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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開發計劃達成파 重化學工業育成을 위한 長期A力讓給對策으로 數年前부터 理工系

大學定員이 大騙增員되었다. 또한 홉響警寶改善計훌I의 -環으로 各學科에 대한 敎育課種

이 없究驗혐되어 模캘￥數科課種이 f'f£成되었다.

理工系學部얘셔‘ 훌攻分野의 基훌훌科目인 難學은 그 學點比童이 專攻科目外 他科目中에

서 제앨크다고 본다. 더우기 모든學科에 대혜서 遇用되므로 大뽕全월로 볼때 敵學敎育훌

은 대단히 많아졌다. 또한 날로 進展하는 科뽕技衛에 따라 I學의 各 훌門分野에셔 要求

하는 數學도 多據化하고 었어 이쩨 工學部에셔의 數學敎育온 훌的質的으로 塵大 {뿌흉하게

되었다.

H쨌숍ff;에 願美， 日本 훌에서는 大學課種의 數學敎寶에 대한 再考， 關新이 얼어 遭짧

한 廳첼을딴플었다.

筆者는 우려나라와 敎育없I慶， 홉校敎育훌용種이 비슷하고 홉度塵藥化함 훌훌展過쩔이 우리

보다 앞서있는 H本을 쫓考하여 s:本著名大學의 工學部에셔의 數學敵좁을 考察하고 우리

나라 寶f뽑을 覆團하여 工學系의 敵學敎育에 대하여 홉g適하고자 한다.

2. 工훌훌과 훌훌

I學部에셔 數學올 置홉하는 目的은 I學의 諸問題훌 數理的으료 解흙하는펴1 必要환

基本的언 數學的 手段올 習짧하기 위함01 다. 그려 나，뿔훌훌환 工擊解折의 넓윤 흩K門을 요두

包容할 수 없는 혔뿔分野률 全都 取銀한다는 것용 훌理함 벌이.다. 훌$뽕과 工뽕의 關聯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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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美團의 Th. γon Karman용 훌k學과 工學의 諸問題 閒의 對鷹을 아래와 같이

擾示하였다[1].

數學파工뽕의 뼈聯題R

數뽕의 諸分野 工學上의 諸問題

Vector 代敏와 一tX薦立方훌훌式. 때SOf확 engine 關孫의 動力學과 有限自由度系의

行列. 代數方훌式. 常徵分方훌式의 훌O흉g 振動. 回轉톨氣훌훌械

i直問題. 初等演算子法.

常微分方種式과그境界{直 問題. 固有f直와 보의 zp:衝， 座햄 몇 훌훌和振戰'. ill獲振動數

固有빼數. 直交빼數系에 의한展開. 單-‘ 와 破覆速度. 劇質， 중훌훌훌 및 熱의 l tX元

積分에 관한變分法 定常짧問題.

複素빼數議. 等角쩡홉像. 혔數 potential. I 2없元의 速度場， 훌關 및 溫度樓.

veoter 解折과 뼈sor 解析- 橋圖形隔徵分 훔훌性홉훌의 鷹力分布 : 飯파 靈의zp:衝， 座屆

方훌~과 그 境界障問題. 直交훌용數*에 맞 훌뼈和運動. 3않元 흐릎과 樓의 問題.

의향 展關. 積分1$種式. 多훌흩寶分얘 환한

變分훨.

혈M양形 및 雙曲形 偏徵分方程式. 非定常熱陣導 現훌과 被의 傳播(짧路內에

홉측홈演算子法 셔의 警하는 흐름. 贊路의 水훌現象. cable

內의 被動現象， 固환 및 流뿔內의 波動，

훌훌훌波).

