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학수학 1 [033.014] 강의계획 (2017년 2학기)  

 

강좌 및 담당교수 : 아래의 표에 표시된 강좌의 강의 계획표입니다. 

강좌 담당교수 e-mail 연구실, 전화번호  

002 최형규   

003 이영민   

004 박정필   

006 김대용   

 

담당조교 : 

담당조교 

 강좌번호 담당조교  e-mail 주소 
연구실 

[27-] 
전화번호 [880-] 

002 .    



.    

004 
.    

.    

005 
.    

.    

평가방법 : 중간고사(35%), 기말고사(40%), 과제물 및 퀴즈(20%), 출석(5%)로 학점을 평가한다. 

위의 점수배분은 잠정적 사항으로 학점부과 기준은 강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중간고사 : 10월 26일 (목) 시간 11:00-13:00(006강좌) 

     10 월 28일 (토) 시간 09:30-11:30(002,003,004강좌),   

• 기말고사 : 12월 14일 (목) 시간 11:00-13:00(006강좌) 

     12월 16일 (토) 시간 09:30-11:30(002,003,004 강좌)  

 

• 강의내용: 공학에 널리 쓰이는 수학의 제반 원리 및 응용의 세 부류 1. Linear Algebra  2.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3. Laplace Transform 을 다룬다. 

1. Linear Algebra : 벡터공간들 사이의 선형사상에 대한 수학으로, 벡터공간의 차원, 부분공간에 대해 



배운다. 선형사상에 대응되는 행렬을 잘 이해하기 위해, 행렬식(Determinant), Elementary Operation과 

가우스 소거법에 의해 역행렬 구하는 방법, 행렬의  EigenValue와 EigenVector에 대해 배우고 대칭행렬, 

직교행렬 등의 성질도 배운다.  

2.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여러가지 형태의 일계미분방정식의 풀이법과 선형미분방정식의 해법에 

대해 배운다. 비선형 이계미분방정식 중에서 Legendre 방정식과 Bessel 방정식에 대해 배우고 Strum-

Liouville 방정식이론을 다룬다.  

3. Laplace Transform : 변환을 통하여, 미분방정식을 다루기 용이한 형태로 바꾸는 변환방법의 예로써 

라플라스 변환에 대해 배운다. 

미리 알아야 할 내용:  

1. Linear Algebra : 수학 및 연습 1에서 배운 선형대수학의 내용, 즉, 벡터의 일차독립, 종속, 

행렬식(Determinant)의 정의와 의미 등을 복습하고 오면 큰 도움이 된다.  

2.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 수학 및 연습 1에서 배운 거듭제곱 급수 이론과 수학 및 연습 

2의 내용 중에서 잠재함수 (Potential function)에 대한 내용을 복습하고 오면 도움이 된다.  

3. Laplace Transform : 특별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없다. 강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재: Erwin Kreyszig, Advaced Engineering Mathematics, 10th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2011.  

참고도서: Lax, Peter D., Linear Algebra and its Applications, 2nd Edition, 2007. 



         Arnold. V. I.,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3rd ed., New York: Springer 2006. 

         Hirsch Morris, W., Smale Stephen, Differential Equations, Dynamical Systems, and Linear Algebra, 1974. 

강의일정 

수업 주수  내용  진도  비고  

1주(9/1)  

 Linear Algebra     7장, 8장 

9/1(금) 2학기 개강 

2주(9/4-9/8)   

3주(9/11-9/15)  

4주(9/18-9/22)  

5주(9/25-9/29) 

 O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1장 ~ 5장 

9/25(월) 수업일수 1/4선 

6주(10/2-10/6) 
10/2(월) – 10/6(금) 

임시공휴일(확정?), 개천절, 추석연휴, 대체휴일 

7주(10/9-10/13) 10/9(월) 한글날 

8주(10/16-10/20) 10/15(일) 개교기념일 



9주(10/23-10/27) 

Odinary Differential 

Equations 
1장 ~ 5장 

10/26(목) 수업일수 2/4선, 수강신청 취소 마감 

10/26(목) 11시-13시 중간고사(006) 

10/28(토) 09:00 – 11:30시 중간고사(002,003,004) 

10/26(목)-10/27(금) 자율학습일(정상수업) 

10주(10/30-11/3)  

11주(11/6-11/10)  

12주(11/13-11/17)  

13주(11/20-11/24) 

Laplace Transform 6장 

11/21(화) 수업일수 3/4선 

14주(11/27-12/1)  

15주(12/4-12/8)  

16주(12/11-12/15) Laplace Transform 6장 

12/14(목) 11시-13시 기말고사 

12/16(토) 09:30 – 11:30시 기말고사(002,003,004) 

12/14(목) 2학기 종강 

* 위 일정은 학사 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