(3)
GS2616/장기 19세기 서양 역사(3)
GS2618/러시아사(3)
GS3601/강대국의 흥망(3)
GS2620/철학의 근본문제들(3) GS2622 세계종교의 이해(3)
GS2626 한국철학의 이해(3)
GS2628 서양철학고전 강독(3)
GS2630 한비자와 법가의
정치철학(3)
GS3621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1(3)

철학

이용주,

GS3622 20세기 철학의 주제들 2(3)

원치욱

GS3623 동양철학고전 강독(3)

중 1인

GS3624 주역입문(3)
GS3625 노자사상의 이해(3)
GS2661/논리와 비판적 사고(3)
GS3631/마음과 컴퓨터(3)
GS3632/의사결정이론과 합리적
선택(3)
GS3633/과학철학 특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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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석좌교수

○ 사회과학 영역
분야 담당교수

부전공 필수과목

부전공 선택과목

GS2763/현대법학의

GS2761/인권법: 현대 사회의

이해(3)

비고

인권문제들(3)
GS2762/법과 정의: 이념과 현실(3)
GS2765/헌법과 국가(3)

법학

GS2812/생명윤리와 법(3)

김건우

GS3762/현대법사상 강독(3)
GS3763/현대 법철학의 주제들(3)
GS3861/신경과학과 법(3)
GS4761/인공지능 로봇의 윤리(3)
GS4762/인공지능 로봇의 법(3)
GS2787/한국정치론(3)

GS2785/국가와 시민사회론(3)
GS2786/정치경제론(3)
GS2788/민주주의론(3)
GS2###/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가와 사회**
GS2###/근대 국제정치사**

정치학 임혁백*

GS2###/서양 정치사상사**
GS2###/한국과 동양 정치사상사**

* 석좌교수
** 추후 신설
예정

GS2###/한중 국제관계사**
GS2###/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GS2###/미국정치론**
GS2724/거시경제학(3)

GS2725/사회복지와 재정(3)

GS2731/미시경제학(3)

GS2726/글로벌 경제의 이해(3)
GS2727/동아시아 경제론(3)

김상호,

GS2728/세계화 시대의 경제정책(3)

경제학 김희삼

GS2729/경제학사(3)

중 1인

GS2730/해외경제론(3)
GS2732/행동경제학 1(3)
GS2733/행동경제학 2(3)

※ ‘GS2721
기초경제학’도
부전공 선택
과목으로 인정
(필수과목 대체는
불가)

GS3721/교육의 경제학(3)
GS2750/경영학원론(3)

GS2751/전략경영(3)
GS3751/소셜네트워크와 기업행동(3)

경영학 진규호

GS2752 기술혁신전략
GS3752/기업전략
GS2731/미시경제학(3)
GS2704/기업과 사회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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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704 변경전
과목명: 기업과 사회

분야 담당교수

부전공 필수과목
GS2704/기업과
사회Ⅰ(3)

부전공 선택과목

비고

GS2708/기업과 사회 II(3)
GS2701/한국사회의 이해(3)
GS2702/미국사회의 이해(3)
GS2703/세계화와 발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지형(3)

사회학 장진호

GS2705/정보사회론: 기술, 미디어,

- GS2704 변경전
과목명: 기업과 사회

대중문화(3)
GS2706/세계정치의 변환(3)
GS2707/오타쿠대중문화론(3)
GS2803/과학기술과 사회(3)
GS2742/인간의 마음과 GS2748/언어와 마음: 언어심리학적
행동 1(3)

접근(3)

심리학 최원일 GS2743/인간의 마음과 GS2747/인간관계의 심리학(3)
행동 2(3)

GS4741/기술정보사회의 심리학
GS3###/뇌와 인지*

※ 과학기술학 부전공 신설 예정

3) 교과목 개요
※ 기초교육학부에 편성된 해당 교과목 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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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학기
신설 예정

다. 에너지 부전공
1) 개요
융합기술원의 융합교육 커리큘럼 중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융합인재 양성과정을 GIST 대학생들에게 부전공 과정으로 제공함으로써 융합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교과목명
에너지와 미래사회, 에너지공학, 에너지 변환과 저장, 스마트그리드와

부전공 선택

전력전자 응용, 경영과학이론의 에너지시스템 응용, 전력전자공학,
마이크로그리드 개론, 태양전지의 이해

3) 교과목 개요
ET2101 에너지와 미래사회 Energy and Future Society [3:0:3]
에너지 융합 및 신 기후체제를 맞이하여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변환/

저장/전력변환 및 전송/기기제어 분야의 중요성 및 기술적, 정책적 이슈, 또한 이를 통한 산
업, 교통/수송, 주거환경의 에너지 mix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이 미래 수송 수단
(전기차, 수소전기차) 그리고 드론, 로봇, 스마트기기, 사물 인터넷 등의 물류, 가정 생활을 어
떻게 바꿔 나갈지에 대해 소개한다.
ET4102 에너지공학 Energy Engineering [3:0:3]
그린에너지 전문가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공학적 소양 및 기술적, 정책적 에너지 이슈들이
다룸. 에너지 개념 및 이슈, 열역학 및 반응 기초이론, 이용 가능에너지(석탄,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 및 주요 신.재생에너지(수소, 연료전지, 태양열 및 태양광, 풍력, Bioenergy)의
현황 및 개발 이슈, 주요 에너지 변환 및 저장기술( Battery), 고효율화 에너지 기술(히트펌프,
LED,초전도), 기타 환경과 에너지 이슈(기후변화, CCS)등이 집중 학습 한다.
ET4201 에너지 변환과 저장 Energy Conversion and Storage [3:0:3]
다양한 에너지와 전기에너지간 상호 변환, 동종 에너지간 특성 변환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공
고히 하고, 효율적 에너지 변환 및 채집을 위한 재료, 소자, 회로, 및 집적 시스템에 대해 학
습 한다.
ET4302 스마트그리드와 전력전자 응용 Smart Grid and Power Electronics Applications [3:0:3]
스마트그리드와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소개하고, 여기에 사용되는 정류기, 인
버터, 사이클로 콘버터 등 다양한 콘버터를 설명한다. 그리고 교류회로를 중심으로 수백 가지
실용적인 전력전자기술의 적용 예를 보인다. 또한 간단한 전력전자회로 설계실습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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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4303 경영과학이론의 에너지시스템 응용 Management Science in Energy Systems [3:0:3]
본 강좌는 경영과학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력/에너지시스템의 경제적 특성을 다룬
다. 특히, 전력/에너지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이론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전력/에너지산업
의 구조개편과 규제완화로 인한 전력/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경영과학 및 경제학
개념을 접목하여 설명한다. 수강생은 공학자의 전략적 의사결정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전력
/에너지시스템의 합리적 투자/운영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
ET4304 전력전자공학 Power Electronics [3:0:3]
전력전자공학은 전력반도체 제어를 통한 전력의 변환 및 제어를 다루는 분야로, 본 과목은 전
력전자공학의 기본적인 회로 동작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널리 사용되는 기본적인 전력변환
회로들이 소개되고 그 동작원리는 정상상태 해석을 통해 이해하도록 한다.
ET4305 마이크로그리드 개론 Introduction to Microgirds [3:0:3]
분산전원들의 증가로 건물, 가정, 대학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마이크로그리드가 발전해왔다.
본 과정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와 분산전원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한다. 마이크로그리드의 특
징, 구성요소, 운영방법, 그리고 분산전원들의 제어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학습한다.
ET4501 태양전지의 이해 Understanding of Solar Cells [3:0:3]
본 강의에서는 태양전지의 기본적인 원리 및 응용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강의의 내용은 금속 및 반도체 물질의 광학적, 전기적 특성을 포함할 것이다. 그리고, 다양
한 종류의 태양전지에 대한 현재 연구현황에 대한 내용도 다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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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생명공학 부전공
1) 개요
의생명공학과의 교육 커리큘럼 중 의공학 및 의과학 분야의 융합인재 양성과정
을 GIST 대학생들에게 부전공 과정으로 제공함으로써 의생명 연구 분야의 다양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교과목은 의생명의 기본개념과 다양한 학문분야를 경
험할 수 있도록 의생명공학기술 입문을 기초 권고수강 과목으로 제공하고 있다. 기초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들은 전공심화단계에서 의생명공학 분야의 의료영상, 의생명광
학, 의생명 신호처리론, 신경과학기술, 의생명과학 분야의 의학용어, 신경과학, 인간유
전학, 임상 신경 과학 등을 선택 하여 대학원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심도있는 학
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의생명공학 부전공 과정 수학을 통해 의료분야에 적용 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한 우수한 인재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교과목명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신경과학기술, 임상 신경 과학, 의생명 신호처리론,

부전공 선택

의료영상, 의생명 광학, 신경과학, 인간유전학, 의학용어
※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의생명공학 부전공 선언자 (의무)수강 권고

3) 교과목 개요
MD2101 의생명공학기술 입문 Introduction to Biomedical Engineering Technology [3:0:3]
본 과목은 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체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생체 신호와 획득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임상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진단 및 치료 기술에 대해 그 원리와 시스
템에 대해서 소개한다.
MD4101 신경과학기술 Neuroscience Technology [3:0:3]
뇌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방법론과 이미징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과목은
다양한 신경과학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뇌의 구조 및 기능을 영상화하고 조절하며 in vitro
신경 세포 수준에서부터 뇌절편 그리고 in vivo 동물의 대뇌에서의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뇌
졸중 등의 뇌질환 까지 신경기술 및 신경광자학적 접근법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MD4102 임상 신경 과학 Clinical Neuroscience [3:0:3]
본 과목은 새로운 진단 및 치료 중재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신경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더불어 기본적인 신경 해부학, 병리 생리학, 임상 증상, 진단 방법 및
치료 방법을 다루게 된다. 수강생은 신경 질환의 임상 관리를 위한 기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학생들에게 일반적인 신경 학적 상태의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 방
법을 혁신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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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4301 의생명 신호처리론 BIO Signal Processing [3:0:3]
본 과목에서는 생체신호 및 신경과학 연구에 필수적인 신호처리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하여 공
부한다. 아울러 매트랩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신호처리 이론을 실제 구현하여 생
리시스템의 신호를 분석하는 능력도 습득한다.
MD4302 의료영상 Medical Imaging [3:0:3]
본 과목은 학생들에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상장비의 물리학적 기본 작동원리와 하드웨어,
그리고 임상적 응용분야에 대해 소개한다.
MD4303 의생명 광학 Biomedical Optics [3:0:3]
본 과목의 주된 내용은 생물실험과 의학 연구를 위한 광학현 원리, 광학 현미경의 디자인, 그
리고 핵심 이미지 프로세싱이다. 광학의 기초와 이미지 구성원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일반 광
학현미경의 작동원리와 이용을 다룬다. 최근의 제안되고 사용되는 광학현미경을 이용해 얻은
정보(형광, second harmonic, raman signal 등)의 정량적 분석방법을 다룬다.
MD4501 신경과학 Neuroscience [3:0:3]
뇌과학의 발전은 새로운 방법론과 이미징 기술의 진보와 함께 더 가속화되고 있음. 본 과목은
다양한 신경과학 연구방법론을 소개하고 뇌의 구조 및 기능을 영상화하고 조절하며 in vitro
신경 세포 수준에서부터 뇌절편 그리고 in vivo 동물의 대뇌에서의 연구방법 뿐만 아니라 뇌
졸중 등의 뇌질환 까지 신경기술 및 신경광자학적 접근법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MD4502 인간유전학 Human Molecular Genetics [3:0:3]
인간 유전학의 내용과 함께 의학에서 응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이해한다. 본 과목은 이와
관련된 유전학 최신 기술현황과 산업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진
단, 치료 예방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
MD4601 의학용어 Medical Terminology [3:0:3]
의학 분야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용어(“의학용어”)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
의학용어 어원의 기본의미를 파악하며 용어구성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원칙을 소개하는
과목으로서 인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감염학, 약리학 및 임상의학에서 사용되는 의학용어
의 뜻을 이해하는 교육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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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문화기술 부전공
1) 개요
GIST 학부생들에게 문화컨텐츠 및 문화기술 교과목을 부전공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미디어 컨텐츠 시장을 선도할 문화기술 분야 융합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2)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교과목명
컴퓨터 그래픽스, 아이디어와 디지털 표현,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정보 시각화