위 養에는 廣훌한 工學的 諸問훌훌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대부품용 線짧顆훌여쳐/훼푼에

數學的 解홉도 비교척 確立되어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工學者나 技衛者로셔는 위 表의

數理解折法을 포두 精通하게 理解하고 훌훌使함다는 것은 흉易한 일이 아냐다. 대개의 갱

우 工學上의 諸問題는 복장한 系統융 취급하71 때품에 훌密解흩 구하는 것보다 요히려

近f!:l解롤 얻는쪽이 를 比童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척으로 工學者냐 技鷹者가 提起한 問

훌훌 解~하는 方옳은 ::l-. 問훌훌의 本賢얘 명향올 주지 않는 범위에셔 避切히 線形化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냐 現‘今 工擊의 훌훌展에 따라 遭寶한 線形化률 생각할 수 없는 즉 線形化가 現數의

本質에 명 향을 주는 間훌훌가 많이 냐다냐게 되어 非線形問題의 취급이 童要하게 되어가고

있다. 얼반척으로 非觸形 間題는 ;J.. 解의 存在와 一寬性을 훌學的으로 聲朋하기는 困難

하며 또한 解法 自g훌도 題系化되어 았지 않으프로 必然的으로 近似解홉야 要求되게 마련

이다.

非線形方覆式의 흉R究方法윤 훌훌動홉(perterbation method) 어l 의환 解析的 흙짧뚫과 Poi

n‘:ar용로 부터 셔각한 位賴數學的안 훌Jf~옆法올 들수 았다[2J.

::l-.런페 工學에셔의 諸 現象융 定훌훌的으로 解!pi하기 해혜서는 그 現鍵의 本質的 內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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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하는 諸法則에 따라 課導된 方程式을 解析하게 되는데 日人學者 今井는 다음 세가지

경우를 을고있다 [2J.

첫째는 方種式의 解析이 數學的으로 解決된 것으로서 개별척으로 보면 解析的 또는 數

ft한的인 結果를 구하는 문제 이 나 現今 電子삼웰機의 發達로 大훌高速處理가 -~jJ能하게 되

었다.

둘째는 問題의 定式化(方程式의 성렵)는 펴었다 하더라도 解析的 ~I- 햄이 困難한 경우

로서 이때 變分法에 의한 近似解法이나 擬動法등을 써서 해결한다.

셋째는 物理學이나 工學의 問題가 數學의 새로운 分野를 열게하는 경우로 예를들면 

般相對性 理論이 Riemann 幾何學， 量子力學이 Hilbert 호間論， ’원氣l學이 演算子法과

Laplace 變換 동의 發展을 t足進시 킨 것이 며 더우기 I學에 關聯된 문제로 數學에 새료운

分野를 提起하고 있는 것은 非線形 問題이다.

위의 각 경우에 대하여 工學上의 問題플 數理解析하는 데 必要한 數學的 手段을 提供

또는 敎授하는 方法￡로 通常 두가지를 플수 있다- 그 하나는 數學 各 分野에서 工學에

必要한 部分을 技좋하여 한 體系를 만들어 여기에 척철한 I學應用 問題를 선택부가하는

것과， 다릎 하냐는 工學의 諸問題 中에서 f\;表的인 類例를 部門別로 선출하여 이에 대한

數學的 解法을 提示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前者의 方法이 많이 通用되었으며 이에 대한

著좁도 名著가 많이었다.

3. I學系 學部에서의 훌學數홉

(1) 問題點의 提起

大學에서 工學專攻科目을 魔修하기 에 앞서 必要한 數學科 B을 먼저 W항修， 習得하게 되

는 데 限定된 4 年間의 過種에서 專攻專門分野에 適用되는 數學科덤을 모두 屬條한다는

것은 實際 不可能한 얼이다. 그러므로 最小限의 要求를 充足할 수 있는 能率的인 敎科課

種의 樹立이 要望된다. 그러나 I學專攻分野에 따라 數學要望度가 다르며， 大學마다 각

기 특색에 따라 鷹隆學點 構成比率에 差異가 있거 때문에 I學系學科에서의 數學敎育R容

이 豊l一的일 수는 없다.

