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학년도 수리과학과 가을학기 시간표(학 석 박사과정)
(2009.

시 간

시험

08:00-08:50
(학부)

금 08:00-

月

水

金

9.

21)

시

간

시험

火

木

09:50

(대학원)
09:00-09:50
(학부)

09:00-10:15
(학부)

수 09:0010:50

화 09:00- 202C 응용해석학
12:00

(드레이크,창의관309)

512 대수학II

520 미분기하학

(김세윤,산경1224)

(대학원)

(길이만,창의관410)

477 그래프이론개론
(엄상일,자연2413)

642 초함수론

(김진홍,자연4415)

(대학원)

555 고급통계학

250A 확률및통계

(김용정,산경1224)

(김성호,자연2413)
금 10:00-

10:00-10:50
(학부)

11:50

109D 선대개론
(최우진,시청각실)

242B 해석학 II

440 편미분방정식개론

(임미경,창의관410)

(Brunt &McGuinness,산경1226)

목 10:30- 109C 선대개론

10:30-11:45
(학부)

312 현대대수학II

(Holmsen,창의관410)

13:30

(구자경,자연3433)

472 계산적금융수학
(최건호,자연2411)

202A 응응해석학
(서동엽,창의관412)

541 복소수함수론

(대학원)

(Zaffran,자연2413)

880B특론 (금융상품의 설계와 평가)

581 수학특론I

(대학원)

(마샬슬렘로드, 산경1224)

(강완모, 산경2501)
실습(산경, 1224)

[09.10.5-10.28]
수 11:0012:50

11:00-11:50
(학부)

102A 미적II (곽시종,창의관401) 242A 해석학 II
102E 미적II (최창선,창의관410)

410 암호론

(신수진,자연3433)

화 13:00- 109A 선대개론

(한상근,자연2413)

16:00

341 복소변수함수론

(황강욱,창의관412)

(이성연,자연3435)

13:00-14:15
(학부)

102D 미적II (징친,시청각실)
102B 미적II (박희숙,창의관412)
102C 미적II (최서현,창의관403)
105대학수학(박진현,창의관304)

CC511 확률및통계

(대학원)

(대학원)

(길이만,창의관304)

665 수치편미분방정식
(곽도영,자연2412)

550 확률론 (강완모,산경1224)
수 13:00-

13:00-13:50
(학부)

14:50

202B 응용해석학
(징친,시청각실)

343 상미분방정식과동역학계 456 컴퓨터통계방법론
(Brunt &McGuinness,산경1226)

목 14:30- 102H 미적II (고기형,창의관103) 270 논리및집합

(김성호, 자연2413)
실습 (금, 산경2214)

17:30

102I

14:30-15:45
(학부)

미적II (최우진,창의관403)

(최서영,창의관301)

430 조합적위상수학
(진교택,자연2411)

102F 미적II (최창선,창의관410)
102G 미적II (징친,창의관304)
102J 미적II(드레이크,창의관412)

641 함수해석학

(대학원)
금 14:00-

14:00-14:50
(학부)

15:50

109B 선대개론
(최창선,시청각실)

212 선형대수학

442 푸리에해석과응용

(최서현,창의관412)

510 정수론 (배성한,자연2413)

(대학원)

(임미경,산경1224)

(김정애,산경1228)

화 16:00- 481,881 수학특론 (수학을 위한 250B 확률및통계

16:00-17:15
(학부)

19:00

영어)(드레이크, 자연 2411)
화 16:00-16:50

(길이만,창의관410)
355 수리통계학
(김주한,창의관301)

503 공학자를위한대수학

(대학원)
15:00-15:50
(학부)

(한상근,자연2413 )
수 15:00-

(대학원)

(대학원)

(박진현,자연2412)
321 미분기하학개론

16:50

(루안웨이동,자연3435)

411 대수기하학개론
(곽시종,자연2413)

771 금융수학의통계적방법론

(대학원)
16:00-16:50
(학부)

611 대수기하학 I

16:50

MAS967, 987 수학교수법I
(김동수,자연2411)

학 과 회 의

목 17:3020-30

(대학원)

(최건호, 자연2411)

금 16:00-

17:30-18:45
(학부)

583 수학특론(응용확률과정론)
(김경국, 산경2501)

MAS966,986

MAS966,986

콜로퀴움(석.박사

콜로퀴움(석.박사

(서동엽(석) 김용정(박),

(서동엽(석) 김용정(박),

산경공동강의실)

자연공동강의실)
목 16:30-17:20

금 16:30-17:20

* 미적분학 II 총괄교수 : 고기형

교수님

* 선형대수학개론 총괄교수 :

황강욱

교수님

* 응용해석학 총괄교수 : 서동엽 교수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