부전공 필수

방법과 디자인 사고, 문화기술 응용을 위한 인공생명
※ 다섯 과목 중 3개 과목 필수 이수

부전공 선택

오타쿠 대중문화론, 현대 예술의 이해, 이야기 문학과 삶,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3) 교과목 개요
CT2501 오타쿠 대중문화론 Understanding Otaku and Popular Culture [3:0:3]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라이트노벨 등 오늘날 대중문화의 새로운 영역들은 다수가 오타쿠계
서브컬쳐로 채워지고 있다. 일본에서 기원한 이러한 대중문화 현상은 국경을 넘어 현재 국내
에서도 낯설지 않게 되었으며, 오타쿠라는 용어는 국내에서도 ‘오덕’이라는 용어로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새로운 문화현상으로 주목되는 오타쿠 문화의 현상과 특징을 분야와 사례별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거시적인 사회정치경제적 맥락과 연관지어 이해하려는 것
이 본 과목의 목표와 내용이다.
CT2502 현대 예술의 이해 Understanding of the Modern Art [3:0:3]
19세기 중엽 이래 예술은, 예술가의 비판적 자의식과 미적 감수성, 작품을 둘러싼 비판적 담
론의

급진성을

통해

도구적

합리성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대항담론

(counter-discourse)으로 기능해왔다.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 문화와 같은 용어
로 차별화되는 복잡다단한 예술의 경향, 특성을 이해하고 감수성에 기초한 대안적 세계를 상
상해보자.
CT2503 이야기 문학과 삶 Korean Narratives and Our Lifes [3:0:3]
이야기(story)는 사람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생겨났다.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
내리며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졌고, 그러면서 생명체처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이 끊임
없이 변해 왔다. 물론 지금도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생기고 있다. 이렇게 오늘날까지 전해져
온 이야기들이 우리 고전 속의 이야기문학을 이루었다.
이 강의는 우리 고전 속 이야기문학의 주요 작품을 읽고 감상․비평하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창의적으로 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오늘날의 시각, 곧 우리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지금, 여기’의 문제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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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해서 우리 이야기문학, 더 나아가 인문학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을 던져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
이다. 또한 이러한 고민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새로운 ‘콘텐츠’ 생산으로 연결시키는 것도 이
과목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CT2504 유토피아 픽션과 테크놀로지 Utopian Fiction and Technology [3:0:3]
이 강좌는 플라톤의 『국가론』으로부터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거쳐 최신 공상과학소설
속 우주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사상과 문학적 상상력에서 ‘유토피아’의 이상이 나타
나고 발전해온 양상을 탐구하는 강좌이다. 특히 존재하지 않는 (u-topic) 이상적 (eu-topic)
사회 속 인간의 행복 실현을 상상(함으로써 동시에 존재하는 현실의 불의와 부조리를 비판)하
는 서구의 유토피아 픽션에서 과학기술의 핵심적 역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토론을 도모한
다. 독서 목록은 모어의 『유토피아』(1516년)와 윌리엄 모리스의 『유토피아에서 온 소식』
(1890)과 같은 유토피아 픽션의 고전은 물론, 인종과 식민주의, 젠더와 생식기술, 노동과 사유
재산, 시민적 자유와 통제 등 소위 포스트모던/포스트휴먼 시대의 쟁점들이 복잡하게 교차하
는 지점을 다루는 최신 문제작들을 포함한다. 텍스트에 대한 심층 분석과 비평을 담은 심화
글쓰기를 요구하는 융합 강좌이다.
CT4501 컴퓨터 그래픽스 Computer Graphics [3:0:3]
본 과목에서는 영화, 게임, 증강 및 가상현실 등 다양한 문화산업분야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
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 원리를 배운다. 3차원 가상의 모델로부터 고품질의 이미지를 만들
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픽스 파이프라인(graphics pipeline), 변환(transformation), 쉐이딩
(shading), 래스터라이제이션(rasterization),

광선추적법(ray tracing),

전역조명법(global

illumination)등을 학습한다.
CT4502 아이디어와 디지털 표현 Ideas and Digital Expressions [1:4:3]
주어진 과제의 목표와 현상을 분석하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무한한 상상을 하며 가상의 디
지털 환경 안에서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며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과정을
디지털로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CT41__ 정보 시각화 방법과 디자인 사고
Information visualization methods and design thinking

[2:2:3]

이 강의는 정보 시각화 방법 및 디자인 사고에 대한 이론 및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보의
시각화 방법 교육에서는 색, 모양, 질감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배우게 되고, 정보를 분석
하고 기본적 시각요소로 전환하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배
우게 된다. 그리고 디자인 사고는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이나 이슈들의 실용적이고 창
조적인 해결 방법론이다. 디자인 사고 교육을 통해서 체계적 사고와 문제해결력을 개발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배우게 된다.
※ 본 과목은 신설예정 과목임
CT45__

문화기술 응용을 위한 인공생명 Artificial Life for Culture Applications [3:0:3]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자율적인 인공생명체를 개발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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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디지털 아트 등의 문화기술 응용 분야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인공생명체의 지능, 행동
양식을 설계하기 위한 인공생명기술, 진화기술, 행동네트워크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학습하며,
자율 지능/행동 모델을 개발/평가하기 위한 게임과 디이털 아트 플랫폼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 본 과목은 신설예정 과목임
CT450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
본 과목에서는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HCI) 분야에 대한 개요 및 소개를 제공한다. 인간중심
컴퓨팅의 개념, HCI의 세부연구분야 (가령, 모바일 HCI/UI/UX, 웨어러블 컴퓨팅, 탠저블 인
터페이스, Human-Robot Interaction, 센서기반 상황이해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랙션
설계 등), 최근 연구동향, 국내외 선도연구그룹에 대한 오버뷰를 한다. 코스는 학부생 및 대학
원 수준의 비공식 전공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CT4504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Scientific Programming [3:0:3]
이 과목은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C, C++ 언어 등)를 배운 후에, 계산과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성능 계산(High Performance Computing)을 위한 UNIX OS의 기본적 이해, 가시
화, 등 과학계산 환경과 몇 가지 실례를 통해 과학계산 프로그래밍 기초를 배운다.
CT4506 몬테카를로 방법론과 응용 Monte Carlo Methods and Their Applications [3:0:3]
이 과목은 과학계산 과목의 심화 과목으로 나노 시대에 필요한 (동력학적) 몬테카를로 방법론
기초, 그리고 그 방법론의 특성과 여러 실레를 통한 몬테카를로 과학 연구 응용에 대해 공부
한다.

- 154 -

바. 지능로봇 부전공
1) 개요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로봇은
인공지능 및 메카트로닉스, 휴먼인터페이스 기술 등과 융합하여 헬스케어 로봇, 지능
형 무인자동화, 국방/의료/해양/환경 전문 로봇 등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지능
로봇 분야에 특화된 융합인재 양성과정을 지스트 대학생들에게 부전공 과정으로 제공
함으로써 융합연구분야의 다양성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교과목 편성 현황
과목 구분

교과목명
딥 러닝, 메카트로닉스,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인공지능 로봇의 법, 로봇공학,

부전공 필수

인공지능 기반 창의적 로봇융합 시스템 설계
※ 여섯 과목 중 3개 과목 필수 이수

부전공 선택

기구동역학,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자동제어

3) 교과목 개요
IR3201 기구동역학 Kinematics and Dynamics [2:2:3]
기구동력학은 모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위치, 속도, 가속도)을 어떻게 나타낼 것이며 그 물
체에 외부의 힘이 작용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 가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학문이
다.

동력학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면 자동차, 비행기, 로봇, 사람 및 동물의 운동 등을 이해하

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의 설계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본 강의는 동력학의 기초원리를 질

점 및 강체에 대해 기술하고 일과 에너지, 충격과 모멘텀의 관계 등에 대해 알아본다.

각종

실험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
IR3202 기계전자시스템모델링 Electromechanical System Modeling [3:0:3]
수학적으로 기술되는 시스템 동역학을 에너지 또는 파워의 상호변환 차원에서 이해하기위해
bond graph를 이용한 모델링 기법을 배운다.
양한 물리적 시스템이 한 가지의 그래픽적인

기계, 유압, 전기, 전자, 자기 시스템 등의 다
모델링 기법으로 이해될 수 있는 universal 모

델링 기법을 소개한다. 또한 이를 통해 시스템의 동적관계식을 유도하는 방법과, 설계적인 안
정성과 불안전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메카트로닉스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전자기원리를
이용한 액추애이터, 센서 그리고 플랜트(plant)를 수학적, 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직관력
을 높이는 것이 본 수업의 목표이다.
IR3203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응용 Microprocessor and Embedded Systems [2:2:3]
본 강의는 크게 3가지로 구성된다. 첫번째 파트는 마이크로프로세서(ARM 프로세서)의 기본구
조, registers, 메모리, 케시 등의 구조와 입출력 작동, 기본적인 assembly language에 의한
프로세서의 구동 방법을 배운다. 두번째 파트는 ARM 기반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프로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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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법을 실습수업을 통하여 학습한다. 마지막으로 수강에 참여한 학생들은 ARM 프로세서 기
반으로 이동로봇 등의 임베디드시스템 구현을 통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수행한 프로
젝트는 중간고사 전후 및 기말고사 전후에 공개 데모를 수행하여 평가받게 된다.
IR3204 자동제어 Automatic Control [3:0:3]
자동제어는 제어이론 중에 처음으로 듣게 되는 과목으로 주로 연속시간 제어 시스템의 해석과
설계를 다룬다. 특히 수업에서는 라플라스 변환, 시스템의 모델링, 초기 및 안정된 반응의 해
석, 루트로커스 해석 및 이를 이용한 제어 시스템 설계, 주파수 반응의 해석 및 이를 이용한
제어시스템 설계 등을 다룬다. 이 과목을 통해서 학생들은 자동주행 자동차나, 무인항공기 및
로봇 등의 동적 시스템 제어기 설계에 필요한 간단하면서도 유용한 방법을 배우게 된다.
IR4201 딥 러닝 Deep Learning [3:0:3]
사전 지식이 없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수학 도구부터 인공신경망, 다층퍼셉트론, 역
전파 알고리즘, 심층 합성곱 신경망을 공부하고 선형 회귀 분석과 분류기 학습에 적용해 본
다.
IR4202 메카트로닉스 Mechatronics [2:2:3]
본 강의는 Labview기반 설계 및 실험을 통한 통합 접근법으로 기계와 전자공학의 융합을 통
해서 기계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그
래픽 기반 실시간 메카트로닉스 시스템 기능 구현을 위해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디지털 및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측정 및 센싱, 전자기 구동,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제어 시스템을 다루
고자 한다.
IR4203 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3:0:3]
본 과목에서는 인간-컴퓨터 상호 작용 (HCI) 분야에 대한 개요 및 소개를 제공한다. 인간중심
컴퓨팅의 개념, HCI의 세부연구분야 (가령, 모바일 HCI/UI/UX, 웨어러블 컴퓨팅, 탠저블 인
터페이스, Human-Robot Interaction, 센서기반 상황이해 기술, 인공지능 기반의 인터랙션
설계 등), 최근 연구동향, 국내외 선도연구그룹에 대한 오버뷰를 한다. 코스는 학부생 및 대학
원 수준의 비공식 전공자에게 개방되어 있다.
IR4204 인공지능 로봇의 법 Law of Ari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3:0:3]
본 과목은 최첨단의 과학기술이라 할 로봇기술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다룬다. 학기 전반부
에서는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적용 범주별(의료용, 군사용, 사회적 로봇, 자율차 등)로 법적
쟁점들을 개괄한 후, 후반부에서는 각종 법적 문제들을 보다 각론적으로 (가령, 로봇의 헌법적
지위, 로봇의 행위와 관련한 민사손해배상의 책임, 범죄 및 형사적 책임 등)을 다룰 것이다.
IR4205 로봇공학 Robotics [2:2:3]
로봇에 필요한 전반적인 이론들과 Actuator, Design, 센서, 동역학, 제어, AI, Navigation 등
의 기술이 소개된다. 로봇에 대한 general view를 제공할 목적으로, 로봇 메커니즘뿐 아니라
관련 assistive technology (가령, 로봇을 위한 센싱과 액츄에이터, AI등을 활용한 로봇
intellingence)에 대해 학습한다. 로봇 개발용 소프트웨어 프레임웍으로 이루어진 ROS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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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을 주로 사용하며 6축 로봇팔을 사용한 다양한 응용(application)을 스스로 제작해보는 내
용도 포함한다.
IR4206 인공지능 기반 창의적 로봇융합 시스템 설계
Design of Creative Robotic Convergence Systems based on Aritifical Intelligence [1:4:3]
본 강의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창의 혁신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부터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Design Thinking Process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이 과정을 통해서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융합을 이루고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기술과 사고능력 표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창의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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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생 연구 프로그램
1. G-SURF
가. 주요내용
칼텍의 SURF(Summer Undergraduate Research Fellowship)를 벤치
마킹하여 학사과정 3~4학년 재학생 중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대학원 실험실
에 배정, 지도교수 지도하에 여름방학 중 총 8주간 연구수행
나. 시행목적
1) 학사과정 재학생이 졸업 전에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 기초과학 원리와 지식을 실제 연구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창의성·문제
해결능력 함양), 지도교수의 멘토링을 받아 연구실 생활을 체험함으로써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습득하게 함(의사소통능력·협동심 함양)
다. 실시방안
1) 연구장학금 지급
- 7월: GIST대학에서 30만원 지급
- 8월: 해당 지도교수가 최소 30만원을 Matching 함
2) G-SURF 참여 4주 후에 지도교수가 중간평가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를 중단할 수 있음
라. 의무사항
1) 연구계획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2) Poster Session 의무 참가
3) 지도교수의 지침에 따른 연구실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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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진일정 및 내용
일 정
4월 중