여기서 數學敎育을 담당하는 數學敎授와 專攻學科의 敎授의 數學敎育에 대한 見稱폴

縣合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專攻學科 敎授는 必要한 數學을 可能한 限 많이 魔隆지 키71

를 바라고 있으며 內容屬修에 있어서도 理꿇的 展開 또는 嚴密한 解析보다는 工學上의

諸問題의 解析， 解法에 적함한 公式的인 活用方法을 講究하고 있다. 결국 全般的으로數

學 各 分野에 대해서 嚴密性보다는 形式的인 解法의 方向으로 넓은 知識을 要求하고 있다.

이 에대해서 數學을 專攻한 數學敎授는 通常 嚴密한 理說的追究에 의하여 一般性， 特혔性，

特異性 등 理論究明에 대한것에 應用， 活用面보다 力點을 두고 있는것이다.

17世紀 以後 解析學의 發展과 自然科學의 急、激한 鍵達過뚫에서는 數學， 物理學， 工學

에 모두 通達한 學者들이 많이 있었으며 解析學의 全盛期 18， 19世紀에는 數學과 自然科

學이 相互補完하여 눈부신 결과를 보았다. 이 경향은 20世紀 초반 까지도 계속되었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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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後 學問의 專門化， 다시 훌門의 細分化가 불가팩한 現今에 이료려서논 一A多짧의 學

問所有를 기대한다는 것온 無理한 要*라고 보게되었다[3J.

工學의 훌훌展， 發達로 理훌훌遺究와 推理과정에셔 必要로하는敵學知講을 數뿔者에게 依

賴하는 것이 通倒이겠저만 앞에셔 훌g適함 1:1}와같이 뺑理學， I學的要求에 의하여 獨特한

敵學分野가 흉If~옆되는 경우도 었다.

그러므로 大學에서 工뿔徒에 대한 敵學敎育을생각할때 擾題되는 짧은

@ 어땐 科目을 開設활 것언가

@ 內흉을 어느 정도로 취급혜야 활 것인가

@ 敎授構成(專攻分野에 따른 廣分)용 어뺑게 활 것인가.

@ 척당한 敎材는 있는갯인가

이라고 볼 수 있다.

(2) 各國의 짧科狀況

大學얘셔의 훌$學敎寶애 대한 各園의 훌R究狀한￡올 살펴보기로 한다.

H짧年度에 美國의 CUPM(Commi뼈e on the Undergraduate Progam in Mathematics)

이 大學에셔의 數學敎育의 ‘般的업 홉훌醫야 報告 되었으며 여기셔 澈學專攻， 4쨌理科學系，

生뺑 • 훌t홈휠}學系， 敎育部系， 計算훌훌}學系， 文科系 풍의 推薦 course훌 훌g避하였다[4].

美團과 비슷한 時期에 廠용H에셔는 英佛쩔伊의 四個뿔훌훌合의 쫓負會가 構威되어 “Euro

pean Student's Record (MATI훌) ..훌 훌훌훌하여 쫓훌 훌활， 純蘇數學과鷹用數學 課뚫으로

나뉘어 curriculum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또한 廠용H各훌훌의 學生交流에 活用하고있다 [5J.

멜지옴에셔는 學部뿐아니고 大學홈에 대혜셔까지 훌훌響하였으며， 印度에서는 1댔¥f.에

大뽕훌훌度의 數學散育얘 대한 圖際홉훌가 있었::i!. 南北業얘셔도 數學敎育홉蕭가 았었는데

大훌覆慶에 관한 것이었다 [6J.

