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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분반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실 비고

자유선택 HSS189 10.110 새내기세미나2 1:0:1(0) 강완모 (격주)수16:00-17:30
원격

(RT+NRT)
한국어강의

자유선택 MAS100 25.100 대학수학 3:1:3(0) 홈슨 화,목09:00-10:3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1 A 25.101 미적분학 I 3:1:3(6) 박선정
(강)화,목09:00-10: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20.8.31. 입학생만 수강가능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1 B 25.101 미적분학 I 3:1:3(6) 박선정
(강)화,목09:00-10: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20.8.31. 입학생만 수강가능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A 25.102 미적분학 II 3:1:3(6) 김동수
(강)화,목13:00-14: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B 25.102 미적분학 II 3:1:3(6) 김동수
(강)화,목13:00-14: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C 25.102 미적분학 II 3:1:3(6) 신수진
(강)화,목13:00-14:30
(강)금10:00-11: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D 25.102 미적분학 II 3:1:3(6) 신수진
(강)화,목13:00-14:30
(강)금13:00-14: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E 25.102 미적분학 II 3:1:3(6) 이성연
(강)화,목13:00-14: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F 25.102 미적분학 II 3:1:3(6) 이성연
(강)화,목13:00-14: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G 25.102 미적분학 II 3:1:3(6) Qing Zhang
(강)화,목13:00-14: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H 25.102 미적분학 II 3:1:3(6) Qing Zhang
(강)화,목13:00-14: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I 25.102 미적분학 II 3:1:3(6) 진교택
(강)화,목09:00-10: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J 25.102 미적분학 II 3:1:3(6) 진교택
(강)화,목09:00-10: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K 25.102 미적분학 II 3:1:3(6) 곽도영
(강)화,목09:00-10: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L 25.102 미적분학 II 3:1:3(6) 곽도영
(강)화,목09:00-10: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M 25.102 미적분학 II 3:1:3(6) 모라비토
(강)화,목09:00-10:30
(강)금10:00-11:00

원격(NRT) 영어강의,Projector

기초필수 MAS102 N 25.102 미적분학 II 3:1:3(6) 모라비토
(강)화,목09:00-10:30
(강)금13:00-14:00

원격(NRT) 영어강의,Projector

기초필수 MAS102 O 25.102 미적분학 II 3:1:3(6) Yiting Li
(강)화,목09:00-10:3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필수 MAS102 P 25.102 미적분학 II 3:1:3(6) Yiting Li
(강)화,목09:00-10:3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A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박진현
(강)월,수10:30-12:0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B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박진현
(강)월,수10:30-12:00
(강)금14:00-15: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C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배성한
(강)화,목10:30-12:00
(강)금10:00/11:00

원격(RT) 한국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D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배성한
(강)화,목10:30-12:00
(강)금14:00-15:00

원격(RT) 한국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E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신수진
(강)화,목14:30-16:00
(강)금10:00-11: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F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신수진
(강)화,목14:30-16:00
(강)금14:00-15: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G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Qing Zhang
(강)화,목14:30-16:0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H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Qing Zhang
(강)화,목14:30-16:00
(강)금14:00-15: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I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김동환
(강)월,수13:00-14:30
(강)금10:00-11:00

원격(RT)  A-H반과 분리운영,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109 J 25.109 선형대수학개론 3:1:3(6) 김동환
(강)월,수13:00-14:30
(강)금14:00-15:00

원격(RT) A-H반과 분리운영,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01 A 25.201 응용미분방정식 3:1:3(6) 박선정
(강)화,목10:30-12:00
(강)금10:00-11: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01 B 25.201 응용미분방정식 3:1:3(6) 박선정
(강)화,목10:30-12:00
(강)금13:00-14:00

원격
(RT+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02 A 25.202 응용해석학 3:1:3(6) 권길헌
(강)월,수10:30-12:00
(강)금10:00-11: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02 B 25.202 응용해석학 3:1:3(6) 권길헌
(강)월,수10:30-12:00
(강)금13:00-14:00

원격(NRT)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50 A 25.250 확률및통계 3:1:3(6) 정연승 화,목14:30-16:00
원격

(RT+NRT)
데이터분석강화, 영어강의

기초선택 MAS250 B 25.250 확률및통계 3:1:3(6) 전현호 월,수14:30-16: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212 A 25.212 선형대수학 3:0:3(6) 백상훈 월,수09:00-10:3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212 B 25.212 선형대수학 3:0:3(6) 배성한 화,목14:30-16:00 원격(RT) 한국어강의

전공선택(심
화)