5월 초

5월 중순

내 용

비 고

행사 시행계획(안) 수립,
대학운영회의 심의안건 상정
행사 시행계획(안) 전 학부(과)
공문 발송 및 참여연구실 접수

GIST대학 → 전 학부(과)

G-SURF 참여연구실 공지

참여연구실 리스트 및

(대학 홈페이지 ‘학내공지’)

관련양식(지원서)

학생지원 및 선발절차 진행

참여희망 지도교수에게 지원서

(지도교수 인터뷰)

및 성적표 제출 (복수지원 가능)

5월 말

참가확인서 제출

~ 6월 초

(학생 → GIST대학 담당자)

지도교수 (확인)서명

1차 matching 결과 공지
(대학 홈페이지 ‘학내공지’)

1차 matching 결과 참고하여
6월 초

추가 matching, 참가확인서 제출

참여희망 실험실 자유롭게
contact

6월 중순

6월 중순

최종 matching 결과 공지
(대학 홈페이지 ‘학내공지’)

참가학생 연구계획서 제출
(학생 → GIST대학 담당자)

협조공문 발송
6월 말

(참가학생 명단 안내 및 8월 연구장학금

GIST대학 → 전 학부(과)

지급 협조요청)

6월 말
~ 8월 중순
7월 ~ 8월

8월 중순
8월 말
~ 9월 초

각 실험실 연구 참여

연구장학금 지급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학생 → GIST대학 담당자)

Poster Session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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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GIST대학
8월: 해당 지도교수
양식 대학 홈페이지 공지

2. Caltech SURF 교환학생
가. 주요내용
1) GIST와 Caltech이 2명 이내의 학생을 교환하여 6월 중순부터 10주간
지도교수 지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종료 시점에 구두발표 실시
2)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U$6,000 장학금 지급(수업료, 항공료, 기숙사비,
식비, 건강보험료, 비자발급비 등으로 활용하되 부족분은 본인 부담)
3) 선정 인원: 2명 이내
나. 지원자격
1) Caltech 지도교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구두 발표할 수 있는 영어 구사능력
※ TOEFL IBT 110점 이상 필수
2) 프로젝트 주제선정 및 연구진행이 가능한 기초과학 및 전공분야 실력
3) GIST대학 및 Caltech의 관련 방침을 준수하며, GIST 대학생으로서의 자
긍심과 책임감을 갖추어야 함
4) 학부 3학년 또는 4학년 재학중인 학생
다. 선발기준
1) 재학기간 GPA
2) 영어 구사능력(공인영어성적 및 인터뷰)
3) 영문 에세이(학업의지 및 계획)
4) 봉사실적 / 독서실적 / 리더십 역량 고려
5) 정량적 지표 이외에 GIST대학 학생상(3C 1P)에 부합하는 인재
라. 추진일정 및 진행절차
일 정
1월 중
2월 중
2월 중
2월 중
6월 말 ~ 8월 말
(10주)
귀국 후
1주일 이내

내 용

비 고

선발계획 공지 및
지원서 접수
서류 및 면접심사
최종 선발자 발표 및
Caltech 통보
Caltech에 서류 송부
Caltech SURF 교환학생
파견 및 연구수행

지정양식에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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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분야별 ○명 선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
1. Summer Session
가. 개요: 학부생들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계적 수준의 대학에서
교육경험을 부여, 이를 위해 UC Berkeley 등 여름학기 강의를 수강하여
우리 대학의 졸업이수 학점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나. 대상 대학: UC Berkeley, Boston University, Cambridge University,
University of Copenhagen
다. 지원자격
1) 학부 2학년(파견 직전학기 2~4학기 이수자)에 한해 1회
2) 영어성적 필수: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공인 영어 성적 만족자
※ 토익 785점 이상 또는 토플 IBT 80점 이상
※ 최소 요건은 학교별 상이
라. 수강과목 및 학점 인정
구분

내용

- 2개의 정규과목 (6~8 Units) 수강
- ESL과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는 학생이 tuition
fee 부담
- 학점인정: UC Berkeley에서 취득한 학점을
UC Berkeley
GIST대학 대체 교과목 학점으로 인정
(단, 교과과정 운영지침 제30조에 의거하여 취득
성적을 성적표에 그대로 표기함)
※ F학점을 받을 경우에도 성적증명서에 학점 표기됨
-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Boston
2018년 여름학기부터 운영
University - 2학년 여름방학 중 6주간 파견하여 정규
2과목(8units) 수강
-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Cambridge
2018년 여름학기부터 운영
University - 2학년 여름방학 중 약 3주간 파견하여 Engineering
Program 수강
- Summer Session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Univ. of
2017년 여름학기부터 운영
Copenhagen - 2학년 여름방학 중 2~3주간 파견하여 Bachelor
level 1과목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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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마. 추진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전년도 10~11월

선발기준 및 일정 안내

전년도 12월

선발공고

1월

파견학생 선발

2월

수강신청

3월

수업료 및 기숙사비 납부

4월

F-1 비자 발급준비 및 단체인터뷰 진행

6월 ~ 8월

계절학기 수강

10월

수강과목 학점인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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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2. Study Abroad Program
가. 개요: GIST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또는 체결 예정인) 해외대학에 연
10명 내외의 학생을 파견하여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 GIST대학 졸업이수 학점으로 인정
나. 대상 대학: UC Berkeley, Caltech 등
다. 선정 인원: 총 10명 내외
UC Berkeley: 8명 내외, Caltech: 2명 이내 파견 예정
라. 지원자격
1) 해당연도 3,4학년 재학생(최소 4학기 이상 등록)
2) 지원 대학에서 요구하는 성적 및 어학기준을 충족하는 자
- UC Berkeley: 기 이수학기 평점평균 3.5 이상, IBT 90 이상
- Caltech: 기 이수학기 평점평균 3.7 이상, IBT 110 이상
마. 선발기준
1) 재학기간 GPA
2) 영어 구사능력(공인영어성적 및 인터뷰)
3) 지원서 및 에세이
4) 봉사활동/리더십 역량/독서량 및 기타 활동 실적
5) 정량적 지표 이외에 GIST대학 학생상(3C 1P)에 부합하는 인재
바. 장학혜택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25,000,000원 장학금 지급(수업료, 항공료,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되 부족분은 본인 부담
※ 산정된 소요액이 배정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예산만 지급함
사. 추진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UC Berkeley

Caltech

(Spring semester)

(Fall term)

9월 중

1월 중

선발계획 공지 및 지원서 접수

10월 중

2월 중

서류 및 면접심사

10월 중

2월 중

최종 선발자 발표

11월 중

2월 중

파견학교에 서류 송부

12월 중

5월 중

수강신청

1월 ~ 5월

9월 ~ 12월

파견

※ 칼텍의 경우 칼텍 주관 화상인터뷰 진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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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 테크니온공대 창업교육
가. 개요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테크니온 대학의 E&I (Entrepreneurship
& Innovation) Program 파견
나. 대상 대학: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Technion IIT)
다. 선정 인원: 매년 4명 이내
라. 지원자격
1) 해당연도 2~4학년 재학생(최소 2학기 이상 등록)중 기 이수학기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창업에 관심 있는 자
(지원 가능한 최저 공인 영어성적은 없으나 선발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며, 토플성적이 없는 학생은 테크니온 주관 화상 영어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음)
마. 선발기준
1) 창업에 대한 관심도, 관련 활동이력
2) 재학기간 GPA
3) 영어 구사능력(공인영어성적 및 인터뷰)
4) 지원서 및 에세이
5) 봉사활동/리더십 역량/독서량 및 기타 활동 실적
6) 정량적 지표 이외에 GIST대학 학생상(3C 1P)에 부합하는 인재
바. 장학혜택
선발된 학생에게 1인당 $6,000 장학금 지급(숙소포함)
사. 추진일정 및 내용
일 정

내 용

2월 중

선발계획 공지 및 지원서 접수

3월 중

서류 및 면접심사

3월 중

최종 선발자 발표

6월 ~ 7월

창업교육 프로그램 참가

※ 본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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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국제 교류협력 프로그램
구분
이공계특성화
대학 해외 IT
봉사활동

내용
-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협력사업으로 이공계특성화대학 해외 IT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여름방학 중 해외 파견
- 현지 초,중,고,대학에서 IT 교육봉사 및 문화교류 활동 진행
- 왕복 항공료, 현지 체재비 지원 (한국정보화진흥원)
- 겨울학기 중 전임교원 1명, Post Doc. 2명 초빙하여 강의 및 실험 진행

칼텍 교원초빙 - 학생들의 개설과목 다양화 요구에 부응하여 기존
겨울 계절학기

1과목(세포물리생물학)에서 2과목(세포물리생물학, 진화생물학)으로 확대
- 진화생물학은 필드트립과 함께 격년제로 개설
- 2014년 11월 Harvey Mudd College 수학과의 Rachel Levy 교수

Harvey Mudd

초청 ‘3C1P 자문 및 특강’ 진행

College 교수 - 2016~2017년 여름학기 Rachel Levy 교수 초청 ‘Mathematical
초빙

Modeling’ 강좌 개설
※ 초빙교수 사정에 의해 계획 변경 가능

5. GIST대학 해외파견 프로그램 공통사항
가. 정해진 일정에 따른 단체 출입국을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로 프로그램 종료 후 체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파견 전 학교에 알리고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부모님 동의서에 프로그램 종료 후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
나. 해외파견 프로그램 대상자 선발 시 가능한 중복혜택 배제를 원칙으로 함
다. 본인 또는 주변 동료의 신상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즉시 인솔자 등 현지
관계자와 학교에 즉시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라. 해외 체류기간 동안 본인과 동료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및 우리 대학의
명예와 품격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는
서약서 1부씩을 파견 전 작성하여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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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학사일반
1. 학점 배정 및 성적평가
가. 학점 배정
1) 교과목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며, 학점은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으로 구분
한다. 교과학점은 교과목의 중요성과 수업시간 수에 따라 1학점, 2학점, 3학점,
4학점으로 구분한다. 1학점은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은 1주 2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
에 상당하는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교양과목 중 영어와 글쓰기 등
<언어의 기초> 과목들은 1주 3시간 1학기간의 교육을 2학점으로 간주하여 예
외로 한다.
나. 성적평가
1)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과목담당
교수가 평가한다.
2)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아래와 같다.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가
(S)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C+이상)

부
(U)

미완
(Inc)

3) 성적평균은 평점을 산술평균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
에서 절삭한다. 단, “S”는 이수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계산 시 포함하지 않는다.
4)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교과목은 성적표에 W로 표시하되 성적평점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5)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실시 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추가
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다. 학점 인정
1)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
은 앞의 기준에 따라 부여한다.
2)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GIST대학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지도교
수 및 관련 교원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 이내에서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또한 인정된 이수학점은 졸업이수학점에 포함시키되 성적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3) 학사과정 재학 중 학점교환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의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취득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되, 평균 평점 산출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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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사과정 학생은 대학원과정의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된 학점을 제외한 잔여분은 C등급 이상인 경
우에 한하여 대학원과정 입학 후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성
적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5) 학사과정 학생이 방학을 이용하여 외국의 대학에서 계절학기를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GIST대학 담당교과목 교수의 사전검토를 받아 단기유학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6) 각 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더블코드 과목의 학점인정: 더블코드 과목이 전공과 부전공 등으로 중복되는
경우라도 희망하는 한 분야의 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중복 인정 불가)
※ 더블코드 지정 이전 학기에 이수한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8) 졸업직전 계절학기에 수강(이수)한 학점은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예: 2019년 2월 졸업예정자가 2018년 겨울학기에 이수한 학점은 졸업 이수학
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우등급 졸업생
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
졸업 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
단,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평 점

최우등급(summa cum laude)

4.3 이상

준최우등급(magna cum laude)