E1:本에셔는 1965年에 文部省 陽究로 大學얘서의 數學敎育 屬짧班을 編威하여 理I系 敎

養課覆짧와 專攻驚뿔部에셔의 數훌훌훌흥育， 敵學科의 專攻數賣， 生劇 • 훌훌藥 • 훌t會科뽕系의

澈뿔靜빼 관하여 맑究케 하였다[6J. l'없7年에 「軟理料學」얘셔 그리고 1978年애는 群馬

大애셔 I뽕系 學部의 數뿔敎育에 대환 짧짧가 았었다[7J[8J.

앞에셔 짧適한 CUPM의 數훌 mπic버um훌파 Euro뺑n Stud없it’ s Record (MATH) 그

려고 t:t:本의 大얻홈敵學敎寶휩￥究짧이 作成함 理工系數養훌훌￥훌훌EO'" 3뿔期)의 數훌 curri

eulum 案의 構要훌 附緣에 收훌훌하여 審뽕얘 寄與하고져 한다.

우려나라해셔는 197항F度푸려 홉等敎훌훌 ~홉의 一覆으로 敎養훌題部와 大뽕의 各 學科

의 模뀔敎科훌훌쩔올 Jt敎部支援요효 짧짧하여 훌훌몇종하고 있으며 數學科 敎科훌홍훌훌은 197，양F

해 훌훌表합 바 있다. 그려나 理工系 學科의 敎훌훌훌용훌훌과 專攻鄭題율 運하여 흉용훌科目中 比

훌이 흔 敵훌敎育에 대하여셔는 짜로 陽짧가 없었으며 各 大學에셔 自律的 寶整에 의하여

數學敎齊이 iff究， 檢討되고 遇切히 數育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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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댄系 數뺏 curriculum 試향

j、-댄에서의 數學敎育의 論議는 必然的으로 끊等學校의 數P헝敎育부터 시작련다. I하校j헤!

까系 數·빵，뽕程과 大學理工系 數學課짧아 自然的으로 連結되어야 한이 바람직한 것이나，

l폐쌓뺑校와 *.學間의 歡育環境의 싫와 實際的인 敢育 目 標의 相윗때문에 뤘科짧웰의 一쩌;

l월찮윌r 끼j한 수 없는 寶情이다.

j돼좋댄~t젓이l 서의 i깐觀的인 擺念에 의하여 어느정도 익힌 ，n- JHlUJ윤 -:k ;rj~히 i~ fH하여

il.HMj셈원유 요1~꽉- 줄이고 몇펀플로 하여끔 數學에 대한 廣*-하고 새로운 視眼블 갖서1 하

여 數뺑|’10 思考의 次元을 높여야 할 것이다.

. I'"f젠系 ~:X1훨課쩔部의 없f期플 1 댔~lε， 훌훌攻學科에서 數영[.~을 햄修할 !1￥期괄 2， 3}향 1r-으로

삼고 」안體l ~형4쫓學點 (140"-'160맹i點)에서 數學에 홈u愛되는 必훌 또는 강댁히 흉b씻꾀는 !황몇~i

數뜰 마l 약 15"-'20學點으로 보고 數學歡育 方案을 論議하고자 한다.

J:뺑짜‘덴科에서 要求되는 數뺑科Ll中 짧隆 iiJ能한 것을 便'ic上 다유과 갇이 4 群으로

나누어 싼펴본다.

AM: 댔分훤分學， 總形II::數(解析幾何 一部 包~)， ‘쩌·條5})jf딩.r\:， f상;"빼數論， vector

解析， Fourier 解析 및 Laplace 變換

B~r : 抗，~I' . 確率， 數h쉴解析

eCf: 油象數學， 位相數學

Din':: 特했\(뼈慶C ， 偏微分1i쩔A;， f:i’i分h 많，l.\:， 隨分變換" 變分法， tensor解싸，;1，/1t센;