MAS242 25.242 해석학 II 3:2:4(6) 김용정 월,수13:00-14:30
원격

(RT+NRT)
Edu4.0,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270 25.270 논리 및 집합 3:0:3(6) 최서영 화,목13:00-14:30
원격

(RT+NRT)
Edu4.0, 영어강의, Projector

전공선택(심
화)

MAS312 25.312 현대대수학 II 3:0:3(6) 백상훈 월,수14:30-16: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321 25.321 미분기하학개론 3:2:4(6) 모라비토 화,목13:00-14:30 원격(NRT) 영어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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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 과목번호 분반 전산코드 교과목명
강:실:학
(숙제)

담당교수 강의시간 강의실 비고

전공선택 MAS355 25.355 수리통계학 3:0:3(6) 정연승 화,목10:30-12: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370 25.370 정보수학 3:0:3(6) 한상근 월,수09:00-10:30
원격

(RT+NRT)
Edu4.0, 한국어강의

전공선택 MAS411 25.411 대수기하학개론 3.0.3(0) 김완수 월,수13:00-14:3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심
화)

MAS430 25.430 조합적위상수학 3:0:3(6) 백형렬 월,수09:00-10:30 원격(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441 25.441 르베그적분론 3:0:3(6) 강문진 화,목14:30-16: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442 25.442 푸리에해석과 응용 3:2:3(6) 이창옥 월,수10:30-12:00 원격(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477 25.477 그래프이론개론 3:0:3(6) 엄상일 화,목09:00-10:30
원격

(RT+NRT)
영어강의

전공선택 MAS480 25.480 수학특강<수학과 인공지능개론> 3:0:3(6) 강완모 화,목10:30-12:00
원격

(RT+NRT)
한국어강의

연구 MAS490 25.490 졸업연구 0:6:3

연구 MAS491 25.491 현대수학의이해 2:0:2 이용남 월,수16:00-16:50 원격(RT)

연구 MAS495 25.495 개별연구 0:6:1

공통필수 CC511 11.511 확률 및 통계학 2:3:3(6) 김성호 월,수10:30-12: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12 25.512 대수학 II 3:0:3(6) 박진현 월,수14:30-16: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20 25.520 미분기하학 3:0:3(6) 최서영 화,목14:30-16: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32 25.532 대수적위상수학 II 3:0:3(6) 서동엽 월,수10:30-12:00 원격(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41 25.541 복소수함수론 3:0:3(6) 변재형 화,목09:00-10:30
원격

(RT+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50 25.550 확률론 3:0:3(6) 황강욱 월,수10:30-12:00 원격(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60 25.560 응용수학의방법 3:0:3(6) 김재경 화,목13:00-14:30
원격

(RT+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65 25.565 수치해석학 3:0:3(6) 이창옥 월,수14:30-16:00
자연1410
원격(RT)

개설취소

선택(상호인
정)

MAS583 25.583 수학특론 <확률적방법론> 3:0:3 김재훈 월,수09:00-10:30 원격(NRT) 영어강의

선택(상호인
정)

MAS583 B 25.583
수학특론 <Analytic Techniques
in Algebraic Geometry>

3:0:3 응우옌 화,목 13:00-14:30
원격

(RT+NRT)
교과목번호 변경
1학점→3학점

선택(석/박) MAS641 25.641 함수해석학 3:0:3(6) 이지운 월,수13:00-14:30 원격(NRT) 영어강의

선택(석/박) MAS645 25.645 편미분방정식론 3:0:3(6) 권순식 화,목10:30-12:00
원격

(RT+NRT)
영어강의

연구 MAS960 25.960 논문연구(석사)

연구 MAS965 25.965 개별연구(석사)

연구 MAS966 25.966 세미나 (석사) 1:0:1 백상훈 목16:30-17:30 원격(RT)

연구 MAS967 25.967 수학교수법 I (석사) 1:0:1 이용남 수17:00-17:50 원격(RT)

연구 MAS980 25.980 논문연구(박사)

연구 MAS986 25.986 세미나 (박사) 1:0:1 백상훈 목16:30-17:30 원격(RT)

연구 MAS987 25.987 수학교수법 I (박사) 1:0:1 이용남 수17:00-17:50 원격(RT)

* 미적분학 II 총괄교수(16분반) : 김동수 교수님           * 선형대수학개론 총괄교수(10분반) : 박진현 교수님
(원격강의 유형) RT: Realtime teaching only, NRT: Non-Realtime teaching only, RT+NRT: Using both Realtime and Non-Realtime mate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