4.1 이상 4.3 미만

우등급(cum laude)

3.9 이상 4.1 미만

마. 학사경고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학점평균이 2.0/4.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 다만, 계절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한다. 학사과정 학생 중 학사
경고를 3회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바. 성적처리 기준
기초교육학부

전공과정

① 성적부여: 상대평가

① 필수·선택과목: 상대평가(B등급 이하 50% 이상)

(A등급:B등급:C등급이하=3:4:3,

② 10명 미만 수강교과목: 상대평가 적용 안함

A등급과 B등급의 비율은 최대치로 함)

③ 타 전공과정 수강생에 대한 성적처리

※ ‘+’ 등급 비율은 담당교수 재량임

- 전공과 비전공학생을 별도 그룹화하여

② 10명 미만 수강교과목: 상대평가 적용 여부는
담당교수 재량임(절대평가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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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부여

2.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가. 휴학(학칙 제46조)
1)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 병역, 임신·출산·육아(여학생에 한함),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
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광주과기원의 방침에 따라 학
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각 휴학 사유별 휴학원 제출기한
- 질병 및 사고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진단서, 학생창업신청서와 승인서 등 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 2분의
1 이내
3) 휴학기간: 통산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휴학기간에도 불구하고 창업휴학은
추가로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학기까지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 때, 일반휴학 기간과 창업휴학 기간의 합이 총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4)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의 납입
금을 면제할 수 있다.
5) 휴학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나. 복학(학칙 제47조)
1)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복학시기는 학기 초 등록기간 내로 한다. 다만, 병역 등으로 휴학하였거나 해당
학기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 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
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 자퇴(학칙 제48조)
1)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
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 총장은 학사과정 학생의 자퇴 등 제적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
중 광주과기원에서 수혜 받은 학생교육경비(이하 “수혜경비”라 함)의 전부 또는

- 168 -

일부를 상환하게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수혜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라. 재입학(학칙 제49조)
1) 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2)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3)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4) 재입학한 자의 재학기간은 광주과기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마. 이중학적 금지(학칙 제50조)
각 과정의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학생은 예외로 한다.

3. 포상과 징계
가. 포상(학칙 제51조)
1) 총장은 GIST대학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연구논문 발표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4. 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 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학사경고(학칙 제52조)
1)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는 면학
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이 학위
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
성적과 졸업학기의 수강 과목수를 감안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학사경고 기준: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 미달인 자
3) 재학 중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
학점 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학사과정 재학 중 3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
5)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에 미달한자에 대하여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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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강 전에 행하며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징계(학칙 제53조)
1)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교학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1.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5.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광주과기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6.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외 정보시
스템의 정상가동을 방해한 자
7.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2) 징계의 종류는 경징계(근신, 유기정학)와 중징계(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3) 특별지도 및 권리의 정지
1. 제적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지도교수와 소속 부
서장의 계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단,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수강만 허용한다.

포상의 종류
구

분

자격기준

입학포상

입학생 중 성적우수자

졸업포상

졸업생 중 재학시 성적우수자(최우등, 준최우등, 우등)

특별포상

재학중 연구업적 우수자, 특별 공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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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징계의 종류
징계 양정
징계 사유

경징계
근신
유기정학
(1월 이하)
(1~6월)

1. 품행 관련
가. 폭행(상해)

○
경
○
경

나. 폭언(협박)
다.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라. 공공질서 문란 행위

○
경
○
경
○
경
○
경

마. 문서 위/변조
바. 기관 규정 및 지침 위반
사. 각종 비행으로 기관 및 교직원 명예 훼손
아. 간행물(게시물)로 기관 및 교직원 명예 훼손
자. 무단결석

○
5일 연속
○
경

차. 미승인 영리활동
카. 지도교수/담당교수 서명 위조
타. 절도 등 형법상의 불법 행위
2. 학업/연구 관련
가. 시험성적 조작 및 문제 유출
나. 시험 중 부정행위

○
경
○
경

다. 수업방해
라. 학사경고*
*당연 제적으로 제7조의 재심사 미적용
마. 연구윤리 위반*
*구체적 양태는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준용
3. 기타 사항
가. 정보시스템 무단 열람, 훼손, 유출, 해킹
나. 시설 및 교구 무단 사용 또는 파손*
*민사상 배상 별도
다. 학교 자산 무단 외부 유출*
*민사상 배상 별도
라. 기타 교학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징계사유

○
경
○
과실
○
100만 원↓
○

중징계
무기정학
제적
(7월 이상)

○
중
○
중
○
경
○
중
○
중
○
중
○
중
○
경
○
10일 연속
○
중
○
경
○
사안별

○
심각
○
심각
○
중
○
심각
○
심각
○
심각
○
심각
○
중
○
20일 연속
○
심각
○
중
○
사안별

○
경
○
중
○
중

○
중
○
심각
○
심각

○
매우 심각

○
심각

○
매우 심각

○
심각
○
30일 연속

○
심각
○
사안별
○
심각
○
매우 심각

○
경

○
중

○
학 3회, 원 2회
○
심각

○
중
○
고의
○
100만 원↑
○

○
심각

○
매우 심각

○
500만 원↑
○

○

1. 경, 중, 심각, 매우 심각 여부는 교학위원회에서 판단하며, 재차 위반한 자는 가중 징계할 수 있음
2. 1-가, 1-나, 1-다의 경우에는 GIST 학생상담센터에서 소정의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함
3. 1-차의 경우 학생과외활동지침 제5조(수혜경비 상환), 제6조(학자금 제한)와의 조치와는 별개로 적용함
4. 2-가, 2-나의 경우 해당 과목 성적은 F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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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교수현황
1. 기초교육학부 교원 현황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장진호

학부장

정치사회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김용덕

명예석좌교수

역사학

Harvard University

김경렬

석좌교수

해양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임혁백

석좌교수

Political Science

강현석

조교수

수학

University of Cambridge

김건우

조교수

법철학

서울대학교

김동혁

조교수

서양사

고려대학교

김상호

교수

경제학

University of Erlangen-Nürnberg

김재길

조교수

Mathematical
Sciences

Kent State University

김희삼

부교수

경제학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송정민

교수

수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원치욱

조교수

철학

Brown University

이수정

조교수

국문학

서울대학교

이시연

교수

영문학

University of Edinburgh

이용주

교수

철학

서울대학교

진규호

조교수

경영학

서울대학교

차미령

부교수

국문학

서울대학교

최원일

조교수

심리학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최정옥

부교수

수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하대청

조교수

과학기술학

서울대학교

황치옥

교수

응용수학

University of Southern Mississippi

Alexander
Stoimenov

부교수

Topology

Freie Universität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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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of Chicago

2. 전공과정 교원 현황
소속

물리
전공
(18명)

화학
전공
(14)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김근영

책임교수

물리학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고도경

교수

물리학

서울대학교

김경택

조교수

물리학

KAIST

김동희

조교수

물리학

KAIST

남창희

교수

플라즈마 물리학

Princeton University

노도영

교수

물리학

MIT

도용주

교수

물리학

포항공과대학교

문봉진

교수

물리학

U.C.Davis

박찬용

부교수

물리학

한양대학교

방우석

조교수

물리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석희용

교수

플라즈마 물리학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송계휴

교수

전자공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유운종

조교수

물리학

포항공과대학교

이성배

조교수

물리학

Rice University

이종석

부교수

물리학

서울대학교

조병익

조교수

물리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Bjorn
Manuel
Hegelich

교수

물리학

Ludwig-Maximilian-Universität
München/Max-Planck-Institute
für Quantenoptik

Corneliu
Sochichiu

부교수

이론물리학

Lomonosov Moscow State
University

홍석원

책임교수

화학

Northwestern University

김민곤

교수

화학공학

포항공과대학교

김정욱

조교수

화학

Texas A&M University

박진주

조교수

화학

KAIST

방윤수

부교수

화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서준혁

조교수

화학

Brown University

서지원

부교수

화학

Northwestern University

안진희

교수

화학

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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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이강택

부교수

화학

서울대학교

이호재

조교수

화학

U.C.Berkeley

정원진

조교수

화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최준호

조교수

화학

서울대학교

한민수

교수

화학

포항공과대학교

Jiaojie Li

조교수

화학

Brandeis University

김영준

책임교수

곤충학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김용철

교수

약학

서울대학교

김재일

교수

생물화학

University of Tokyo

남정석

부교수

수의학

서울대학교

박대호

부교수

세포 생물학

University of Virginia

박성규

교수

생명과학

서울대학교

박우진

교수

생물학

University of Virginia

박지용

부교수

화학

Texas A & M University

박철승

교수

생화학

Brandeis University

송미령

부교수

신경과학

Johns Hopkins University

송우근

교수

미생물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전공

심해홍

교수

분자생물학

KAIST

(23명)

엄수현

교수

화학

서울대학교

유영준

교수

생물학

University of Alabama

이광록

부교수

생물리학

Duke University

전영수

부교수

생화학

Dartmouth College

전장수

교수

분자세포생물학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t
Amherst

전창덕

교수

생물학

경북대학교

조경래

조교수

생물학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조정희

교수

발생학

University of Connecticut

진미선

조교수

화학과

KAIST

진석원

부교수

Biology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Darren
Williams

교수

생물학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
and Med., UK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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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전컴
전공
(29명)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이현주

책임교수

전산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김기선

교수

전자공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김종원

교수

제어계측공학

서울대학교

김홍국

교수

전기및전자공학

KAIST

남호정

조교수

바이오및뇌공학

KAIST

박창수

교수

전자공학

Texas A & M University

석태준

조교수

Nanophotonic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송영민

조교수

정보기전공학

GIST

송종인

교수

전자공학

Columbia University

신종원

부교수

전기공학 및
컴퓨터과학

서울대학교

안창욱

교수

정보통신공학

GIST

유남열

부교수

전기컴퓨터공학

University of Waterloo, Canada

이동선

교수

Electrical & Computer
Engg. and CS

University of Cincinnati

이민재

부교수

전기공학

UCLA

이병근

부교수

전기전자공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병하

교수

물리학

University Of Colorado at Boulder

이흥노

교수

전기공학

UCLA

임혁

교수

전기컴퓨터

서울대학교

장재형

교수

광전자공학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전문구

교수

Scientific
Compu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전성찬

교수

수학(응용)

KAIST

정영주

교수

물리학

Princeton University

조영달

부교수

물리학

서울대학교

최진호

교수

전기 및 전자공학

KAIST

한원택

교수

재료공학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함병승

교수

전기전산공학

Wayne State University

호요성

교수

전자공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홍성민

조교수

전기컴퓨터공학

서울대학교

Kin Choong
Yow

부교수

정보통신공학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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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계
전공
(19명)

소재
전공
(23명)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이용구

책임교수

기계설계학

서울대학교

고광희

교수

Ocean
Engineering

MIT

김강욱

교수

전기컴퓨터공학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류제하

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Iowa

박기환

교수

기계공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설재훈

조교수

기계공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안효성

교수

전기컴퓨터공학

Utah State University

양성

교수

Bioengineering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오현석

조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왕세명

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Iowa

이관행

교수

산업공학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이복직

조교수

기계항공공학

서울대학교

이선규

교수

기계공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이재욱

부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이종현

교수

기계공학

KAIST

이종호

부교수

기계공학

UC Berkeley

정성호

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지솔근

조교수

기계공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황의석

조교수

전기컴퓨터공학

Carnegie Mellon University

고흥조

책임교수

화학과

서강대학교

권인찬

부교수

화학공학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김동유

교수

고분자과학

University of Massachusetts, Lowell

김봉중

부교수

재료공학

Purdue University

박성주

교수

화학

Cornell University

박지웅

교수

고분자화학

Polytechnic University, Brooklyn

엄광섭

조교수

Electrochimistry

KAIST

윤명한

부교수

화학

Northwestern University

윤태호

교수

재료공학

Virginia PolyTechnology Inst. &
State University

이가영

조교수

전기컴퓨터공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광희

교수

물리학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이병훈

교수

전기전자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상한

조교수

Material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edison

이은지

부교수

화학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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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환경
전공
(20명)

성명

직급(위)