Ai합의 f‘}目은 標準屬廳科더으로 김做된다. 從來의 「代數學과 幾何學」에서 綠形ft;;數

t~~分만 취급하여 이것을 本來의 線形f\';數에 統合시키고 微分휩分쩔과 함께 1 뺑~F 課월으

로 하였다.A群의 나머지 科目은 2， 3學~f-에셔 취급될 것이며 약간의 內침을 調整하여

즉 vector 解折의 一部를 熾分웹分學에서， Fourier 級數와 Laplace 變換을 常徵分方웰A

에서 취급할 수 있으면 A群의 科 R을 1， 2學年에서 f흉修 시킬 수 있을 것이다-

B群의 科目은 選擇科目으로 開設하면 좋을것이고 特히 統~t .確率은 data 處理， 品'ft

管.1m， 檢定問題， 推등i-學， OR동에 대한 基廢科 g 이 므로 全 學年問에 적당한 時期에 魔&쫓

토꽉 함。1 바람직하다. 그리고 數順解析은 EDPS(電子칩·쩔運참)와 함께 工쩔徒에게는 앞

으로 必須的인 科目이 철 것으로 생각펀다.

C群의 科目도 選擇科目으로 開設하고 그 內容에 있어서 全般的 또는 專門的언 領域보

다도 群， 體의 擺念과 開集合， 近뽑， 位相 등 解析學에서 使用되는 用語解說程度로하여

物理學， 工學要求에 의한 새로운 數學分野 없究의 基廳를 이룩하도록 한다. 또 이 群의

꽉目은 機械言語學， system engineering과 電子計算機의 soft ware의 昭究에 基本擺;융、과

쩌究方法을 주게된다. 두 科덤을 별도로 하지 않고 한데 묶어 現代數學으로 하여도 좋다

고본다.

D랩l의 科目은 原則的으로 大學院 敎科課홈이므로 學部에서의 科目設定은 無理라고

본다. 二L랴냐 D群의 科目 各 部分에서 物理學， 工學에서 바로 活用되는 것을 我옳하여



104 李 道 홉

이른바 廳用數學， 工業數學 또는 專或 學問名을 부쳐 예를들면 電氣敵學， 化I數學 等의

科R名으로서 要點 훨훌座를 3， 4學年에 閒設할 수 있다.

大學內에 數學科 ~는 應用散學科， 電子計算學科가 設置되어 었으면 B， C， D 群의 科目

을 理꿇과 鷹用에 깊이 있게 鷹홉시킬 수 았다고 본다.

위의 各 群 科目에 대한 項目파 그 內容을 作成하여 別表에 설어둔다. 여기서 A群의

科目은 科目別로 項目과 그 內容을 B, C, D 群의 科目은 項目을 羅列하였으나 이것은 筆

者의 見解임을 附言하며 工學 專攻學科의 特性， 敎育方向에 따라 內容의 調整이 !r6、要활

것으로 본다.