전공

학위 취득대학

이재석

교수

화학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이재영

부교수

화학공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이주형

조교수

물리학

Northwestern University

정건영

교수

화학공학

University of Durham, UK

조병기

교수

물리학

University of Iowa

조지영

부교수

물리학

서울대학교

최창혁

조교수

생명화학공학

KAIST

태기융

교수

생체 고분자공학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함문호

부교수

금속공학

연세대학교

한승희

책임교수

해양학

Texas A & M University

강창근

교수

Biological
Oceanology

University of Nantes

김경웅

교수

환경지구화학

Imperial College of Science, Tech.
and Med., UK

김상돈

교수

토목환경공학

University of Delaware

김영모

부교수

환경공학

포항공과대학교

김은석

조교수

미생물학

Harvard University

김인수

교수

환경공학

University of Arkansas

김준하

교수

환경공학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김태영

조교수

화학

Indiana University of Bloomington

민경은

조교수

지구환경

U.C. Berkeley

박기홍

교수

Mechan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Minnesota

박영준

조교수

생명화학공학

KAIST

송철한

교수

화학공학

University of Iowa

우효섭

교수

Cilvil Engineering

Colorado State University

윤진호

부교수

Geological and
AtmosPheric
Sciences

Iowa State University

이윤호

부교수

응용화공

서울대학교

이재영

교수

물리화학

Fritz-Haber-Institute of the
Max-Planck-Society, Berlin

장인섭

교수

Biochem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Wales Swansea, UK

최희철

교수

토목공학

Texas A & M University

허호길

교수

토양 미생물학

University of Minne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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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전공 프로그램 교원 현황
소속

성명

김윤수

직급(위)
부학제학부
장
조교수

전공

학위 취득대학

전력경제

서울대학교

전력 계통

서울대학교

김형진

교수

유기합성, 유기광화학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김희주

특임교수

Organic Solar Cells

부산대학교

박용순

조교수

전력전자공학,
모터드라이브,
계통연계형 컨버터

서울대학교

박찬호

부교수

촉매화학

KAIST

임춘택

교수

홍성안

석좌교수

박래길

학과장

Medicine

전남대학교

권혁상

부교수

Mechanical
Engineering

MIT

김재관

부교수

Biomedical
Engineering

University of Texas, Arlington and
University of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김태

조교수

Medicine,
Psychiatry

경희대학교

김형일

교수

Medicine,
Neurosurgery

전북대학교

박한수

조교수

Medicine, Genomics
& Molecular Biology

서울대학교

이보름

부교수

Medicine

서울대학교

정의헌

부교수

Biomedical
Engineering

Harvard-MIT. Division of Health
Sciences and Technology

곽성조

특임교수

시각디자인

단국대학교

김승준

조교수

Augmented Reality

GIST

문보창

조교수

Computer Graphics

KAIST

이지현

특임교수

Culture Technology

KAIST

홍진혁

조교수

Artificial Intelligence

김문상

특훈교수

Robotics

연세대학교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Germany

김승준

조교수

류제하

김진호

에너지
부전공
(8명)

의생명
공학
부전공
(8명)

문화기술
부전공
(5명)

지능로봇
부전공
(8명)

전력전자, 무선전력,
회로
고분자유변학,
수소에너지

KAIST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교수

Augmented
Reality
기계공학

University of Iowa

박기환

교수

기계공학

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안효성

교수

전기컴퓨터공학

Utah State University

윤정원

부교수

Robotics

GIST

이규빈

조교수

Artificial Intelligence

KAIST

이종호

부교수

기계공학

UC Berkeley

GIST

※ 수학, 인문학·사회과학 부전공 교원 현황은 ‘1. 기초교육학부 교원 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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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광주과학기술원 학칙

광주과학기술원 학칙
[제

정

1994. 12. 20]

[11차개정 2010. 03. 03]

[21차개정 2013. 03. 25]

[1차개정

1996. 05. 18]

[12차개정 2010. 03. 19]

[22차개정 2013. 05. 22]

[2차개정

1998. 08. 07]

[13차개정 2010. 09. 15]

[23차개정 2013. 12. 12]

[3차개정

2000. 12. 29]

[14차개정 2010. 12. 16]

[24차개정 2015. 03. 24]

[4차개정

2002. 12. 30]

[14차개정 2010. 12. 16]

[25차개정 2015. 03. 30]

[5차개정

2004. 09. 10]

[15차개정 2011. 03. 24]

[26차개정 2015. 10. 29]

[6차개정

2005. 12. 27]

[16차개정 2011. 10. 28]

[27차개정 2016. 03. 25]

[7차개정

2006. 12. 26]

[17차개정 2011. 12. 28]

[28차개정 2016. 08. 19]

[8차개정

2007. 03. 27]

[18차개정 2012. 05. 30]

[29차개정 2017. 03. 20]

[9차개정

2009. 03. 30]

[19차개정 2012. 08. 29]

[30차개정 2017. 08. 11]

[10차개정 2009. 06. 19]

[20차개정 2012. 12. 21]

[31차개정 2017. 12.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광주과학기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주과학기술
원(이하 “광주과기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방침) ① 광주과기원은 교육과 연구를 통해 과학의 발전과 기술의 혁신
을 선도하여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독창력과 응용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수한 자질을
가진 지도적 과학기술 영재 양성을 그 목표로 한다.
②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방침을 세운다.<개정 2009. 3.
30>
1. 연구중심 대학원 및 대학으로서의 교육
2. 국제적 수준의 연구 역량 배양
3. 산・학・연의 협동을 통한 연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학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4. 9.
10, 2005. 12. 27, 2007. 3. 27, 2009. 3. 30, 2009. 6. 19, 2011. 3. 24, 2015. 10. 29>
1. “국비장학생”은 정부에서 학생교육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학생을 말한
다.
2. “일반장학생”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외 산업체, 연구기
관,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이 부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3. “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광주과기원의 상근교원으로 임용되어 학생을 직접 교육・
연구지도(연구지도만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교원을 말한다.
4. “비전임직 교원”이라 함은 광주과기원의 비정규 교원으로 임용되어 교육․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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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행 또는 자문을 하는 교원을 말한다.
가. 삭제 <2009. 6. 19>
나. 삭제 <2009. 6. 19>
다. 삭제 <2009. 6. 19>
5. “학위과정”이라 함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말하며,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학사과정,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과정을 석사과정, 박사학위를 취득하
기 위한 과정을 박사과정이라 한다.
6. “전공”이라 함은 학문의 분화 또는 학문의 종합화로 인하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
시하는 전문 단위를 말한다.
7. “광주과기원장학생”(이하 ”과기원장학생”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생교육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광주과기원이 조성한 장학기금, 외부 출연기금 또는 연구비 등에서 부
담하는 학생을 말한다.
8. “학제전공”라 함은 국내․외 산학연 협약 및 광주과기원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의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일련의 학제간 융합 교과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전문 단위를
말한다.
9.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학사학위소지자
가 석사학위논문 제출 및 박사과정 입학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10. “공동학위과정”이라 함은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양대학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하여 양 대학의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취득하는 과
정을 말한다.
11. “학생교육경비”라 함은 납입금, 학생지원경비(학자금 등) 등 학생의 교육에 필요
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15. 10. 29>
12. “학부·과”라 함은 대학원 및 대학의 학부, 학과, 학제학부, 전공 등 연구 및 교
육을 수행하는 기본교육단위를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 12. 18>
13. “전과”라 함은 각 과정의 학생이 본인이 속한 ‘학부·과’를 동일 과정의 다른
‘학부·과’로 옮기는 것을 말하며, 학사과정 학생의 전공 선택을 포함한다. <신설
2017. 12. 18>
제3조의2(과정 및 학사조직) ① 광주과기원에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두며, 통합과
정과 비학위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2. 12>
② 광주과기원에 대학을 두고 학사과정을, 대학원을 두고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통합과
정을 담당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4조(기본교육단위) ① 대학에 기초교육학부, 물리전공, 화학전공, 생명과학전공, 전기전자
컴퓨터전공, 기계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지구․환경공학전공을 두고, 대학원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 신소재공학부, 기계공학부, 지구․환경공학부, 생명과학부, 물리․화학부,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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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재료전자공학과, 융합기술원을 두며, 물리․화학부에 물리‧광과학과, 화학과를 두고
융합기술원에 의생명공학과, 융합기술학제학부를 둔다. <개정 2010. 3. 19, 2011. 12. 28,
2012. 8. 29, 2012.12.21, 2013. 5. 22, 2015. 10. 29, 2016. 3. 25>
② 대학원의 특정분야 교육을 위하여 학제전공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학제전공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주과학기술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
다. <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5조(학생정원 및 운영) ① 학생정원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으로 구분하
고, 각 과정별로 국비장학생, 과기원장학생, 일반장학생으로 구분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수
요전망에 따라 총장이 매학년도에 정한다.<개정 2010. 3. 3>
② 과정 및 분야에 따라서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전망에 따라 격년으로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③ 과기원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④ 통합과정 및 공동학위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조(부속시설 등) ① 광주과기원에 부속시설과 연구소를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과 연구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제 1 절

각 과정 통칙

교수회의<개정 2010. 9. 15>

제7조(학사․연구심의위원회) 삭제 <2010. 9. 15>
제8조(학과․학부장 회의) 삭제 <2010. 9. 15>
제9조(교과과정 심의위원회) 삭제 <2010. 9. 15>
제10조(개별단위 교수회의) ① 각 학부·과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별단위의 교수회의를 둔다. <개정 2017. 12. 18>
② 개별단위 교수회의는 각 소속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별단위 교수회의는 소속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교원 3분의 1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속부서장이 소집한다.<개정 2009. 6. 19>
[전문개정 2009. 3. 30]
제11조(전체 교수회의) ① 광주과기원의 학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체교수회의를 둔다.
② 전체 교수회의는 광주과기원의 전임직 교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그 의장이 된다.<개
정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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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체 교수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전임직 교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총장이 소집한다.<개정 2010. 3. 3>
④ 전체 교수회의는 학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2 절

교

원

제12조(전임직 교원) ① 전임직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 교원은 원칙적으로 전공분야에 따라 해당 학부·과,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연구
소에 소속되며 필요에 따라 겸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12. 27, 2009. 3. 30, 2010. 3.
3, 2017. 12. 18>
③ 전임직 교원의 강의시간은 각 학부·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소속부서에 일임한다.<개
정 2006. 12. 26, 2009. 3. 30, 2017. 12. 18>
④ 전임직 교원은 연구년, 파견근무,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기 중 항시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제12조의2(대학원장 및 학장) ① 광주과기원 대학원 과정의 학사운영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
학원에 대학원장을, 학사과정의 학사운영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학장을 두며,
대학원장과 학장은 교수로 보한다. <개정 2017. 12. 18>
② 대학원장과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대학원과 대학의 학사업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 감독하며, 각 과정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한다.<개정 2010. 3. 3>
③ 대학원장과 학장의 직무권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9. 3. 30]
제13조(학과장 및 학부장) ① 대학원 각 학과/부에 1인의 학과․학부장을, 대학 기초교육학부
에 학부장을 두며,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② 학과장과 학부장은 해당 대학원 학과/부, 대학 학부를 대표하고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4조(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 ① 각 학제전공 및 전공에 1인의 책임교수를 두며, 책임
교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학제전공 및 전공 책임교수는 대학원장, 학장, 대학원 관계학과/부의 학과장, 학부장
및 대학 학부장과 협의하여 학사운영을 담당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15조(대학원과정 교수) ① 대학원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지도 및 학생생활지도
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두며,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소속 부서의 전임직 교원으로 하되, 관련 타 학과/부, 학제전

- 182 -

공, 전공교수 및 비전임직 교원과 전임직 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지닌 외부인사와 공동으
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③ 총장은 학생논문 지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큼 장기간 휴직, 연구년, 해외연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교원의 학생지도를 조정할 수 있
다.<개정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④ 소속 부서장은 정년퇴직까지의 잔여 근무 년수가 4년미만인 교원에 대하여 박사과정
신입생 지도를, 2년미만 교원에 대하여 석사과정 신입생 지도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 9. 15>
[전문개정 2009. 3. 30]
[제목변경 2017. 12. 18]
제15조의2(학사과정 지도교수) ① 학사과정 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 상담과 지도를 위하여
학사 지도교수를 두고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② 학사과정 학생의 학위논문에 관한 연구지도를 위하여 논문 지도교수를 두며, 대학의
기초과학 또는 대학원 관련 분야 전임직 교원으로 이를 담당하게 한다.
③ 학제적, 융복합 성격의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분야 논문 지도를 위
하여 공동지도교수를 둘 수 있으며, 논문 지도교수 및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선정한
다.
④ 총장은 학사 및 논문 지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만큼 장기간 휴직, 연구년, 해외연구
중에 있는 교원에 대하여는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교원의 학생 지도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2. 18]
제16조(명예교수) 광주과기원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교수의 추대절차, 처우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사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제17조(석좌, 특훈교수 제도) ①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업적이 탁월하고 인격과 덕망이
높은 교원 또는 국내외 과학기술계 저명인사에 대하여 광주과기원 석좌, 특훈교수의 칭호
를 부여하고 이에 부응한 특별한 처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좌, 특훈교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2012. 12. 21]
제18조(영년직 교수) ① 총장은 교육과 연구에 관한 업적이 현저한 자를 영년직 교수로 임
명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6, 2012.
12. 21>
② 영년직 교수의 임용,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교무위원
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0. 9. 15>
[전문개정 2010. 3. 3]
제19조(교육․연구보조요원) ① 광주과기원의 연구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박사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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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Doc.)을 둘 수 있다.
② 각 학부‧과의 교육․연구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둘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17.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조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30, 2010. 3. 3>
제20조(비전임직 교원) ① 비전임직 교원으로서 초빙교수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09. 6.
19>
② 비전임직 교원의 임용, 복무,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30, 2010. 3. 3>
제21조(연구년<개정 2010. 9. 15>) ① 전임직 교원으로서 일정기간 근속한 교원은 광주과기
원의 임무로부터 1년간 면제되어 본인의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유급 연구년를 가질
수 있다.
② 연구년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9. 15]
제22조(교원의 정년) 전임직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말일로 한다.

제 3 절

학년,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23조(학년,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
③ 총장은 제2항의 학기 중 방학기간에 계절학기(여름학기 또는 겨울학기)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24조(수업일수) 제1학기와 제2학기의 수업일수는 통산하여 32주 이상으로 한다.
제25조(휴강일, 휴업 및 휴강) ① 정기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공휴일
2. 설립기념일
3. 하기휴가
4. 동기휴가
② 천재, 지변, 전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태로 인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은 각 과정에 걸쳐 전부 또는 일부 임시휴업 또는 휴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휴강으로 제24조의 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한 때에는
야간교육, 광주과기원외 타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통신교육 등 적절한 방법에 의한 교육
으로 대치할 수 있다. 다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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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입학 및 등록

제26조(입학시기) ① 학사, 석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년초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에 따라 학기초 30일 이내, 년2회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 3. 30, 2010. 3. 3>
② 박사과정의 입학시기는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27조(입학지원서류와 전형료) ①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에 소정의 서류와 소정의 수험료
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9. 3. 30, 2010. 3. 3>
1. 삭제 <2009. 3. 30>
2. 삭제 <2009. 3. 30>
3. 삭제 <2009. 3. 30>
② 이미 제출한 서류와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입학허가) 총장은 소정의 입학전형 절차를 거쳐 입학지원자의 입학을 허가한다. 다
만, 광주과기원에서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사실이 있는 자 및
신체검사의 결과가 학업수행에 극히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허가할 수 없다.<개
정 1998. 8. 7, 2010. 3. 3>
제29조(입학등록)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납입금
을 납부하여 입학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각 과정의 국비장학생은 납입금의 일부 또
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11. 3. 24, 2015. 10. 29>
1. 삭제 <2009. 3. 30>
2. 삭제 <2009. 3. 30>
3. 삭제 <2009. 3. 30>
4. 삭제 <2009. 3. 30>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
다.
제29조의2(입학허가의 취소) ① 정당한 사유없이 제29조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학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은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본조신설 2011. 3. 24]
제30조(재학생 등록) 재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
다.
제31조(수강신청) ① 등록을 완료한 학생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
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 185 -

② 일단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
할 수 없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③ 수강신청에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30, 2010. 3. 3>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적한다.

제 5 절

교과학점 및 졸업

제32조(교과목의 구분) ① 학사과정의 교과목은 교양, 기초 및 전공, 공통과목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교과목 이외에 자유선택과목, 연
구과목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② 대학원과정의 교과목은 교과과목과 연구과목으로 구분하고, 교과과목은 필수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2. 18>
[전문개정 2009. 3. 30]
제33조(교과과정의 편성) 교과과정의 편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제34조(개설교과목) 매 학기의 개설교과목은 그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제35조(특별강좌) 각 과정에서는 방학기간 중 특별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학점
을 줄 수 있다.
제36조(준비교육) 총장은 신입생에게 3개월 이내의 준비교육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10. 3.
3>
제37조(학점)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주 1시간 1학기간의 교육 또는 이에 상당
한 시간수의 교육을 1학점으로 한다. 다만, 논문연구, 세미나, 실험실습 등은 학점당 시간
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타 학부·과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① 학사과정 학생은 동일과정 타 학부·과에
개설된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학사과정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 학생의 동일과정 타 학부·과 개설 교과과목 학점 취득 인정여부 등에 관
한 사항은 해당 학부·과별 기준에 따른다.
③ 전과한 학생이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2017. 12. 18][제목변경 2017. 12. 18]
제39조(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 각 과정 학생이 입학전 또는 재학 중에 국내․외의
타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의 추천과 소속 부서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전
부 또는 일부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9. 6. 19,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39조의2(과정간의 학점 취득 인정) ① 학사과정 학생은 대학원과정의 교과과목 학점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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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하여 학사과정 졸업(수료)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포함된 학점을 제외한 잔여분은
C등급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대학원과정 입학 후 졸업(수료) 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단, 성적평균 산출 시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5. 22. 2017. 12. 18>
② 대학원과정 학생은 학사과정의 교과과목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수료)학점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8>
[본조신설 2009. 3. 30]
제40조(선수과목) ① 전공과목으로서 그 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하급과목을 이수하여야 할
경우 교과과정에서 이를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학생이 그 과정에 입학 후 선수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그 학점은 학위취
득에 필요한 학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 3. 30>
제41조(학위수여) ①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학위를 수
여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에서 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학
위논문심사에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석사 또는 박사의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통합과정
중도 포기자 등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③ 국내․외 과학기술 또는 학술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크게 기
여한 자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위수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 및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0. 9. 15>
[전문개정 2009. 3. 30]
제41조의2 삭제 <2017. 12. 18>
[종전 제41조의2는 제59조의2로 이동 2017. 12. 18]
제42조(학위수여시기) 각 과정의 학위수여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제 6 절

시험과 성적

제43조(시험) 매 학기말에 각 교과목에 대하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
간시험 또는 임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출석상황, 연구보고서, 학습태도 등을 참작하여 과목
담당교수가 평가한다.
제44조의2(성적과 평점)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5. 30>
등급

A

A

B

평점

4.5

4.0

3.5

+

0

+

0

+

B

C

3.0

2.5

C

0

2.0

[본조신설 2009.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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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1.5

D

0

1.0

F
0

가

부

미완

(S)

(U)

(Inc)

제 7 절

전

과

제45조(전과) ① 전과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7. 12. 18>
1. 삭제 <2017. 12. 18>
2. 삭제 <2017. 12. 18>
3. 삭제 <2017. 12. 18>
②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8>
제 8 절

휴학, 복학, 자퇴, 재입학

제46조(휴학) ① 각 과정의 학생이 질병 및 사고, 병역, 임신·출산·육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대상),

창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광
주과기원의 방침에 따라 학점취득 또는 논문연구를 위해 국내외 타 대학에서 수학하는 경
우에는 휴학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1. 10. 28, 2013. 3. 25, 2013. 12. 12, 2017. 12. 18>
② 각 휴학 사유별 휴학원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1. 10. 28, 개정 2013. 3. 25,
2013. 12. 12>
1. 질병 및 사고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기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2. 병역, 임신·출산·육아, 창업에 따른 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 진단
서, 학생창업신청서와 승인서 등 각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학기 기
말고사 시작 전까지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휴학하고자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 수업주수 2분의 1이
내
③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학사 및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4학
기,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자녀당 4학기
까지 허용한다. 위의 과정별 휴학기간(이하 “일반휴학기간”이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창
업휴학은 추가로 4학기까지 할 수 있으며,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학기까지 더 연장
할 수 있다. 이 때, 일반휴학 기간과 창업휴학 기간의 합이 총 8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3. 27, 2009. 3. 30, 2013. 3. 25, 2013. 12. 12, 2017. 12. 18>
④ 등록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학기의 납입금을 면
제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기간을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한다.
제47조(복학) ① 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복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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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9. 6. 19, 2010. 3. 3>
② 복학의 시기는 학기초 등록기간내로 한다. 다만, 병역 등으로 휴학하였거나 해당학기
에 등록을 완료한 후 휴학한 자가 그 학기 중에 휴학사유가 종료되어 복학하고자 할 때에
는 학기 내의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48조(자퇴) ① 각 과정의 학생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자퇴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을 거쳐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
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총장은 각 과정 학생의 자퇴 등 제적을 허가할 때에는 해당 학생에 대하여 재학중 광
주과기원에서 수혜받은 학생교육경비(이하 “수혜경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환하게 한다. 다만, 정상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혜경비의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
처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9. 15>
[전문개정 2010. 3. 3]
제49조(재입학) ① 자퇴한 자 또한 제적된 자가 2년 이내에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교학위
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 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한하여 원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재학기간 경과, 학사경고, 전공시험 불합격,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에 대
하여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개정 2012. 12. 21, 2017. 3. 20>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한다.
③ 재입학한 자가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이
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④ 재입학한 자의 재학기간은 광주과기원 각 과정에 처음 입학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0조(이중학적 금지) 각 과정의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외국대학과의 협
약에 의한 공동학위과정 학생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 3. 30>

제 9 절

포상과 징계

제51조(포상) 총장은 광주과기원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

2006. 12. 26,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1.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한 자
2.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3. 미행이 있어 표창할 만 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2조(학사경고) ① 총장은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재학 중 학업성적이 열등한 자에 대하여
는 면학정신을 고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해당학생이 학위과정
이수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경우에는 졸업학기에 한하여, 전교과목의 학업성적과 졸업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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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강 과목수를 감안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② 각 과정 재학 중 1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
학점수, 과외활동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③ 각 과정 재학 중 학사과정 학생은 3회 및 석․박사과정 학생은 2회의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적한다.<개정 2009. 3. 30>
④ 총장이 학사경고를 하거나 제적을 할 때에는 해당학생의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제53조(징계)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의
견을 들어 교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체없이 징계한다.<개정 2006. 12. 26, 2009. 3.
30, 2009. 6. 19, 2010. 3. 3, 2010. 9. 15, 2017 03. 20>
1. 성행이 극히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4. 허가 없이 집단적 행위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원내 활동에 있어서 심히 면학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을 한 자
5. 원내외 활동에 있어서 심히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여 광주과기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자
6. 정보물 무단 열람, 변조, 훼손, 유출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원내․외 정보시스템의 정
상가동을 방해한 자
7. 기타 학칙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
제54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근신, 정학, 제적으로 구분한다.

제 3 장

각 과정 특칙

제 1 절 석사․박사과정 <신설 2009. 3. 30>
제55조(전형방법) 입학전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1. 서류심사
2. 필답시험
3. 면접시험
제56조(박사과정 입학시험) ① 광주과기원의 석사과정 학생은 입학하여 1년 이상의 학업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의 학생은 석사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험은 제55조의 전형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며, 시험시기, 기타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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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3. 30, 2010. 3. 3>

제57조(박사과정 입학) ① 광주과기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 예정자 포함)가 박사과
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의 일부 또
는 전부의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석사과정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교학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6, 2009. 6. 19, 2010. 9. 15>
② 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취득예정자 포함)가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박사과정 입학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8. 8. 7]
제58조(수업연한 및 수업연한의 단축) ① 광주과학기술원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각 과정의
수업연한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에 필요한 이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수업연한을 적용한다.
1.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각각 2년 이상
2. 통합과정: 4년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위수여 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
박사과정은 각각 6월, 통합과정은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0. 28]
제58조의2(최단수업기간)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2학기 이상, 통합과정에 있어서는
기 이수한 석사과정을 포함하여 4학기 이상의 전일제 수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기원
장학생 및 일반장학생의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수업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4. 9. 10, 2007. 3. 27, 2010. 3. 3, 2010. 9. 15>
[제58조에서 이동 2011. 10. 28]
제59조(최장재학기간) ① 석사과정에 있어서는 3학년, 박사과정에 있어서는 7학년, 통합과정
에 있어서는 8학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 3. 27>
②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3. 27, 2013. 12. 12>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학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교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학기간을 석사과정은 6개월, 박사과정과 통합과정은 1년간 연장할 수 있
다.<개정 2011. 3. 24, 2012. 12. 21>
④ 재학기간을 경과하여도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제59조의2(전공시험) ① 대학원과정의 전공적합성과 학위취득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전공시
험을 실시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전공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결과가 통보된 날로 제적처리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41조의2에서 이동 2017. 12. 18]
제60조(과정별 취득학점) 학생이 각 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 12. 29, 2007. 3. 27, 2012. 8. 29, 2012. 12. 21>
1. 석사과정: 21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33학점 이상을 취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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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2. 박사과정: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24학점 이상의 연구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3. 통합과정: 36학점 이상의 교과학점과 연구학점을 포함한 총 60학점 이상을 취득하
여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교과학점 및 연구학점을 누적 가산할 수 있다.
4. 각 과정의 취득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이 3.0/4.5이상인 자에게는 학기말에 수료증을
줄 수 있다.
제60조의2(부전공, 복수전공) 각 과정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2. 18]
제61조(취득학점의 제한) ① 각 과정의 전일제 학생은 연구학점을 포함하여 매 학기 9학점
이상 12학점 이하를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미
리 지도교수와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 12. 26, 2009. 6. 19>
② 각 과정의 시간제 학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이수 할 수 있다.<신설 2004. 9. 10>
제62조 삭제 <2009. 3. 30>
제63조(학점인정과 각 과정 수료성적)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은 A+, A0, B+, B0, C+, C0, D+, D0
와 S만을 인정하며, 각 과정의 수료사정에 있어서는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평균이
3.0/4.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6. 5. 18, 2012. 5. 30>