다음에 工學部 數學敎授構成에 있어서 위의 A, C 群 科目 擔當數授는 敎윌홉專攻(純輪훌k

學이나 鷹用數學이나 間에)한 數授면 異義7} 없는것이나， B, D 群의 科目 擔當敎授 構成

은 緣理學，I.學理꿇에 밝은 數學專攻者(예를들어 應用數學 또는 數理工學훌攻)가 제일

바랑직 하겠으나 寶際 이 런 人的寶顆이 充分치 못하므로 數學， 뺑理學， I學敎授가 協力

하여 敎授하여야 한다고 본다. 경우에 따라셔는 D群 科目에 있어셔 빼理學 또는 工學敢

授 중에셔 數學에 通達한 數授가 據當하는것이 能率的일 수도 았으며 더욱 專攻學問名이

붙은 科目(電氣數學， 化工散學 等)온 該짧 專J.OC學科 敎授가 擔홈해야 황 것이다-

끝으로 數材에 대혜서 생각하연 學部에셔 使用할 수 았는 敎材 또는 參考書는 國內版

도 根寶 數 있고 廠美日語版 著홉에 名著가 많이 있어 數育-方向， 數授要目에 따라 適宜

選擇하여 쏠 수 있다- 그려나 理工系學生 數애 比하여 아격 國內著書의 出股이 不足한 짧

이 많아 外書에 많이 의뢰하고 있는 寶備이므로 敎育課種 짧究와 더불어 遭切한 敎材，

짧考書의 出꿰이 要望되는 것이다-

4. 옳 을를
0=0

科學技衛의 進展에 따라 이제는 단지 技衛計算으로서의 數擊이 아니고 그 構成的 意味

에서의 數學이 重要屬.되어 가고 있는 이때 工學系의 훌學敎育을 보다 充實히 하기 위혜

셔는 澈學 훌本數育과 I學系 專門敎育파의 共通되는 合流點을 어디에 장느냐 그려고 어

떻게 셔로 流通되느냐 하는 顧에 었다고 본다. 能力있는 學生에 대혜서 -→都의 工學專攻

敎授는 이들의 활學數育을 鷹用에 굶$훌훌쓰지 말고 寶學的 思考즐 重規한 敎育을 바라고

있는 寬見을 가지고 있기포 하다[8J.

앞으로 工學系 學科의 澈學敎育이 정청 넓고 깊은 內容을 要뿔하고 있으묘로 不斷히

敎育課쩔의 S퓨究分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本輪률 마친다.

끝으로 本鏡의 作成을 위하여 筆者에게 여러가지 助言과 協助를하여 주신 東京l業大

學敎授 石原緊博士째 謝寬률 表하며 아올려 훌者諸賢의 高見을 듣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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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群(標準題修科 B)

I 微分원分學

1. 極服과 連績

2. 微分法과 그 應‘用

3. 휩分 ill과 그 應用

4. 無限級數

5. 偏微分法과 그 應f검

6. 훤젠分과 그 應用

갔~7. Riemann 힘分과 Lebeque 힘分

R 線形代數

1. 行列과 行列式

2. 幾何 vector

3. Vector 호間과 聯立 1 δ;方꿇:.--\;

4. 1次變換과 llil fi1tli.
5. 2 次形式

6. 2次曲線과 2次曲面

m常微分方꿇式

1. 1 階의 求積法

2. 高階의 求積法

3. 總形徵分方뚫式

4. 蘇級數에 의한 解法

※5. 基鍵定理

6. 近似解法

※7. 解의 安定性

II 複素뼈數論

1. 複素數와 複素國數

2. 複素積分

3. 有理型빼數

4. 無限級數列

5. 等角寫據
※6. 解析뼈數

※7. 調져l빼數

※8. 뼈數特論

V Vector 解析

1‘ vector 낀-짜

※2. 혈問曲緣

3. scalar場과 vector場

4. vector趙分

※5. 場의方種式

※6. 直交曲線座標

※7. tensor場

VI Fourier 解析과 Laplace 變換

1. 따交뼈數系

2. Fourier級數

3. Fourier積分

4. Laplace變換

B群(選擇科目)

I 統삼確率

1. 確率과 確率蠻數

2. 條件附 確率과 確率的 獨立

3. 確率分布 l뼈數

4. 標本分布
※5. 順序紙計量

※6. 趣限分꺼i

7. 區間推定

8. 點推定

9. 檢定

※10. 分散分析

I 數i直解析 •

1. 數{直計算法

2. 代數方程式의 數f直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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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群(選擇科§)

I 抽짧數學

1. 群， 體의 定훌훌와 例

2. 覆， 整城의 定훌훌와 힘l

3. BooIe 代敬

3. 固有{直의 數i直計算法

4. 數植積分法

5. 常徵分方種式의 數f直解法

※6. 偏微分方覆웅의 散f直解法

※7. 積分方種式의 數i훤解法

D群(應用數學科目)

I 特珠없數

1. Gamma 뼈數， Beta 빼數

2. 線形徵分方程式의 짧敵解

g 偏徵分方뚫式

1. 1 階 偏徵分方覆式

2. 2階 線形偏織分方種式

훌 積分方훌훌式

1. 積分方覆式의 分類

2. Volterra짧 寶分方種式

3. Fredholm型 積分方種~

R 位相敵學
W훌훌分變換

1. 集合과 位相 V 훌훌分훨

2. 基歡
1. Euler 方程式

3. i§홉훌와 近f흉
2 近없解法

4. 훌훌覆定理

5. 連홈薦像 "W tensor 解析

6.&相홍間 w差分뚫

〈註> : ※표는 時間형펀에 따라 結果만 擾示하거나 省略활 수 있음.

뼈훌훌 홈홉의 數훌훌k育 훌퓨~I훌훌흉

I (美國) CUPM의 數學 curriculem案 [4]

敎學 0: 準備 course 激學 7 : 確率꿇과 統計學

// 1: 徵分寶分學入門 " 8 : 數傳計算法

” 쟁:確寧훌훌 " 9: 幾何學

" 2: 1變數의 徵分積分學 " 10: 廳用數學
1I 3: 緣統§數學 11 11: 寶빼數議

1I 4: 多餐數의 徵分種分學 11 11rv12: 寶顧數짧

1I 5: 多變數의 微分積分學 統훌훌 μ 13: 題빼數훌훌

1I 6: 代數的構造

敎學專攻 : 1rv6 (2p，포함)， 10rv13

數理科뿔系 : 1rv5 (2p포함)lα 13

生빼科뿔 •社會科學系 : 1 4 (2p，포햄)， 7

敎寶部系 : 1 4 (2p포항)， 6, 7, 9

計算機科學系 : 1 4 (2p，포함)， 6, 8,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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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科系 最小 course : 1, 2 또는 2p

I. European Student'’ s Record (MATH) [5J

혔 1 Level (ll，: 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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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代數의 첼*

2. 解析幾何， 初等微分幾何

3. 線形代數 I

4. 寶數， 連續뼈數， 初받-微分學

5. 협分i*

6. 級數

7. 微分方程‘￡
8. 數順解析

9. 運動學과 力學

10. 確率論入門

폈 2 Level (純繹數學)

I I. 集감， 代數 및 代數系R
12. 線形t\':數 R

13. 一般位相

14‘ 빼數강間

15. 웹分 n

16. 微分~~

17. 複素 (變數) 解析뼈數

18. 微分幾何

19. 基鍵擺念

第 2 Level (應用數學)

20. i찮等代數

21. 複素解析뼈數

22. 高等짧分

23. 뼈數켈間

24. 積分方훌式

25. 常徵分方程式

26. 偏微分方題式

27. 뿔分法

28. 超빼數， Laplace 및 Fourier 變換

29. 特珠뼈數

B. 解析學 (9 單位)

(第 l 案)

第 1 學期 : 高校에서의 徵靈分의 補充

A. 11::數 •幾何 (6 單位)

(第 1 案)

第 1 學期:線形代數 I

第 2 學期:線形代數 n

第 3 學期:代數學

(第 2 案)

第 1 學期)l 緣形幾何， 寶數體 • 複素數體，
第 2 學期 t 線形代數， affine호間
第 3 學期)

III (日本) 理I系 基魔課程에서의 數學 curriculum [6J

第 2學期 :R’에서의 微積分

第 3學期 : 數列， 級數， 收數，樣收歡

(第 2 案)

第 1 學期:集合， 寫像， 連續寫像， 連續뼈數

第 2 學期:微積分， 級數

第 3學期 : 偏徵分， 重積分， 斷分方程式，

C. 確率짧
第 1 案 : 4 單位， 2 個學期

第 2 案 : 2 單位， 1 個學期

D. 計算機
第 1 案 : 4 單位， 2 個學期

第 2 案 : 2 單位， 1 個學期

〔註〕 單位는 學點과 동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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