제64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직전학기까지의 누계평균이 2.5/4.5에 미달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전에 행한다.<개정 1996. 5. 18, 2010. 3. 19>

제 2 절 학사과정 <신설 2009. 3. 30>

제65조(지원자격) 학사과정의 지원자격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5조는 제86조로 이동 2009. 3. 30]
제66조(수업연한)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소정
의 이수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8>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6조는 제87조로 이동 2009. 3. 30]
제67조(최장 재학연한) ① 학사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제적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7조는 제88조로 이동 2009. 3. 30]
제68조(과정 이수학점) 학사과정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이수한 전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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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8조는 제89조로 이동 2009. 3. 30]
제69조(학년구분) ① 재학생의 학년은 이수학기 및 학점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학년 : 33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2학년 : 2학기 이상 이수 및 66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3학년 : 4학기 이상 이수 및 99학점을 취득할 때까지
4학년 : 7학기 이상 및 100학점 이상 취득하였을 때
② 학사과정에서 제1항에 정한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해당학년의 수료를 인정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69조는 제90조로 이동 2009. 3. 30]
제70조(학점인정 시험) ① 수강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도 학점인정 시험에 의하여 학
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학점인정 시험의 합격기준은 B 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성적등급은 학칙 제44
조의 2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0조는 제91조로 이동 2009. 3. 30]
제71조 삭제 <2000. 12. 29>
제71조의2(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 ①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36학점(신소재공학전공
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42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18>
② 주전공 이외에 특정 부전공 분야에서 요구하는 15학점 이상의 일정 학점 및 요건을 충
족하는 경우 해당 부전공의 이수를 인정한다. <개정 2017. 12. 18>
③ 학사과정의 학생은 총장의 허가를 얻어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
④ 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 3. 3>
[본조신설 2009. 3. 30]
제72조(재수강) 기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2조는 제92조로 이동 2009. 3. 30]
제73조(추가시험)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실
시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3. 3>
② 추가시험은 다음 학기 개강 이전에 실시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3조는 제93조로 이동 2009. 3. 30]
제74조(우등급 졸업생) ① 학사과정의 졸업대상자로서 재학중 학업성적이 특히 우수하고 품
행이 단정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총장이 이를 표창하고 학적부와
졸업장에 기재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구

분

평

점

최우등급(summa cum laude)

4.3이상

준최우등급(magna cum laude)

4.1이상

4.3미만

우등급(cum laude)

3.9이상

4.1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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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학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4조는 제94조로 이동 2009. 3. 30]
제75조(학사경고의 대상 및 시기) 학사경고는 직전 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2.0/4.5 에 미달
한 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개강 전에 행한다. 다만, 계절 학기에 수강한 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5조는 제95조로 이동 2009. 3. 30]

제 3 절 과학영재선발위원회<신설 2009. 3. 30>

제76조(목적) 이 절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6조는 제96조로 이동 2009. 3. 30]
제7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대학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교육부장관
이 지명하는 사람 1명, 교학처장, 영재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2016. 8. 19, 2017. 8. 11>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 호선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7조는 제97조로 이동 2009. 3. 30]
제78조 삭제 <2004. 9. 10>
제78조의2(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7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79조는 제98조로 이동 2009. 3. 30]
제8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0조는 제99조로 이동 2009. 3. 30]
제81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
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1조는 제100조로 이동 2009. 3. 30]
제82조(입학자격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참작하여 영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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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만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2조는 제101조로 이동 2009. 3. 30]
제83조(입학자격인정 신청) 영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
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3조는 제102조로 이동 2009. 3. 30]
제84조(입학자격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자격 기준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대학에의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은 당해연도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본조신설 2009. 3. 30] [종전 제84조는 제103조로 이동 2009. 3. 30]
제8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3. 30]

제 4 장
제 1 절

보

칙

납입금, 장학금, 졸업 후 복무의무

제86조(납입금) ① 광주과기원 학생의 납입금의 종류와 액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
록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2012. 5. 30,
2017. 3. 20>
② 각 과정의 국비장학생에 대하여는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한다. 다만, 수업연
한을 초과한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일정기준에 미달한 학생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 3. 24>
[전문개정 20009. 3. 30] [제65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87조(기성회) ① 광주과기원에 기성회를 둔다. <개정 2015. 10. 29>
② 기성회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6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목변경 2015. 10. 29]
제88조(실비 징수) ①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연구시찰, 현장견학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각 과정의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 사용료를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7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89조(장학금) ① 각 과정의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는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의 지급대상자, 지급금액,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학위원회의 심

- 195 -

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2010. 9. 15>
[전문개정 2009. 3. 30] [제68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0조(학자금 등) ① 학사과정 학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업성
적이 양호한 자 중 학비부담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학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
다.
② 석사, 박사과정, 통합과정의 국비장학생 및 과기원장학생에 대하여는 학업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학자금 또는 조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휴학 중인 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
며,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대학원과정 학생 중 각각 9학점 이상, 학사과정 학생 중 각각
11학점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는 그 다음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9. 15>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69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1조(수업료면제의 제외) ① 재수강하는 교과목에 대하여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
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0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 2 절

학 생 활 동

제92조(학생회) ① 학생의 자치기구로서 학생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생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하되, 총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72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3조(과외활동) ① 학생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적으로 과외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과외활동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교육・연구수행과 광주과기원내 질서 유
지에 배치되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73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3조의2 (장애학생 지원) 장애학생이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지
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제94조(영리활동의 금지) 학생은 총장의 승인 없이 영리를 위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
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74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5조(간행물) ①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신문, 학술지 등의 간행물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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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행하고자 할 때, 또는 발간된 간행물을 배포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간행물의 발간 및 편집에 관하여는 총장이 위촉하는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간행물의 발간, 편집 및 배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5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 3 절

생 활 관

제96조(생활관의 운영) ① 광주과기원은 학생의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관을 운
영하며, 각 과정의 학생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의 이용,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76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 4 절

외국인 학생

제97조(외국인 학생의 입학 등) ①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였거나 졸
업예정자가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입학전형을 거쳐 각 과정에 정원외로 조건부 입
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② 외국인 학생의 입학자격, 입학전형 및 학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외국인 학생으로서 이 학칙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
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④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학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3. 30] [제77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 5 절

연수생, 청강생, 공개강좌

제98조(연수과정) ① 광주과기원은 정상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과학과 기술의 보
급을 위하여 정원외로 비학위 연수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수과정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삭제<2012.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79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99조(연수생의 자격) ① 연수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자, 대학의 경우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라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 이
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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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9. 3. 30] [제80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0조(청강생) ① 대학원의 경우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대학의 경우 고
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과목의
청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3] [제81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1조(공개강좌) ① 과학기술에 관한 이론과 기술의 습득을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1. 10. 28>
[전문개정 2009. 3. 30] [제82조에서 이동 2009. 3. 30]
제102조(공개강좌) ① 방학기간 중 타대학 재학생 또는 타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
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2. 5. 30>
② 삭제<2012. 5. 30>
[전문개정 2009. 3. 30] [제83조에서 이동 2009. 3. 30] [전문개정 2012. 5. 30]

제 6 절

위 임 규 정

제103조(시행규칙)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0. 3. 3>
[전문개정 2009. 3. 30] [제84조에서 이동 2009. 3. 30]

부

칙 <1994. 12.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5.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8. 8.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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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개정)
1. 납입금 징수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65조”를 “학칙 제86조”로 한다.
2. 교과과정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학칙 제62조 1항”를 “학칙 제44조의2”로 한다.
3. 급식보조비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의 “학칙 제69조”를 “학칙 제90조”로 한다.
4. 생활관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76조 제2항”를 “학칙 제96조 제2항”으로 한다.
5. 외국인학생 수학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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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학칙 제77조”를 “학칙 제97조”로 한다.
6. 재학생 장학금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호의 “학칙 제64조 및 제65조”를 “학칙 제64조 및 제86조”로 한다.
7. 청강생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81조”를 “학칙 제100조”로 한다.
8. 학과장회의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의 “학과장회의”를 “학과․학부장 회의”로 하고, 제2조 제1항의 “원장
이 의장이 되고, 부원장, 교학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행정처장, 학과장, 과학기술
응용연구소장, 고등광기술연구소장, 국제화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을 포함한”을 “부원
장이 의장이 되고, 학칙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과 교학처장, 연구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도서관장, 고등광기술연구소장, 솔라에너지연구소장, 과학기술응용
연구소장, 국제화센터장, 창업보육센터장을 포함한”으로 한다.
9. 학생과외활동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73조 및 제74조”를 “학칙 제93조 및 제94조”로 한다.
10. 학자금 및 조교수당 지급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69조”를 “학칙 제90조”로 한다.
11. 학제학부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및 본문의 “학제학부”를 “학제전공”으로 한다.
12. 석사,박사학위 통합과정 운영지침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 “학칙 제3조 제9호 및 제4조 제4항”을 “학칙 제3조 제9호 및 제3조의2 제1
항”으로 한다.

부

칙 <2009. 6.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0. 3.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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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8조 개정조항은 개정 이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1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학칙 제58조(최단수업기간)를 적용한 것은 제58조의 2(최
단수업기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2011. 12. 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5.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60조의 개정 내용은 변경 규정이 시행된 이후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3.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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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13. 5. 2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9조의2의 개정 내용은 2013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2.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3.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에도 불구하고, 2016학년도 1학기 및 그 이전에 입학한 대학원 학생들은
기존의 소속 명칭(정보통신공학부, 기전공학부, 환경공학부, 의료시스템학과)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소속 명칭을 유지한다 할지라도 지도교수, 수업, 졸업 등 제반 학사는
명칭 변경된 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부

칙 <2017. 3. 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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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규정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7. 12.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2. 제71조의2제1항의 개정사항은 2018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2017학년도 입학생까
지의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으로 하며, 최대 36학점까지만 졸업 학점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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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GIST대학 전공과정 운영지침
※ 본 지침은 개(제)정절차 진행중으로 최종 지침은 대학홈페이지(학내공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임

GIST대학 전공과정 운영지침
[제

정 2018. 03.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광주과학기술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4조(기본교육단위)의
전공 확정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선언 및 확정) ① 기초교육학부로 입학한 학사과정 학생은 전공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공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전공 선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공선언서(별지1)
2. 학업계획서(별지3)
③ 전공 확정은 해당 전공책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장이 시행한다.
제3조(전공선언 자격) ① 기초교육학부 소속 학생 중 전공선언을 하고자하는 자는 [별표1]
의 전공선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4조(전공선언 시기 및 공고) ① 전공 선언은 GIST대학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매년 6월 10일 또는 12월 10일까지 제2조 제2항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전공선언 관련 세부 사항은 공고문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전공별 정원) 전공선택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전공별 인원 제한 없이 운영한다.
제6조(전공과목 졸업 인정학점 제한제) 학제적인 융합교육이 가능하도록 전공과정을 운
영하기 위하여, 전공분야에서 이수한 학점 중 졸업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학점은 [별표3]과 같다.
제7조(전공지도교수) 대학장은 전공책임교수와 협의하여 전공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8조(전공변경) ① 전공 변경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전공변경 신청서(별지2) 및 학업계획서(별지3) 제출
2. 전공책임교수 승인 및 대학장 확정
3. 해당 학생 통보
② 전공변경은 전공선언 후 한 학기 이상 경과한 후 매학기 전공선언 공고시 할 수
있다.
③ 최종 전공선언 후 정규 2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9조(전공변경자의 학점 인정) 구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모두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공학점의 인정은 신 전공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의 이수학점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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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수 있다.
제10조(부전공 선언 자격) 부전공 선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표2]의 부전공선언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1조(부전공 선언) 부전공 선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부전공 선언에 관한 공고 내용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전공 선언서(별지4)
2. 부전공 학업계획서(별지5)
제12조(부전공 선언 시기 및 공고) ① 부전공 선언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GIST대학에서 공고하는 내용에 따라 매년 3월 15일 또는 9월 15일까지 학사
지도교수 및 전공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제10조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선언 후 정규 1학기 이상 수학하여야 한다.
제13조(부전공 취소) ①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부전공 선언 취소 신청서(별지6)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 취소는 부전공선언 공고기간 중 할 수 있다.
제14조(부전공 학점 이수)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부전공
이수요건에 따라 별도로 정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1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
제15조(조기졸업 신청) ①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수업연한 전에 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을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수업연한 계산 시에는 휴학
기간을 포함한다.
②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예정 직전학기 2월 말 또는 8월 말 GIST대학
에서 공고하는 기간 중에 조기졸업 신청서(별지7)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조기졸업) 학사과정에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3.5/4.5이상인 경우에는 조기졸업 할 수 있다.

부칙 <2018. 03.

.>

①(시행일) 이 지침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지침 제정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지스트대학 전공과정 운영기준”(GIST
대학 내규)은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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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전공선언 자격
구분

전공선언 자격

비고

2018학번

정규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이후

또는 총 30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정규 2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 2017학번

또는 총 60학점 이상 취득한 자
전공별로 정해진 해당 전공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 포함
- 정규 4학기에는 계절학기 제외

정규 4학기 이상 등록한 자
2010

- 총 30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 대학에서 취득한

- 총 60학점에는 학칙 제39조(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에 의거 인정된 학점 포함
- 전공 선수과목 미 이수자의 경우에도 전공
진입은 허용하나, 전공진입 이후에 전공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

선수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별표2]

부전공선언 자격
구분

부전공선언 자격

비고

정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두 요건을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모두 충족해야 함

2010

정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두 요건을

~ 2017학번

성적 평점평균 2.5 이상인 자

모두 충족해야 함

2018학번 이후

[별표3]

전공과목 졸업 인정학점 제한
구분
2018학번 이후
2010
~ 2017학번

전공 최소학점
36학점
단, 신소재공학전공은 30학점
30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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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최대 인정학점
42학점

36학점

[별지1]

전공 선언서
(Declaration of Concentration)

1. Name:

2. Student ID Number:

3.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Include the current registered semester)

4. Total earned credits:
(Include the credits you expect to earn in the current semester)

5. Prerequisites for the Concentration(Prior to the '17 student year):
(List the prerequisites you have taken for the concentration)

6. Concentration:

Date:

.

Signature of Student

Attachment: Study Plan

To the Dean of GIST College

- 207 -

.

[별지2]

전공 변경 신청서
(Change of Concentration)

1. Name:
2. Student ID Number:
3.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Include the current registered semester)

4. Total earned credits:
(Include the credits you expect to earn in the current semester)

5. Prerequisites for the Concentration(Prior to the '17 student year):
(List the prerequisites you have taken for the concentration)

6. Change of concentration
From:

To:

Signature of Student

Date

Name of Advisor:

Signature

TO BE COMPLETED BY THE GIST COLLEGE
Director of Former Concentration
Name:
Director of New Concentration
Name:

Signature
Signature

Attachment: Study Plan

To the Dean of GIS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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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별지3]

학업 계획서
(Study Plan)
1. Name:
2. Student ID Number:
3. Concentration Declared:

Describe in you study plan:
- Your reason for choosing this concentration and your preparation for this
concentration.
- Your research and study interests
- Your academic and personal goals
- Additional projects or research you would like to complete by the time of your
graduation if you have.
(Please write one or two pages in English 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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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부전공 선언서
(Declaration of Minor Concentration)

1. Name:
2. Student ID Number:
3. Number of registered semesters:
(Include the current registered semester)

4. Total earned credits:
(Include the credits you expect to earn in the current semester)

5. Minor Concentration:

Date:

.

.

Signature of Student
Advisor
Name:

Signature

Director of Concentration
Name:

Signature

Attachment: Study Plan

To the Dean of GIS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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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5]

부전공 학업 계획서
(Study Plan)
1. Name:
2. Student ID Number:
3. Minor Concentration Declared:

Describe in you study plan:
- Your reason for choosing this minor concentration and your preparation for this
minor concentration.
- Your research and study interests
- Your academic and personal goals
- Additional projects or research you would like to complete by the time of your
graduation if you have.
(Please write one or two pages in English or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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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6]

부전공 선언 취소 신청서
(Withdrawal of Minor Concentration)

1. Concentration:
2. Name:
3. Student ID Number:
4. Withdrawn Minor Concentration:
5. Reason for withdrawing the minor concentration

Signature of Student

Date

Name of Advisor:

Signature

TO BE COMPLETED BY THE GIST COLLEGE
Director of Concentration
Name:

Signature

Director of Minor Concentration
Name:

Signature

To the Dean of GIS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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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별지7]

조기졸업 신청서
(Request for Early Graduation)

1. Concentration:
2. Name:
3. Student ID Number:
4. Desired Graduation Semester:
5. Credits Earned for Graduation
1) Completed Credits:

(GPA:

2) On-going Credits :
3) Total Credits

:

Date:

.

.

Signature of Student

Advisor
Name:

Signature

Director of Concentration
Name:

Signature

Attachment: Transcript

To the Dean of GIST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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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별첨5]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
서문
과학 연구와 대학 교육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GIST대학은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
는 학문을 추구합니다. GIST대학의 학생들은 학문적 정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이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아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을 제정합니다.
I. 명예규약
GIST대학 학생들은 교육과 연구의 전 과정에서 윤리적 태도를 지키고 정직하고 진
실한 자세로 임하여 최고의 학문적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어떠한 부정행위도 용
납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II. 부정행위의 정의
‘학문적 부정행위’는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괄합니다.
시험 및 과제에서의 부정행위: 시험이나 과제를 수행하면서 다른 학생의
것을 베끼거나 그 밖의 부정한 도움을 받는 일체의 행위
표절 및 위/변조: 출처에 대한 적절한 언급 없이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허락 없이 베끼거나 훔치는 행위, 또는 부정한 학문적 이득을 위하여 특정
정보 및 실험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왜곡하여 이를 기록하고 보고
하는 행위
이 밖에도 교육과 연구의 모든 분야에서 학문적 부정을 꾀하거나 또는 타인이
학문적 부정을 범하는 것을 도와주는 모든 시도는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을 위
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III. 처벌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는 학칙과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서약
나

는/은 GIST대학 학생 명예규약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 서약합니다.

년

월

- 214 -

일

(서명)

[별첨6] GIST대학 하우스(기숙사) 소개
1. 하우스 제도
가. 개요
하우스제도는 Caltech, Harvard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숙사 시스템으로 기숙사 내
에 몇 개의 소규모 거주 공동체를 구성하여 학업과 생활을 연계하는 제도임. GIST대
학은 국내에서 최초로 Residential College 개념의 하우스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학부
생의 기숙사 생활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음.
나. 구성
1) 총 4개의 하우스 구성(G,I,S,T 하우스)
2) 하우스 관리를 총괄하는 하우스마스터 1인 및 각 하우스별 지도교수 1인 선정
3) 하우스별 하우스장 및 자치위원 선임하여 방 배정 및 하우스별 프로그램 기획/운영
4) 기대효과
- GIST대학에 대한 소속감 및 자긍심 증진
- 하우스별 문화활동 및 학술활동 활성화를 통한 하우스만의 고유 문화 확립
- 교수와 학생 간, 학생 선후배간 상호교류 증진

2. 하우스 입사 및 퇴사절차
가. 입사절차 : 입사원서 제출 ⇒ 심사 및 실 배정 ⇒ 입사
나. 퇴사절차 : 퇴사원서 제출 ⇒ 방 청소상태 확인 및 점검 ⇒ 퇴사허가
다. 기타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
(T.3603/E-mail: how2fly@gist.ac.kr), 사감실(T.5800)

3. 관련규정
가. 대학생활관 운영지침
나. 대학생활관 생활수칙
다. 대학생활관 점검기준
라. 대학생활관 내부시설이용기준

4. 하우스 입사원칙
가. 하우스의 입사 자격은 본원 재학생으로 학사과정 4년차까지임
단, 하우스의 수용능력에 따라 입사를 제한 할 수 있음
나. 연차초과 학생은 하우스운영위원회 승인에 따라 추가로 입사할 수 있음
다. 하우스의 입사허가 기간은 학기단위로 함
라. 학기 중 공실이 있는 경우 원내직원, 연구원, 인턴 등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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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독방 거주는 원칙적으로 금지함.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독방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하우스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매월 1회 상담실에 방문 상담 및 매 2주마다
1회 하우스 거주 생활점검표를 기록하고 그 결과를 학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함
바. 졸업유예자는 2018년 1월부터 입사 불가함
※ 졸업유예자: 학위청구논문을 비롯한 졸업 제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지 않기 위해 최종 인쇄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하지 않은 자

5. 주의사항
가. 생활관의 안전을 위해 다음의 제품은 사용을 금함.
구분

난방기기
전기담요,

품목

전기장판,
팬 히터

사용
가능여부

사용불가

취사기기

음향기기

Toaster,

음향기기

비디오 TV,
오디오

전자레인지
사용불가

기타제품

선풍기,

버너, Cooker,
Coffee Pot,

조명기기
헤어드라이어,
컴퓨터,

전기코드

냉장고(100ℓ
이하 1실 1개)

사용가능

사용가능

사용가능

형식승인품

나. 기재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운영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용품
중 허가품목에 대하여는 양호한 품목에 한하여 하우스마스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하며 불량전기코드(KS품이 아니거나, (전)표기가 되지 않은 것, 2개의
전선이 노출된 것)는 회수조치 함.
다. 전기용품의 적정 안정 사용연한이 넘은 노후기기의 사용을 금함.
라. 전기용품의 안전에 항상 관심을 가져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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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스 각 동 시설 세부사항
▣ A동
1. 건물현황
가. 지하 1층, 지상 6층
나. 사생실 200실(2인1실), 공용실 45실
다. 층별 개요
구

분

면적(㎡)

지하 1층

270.83

지상 1층

1,831.89

내

용

기계실, 전기실, 동아리실
사생실(일반37, 장애인1), 사감실, 매점,
세탁실(남/여/공용), 청소용역실, 우편함실
사생실(일반37, 장애인1), 체력단련실(2), 커뮤니티실,

지상 2층

1,831.88

하우스마스터실, 학생휴게실, 동아리실(7), 토론실,
자치회실, 창고
사생실(34), 전산기계실, 독서실(2), 학생휴게실(2),

지상 3층

1,709.17

지상 4층

1,116.16

사생실(30), 휴게데크(2), 청소도구실(2)

지상 5층

1,024.17

사생실(30), 휴게데크(2), 청소도구실(2)

지상 6층

1,024.28

사생실(30), 청소도구실(2)

8,808.38

사생실(일반198, 장애인2)

합

계

컴퓨터실, 창고, 휴게데크(3)

2. 교구 및 비품
가. 사생실: 침대, 책장, 책상, 이동서랍, 의자, 붙박이장, 신발장
나. 공용실: 사감실(책상, 서랍, 의자, 캐비넷), 휴게실(소파 등)
다. 각종비품: 냉난방기, TV, 세탁기, 컴퓨터, 냉온수기, 헬스기구, 앰프 등
라. 옥외시설: 자전거보관대, 분리수거대 등
3. 기타시설
가. 주차대수: 68대
나. 엘리베이터: 24인승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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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동
1. 건물현황
가. 지하 1층, 지상 6층
나. 사생실 217실(2인1실), 공용실 21실
다. 층별 개요
구

분

면적(㎡)

내

용

지하 1층

471.71

지상 1층

1,316.64

사생실(22), 회의실, 매점, 우편함실

지상 2층

1,737.20

사생실(40), 회의실, 세탁실(남/여), 동아리방(2)

지상 3층

1,559.28

사생실(40), 회의실, 독서실, 창고

지상 4층

1,363..23

사생실(39), 창고

지상 5층

1,349,11

사생실(38), 창고

지상 6층

1,349,11

사생실(38), 창고

9,146.28

사생실(217)

합

계

기계실, 전기실, 용역원실, 악기연습실

2. 교구 및 비품
가. 사생실: 침대, 책장, 책상, 이동서랍, 의자, 붙박이장, 신발장
나. 공용실: 테이블, 의자 등
다. 각종비품: 냉난방기, TV, 세탁기, 냉온수기, 앰프 등
라. 옥외시설: 자전거보관대, 분리수거대 등
3. 기타시설
가. 주차대수: 47대
나. 엘리베이터: 24인승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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