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를 위한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  학과소개 및 발전계획
학과현황 (2022년 3월 기준)
Ÿ 전임교원: 13명
Ÿ 학사과정 모집정원: 42명
Ÿ 대학원: 수학 전공, 데이터사이언스 전공
Ÿ 연구 분야: 학과의 발전 과정에서 서로 연관성이 있는 두 분야인 동역학계, 수치해석으로 특성화한 이후 연

구 분야의 범위를 확장하여 현재 교수들의 세부 연구 분야는 동역학계, 수치해석, 조화해석, 확률론, 조합
론, 위상수학, 통계학 등으로 구성됨.

학과발전계획
  교육목표: 탄탄한 수학적 기초를 가진, 수학의 기초·응용분야 및 산업수학의 고급 인력양성
  연구목표: 특화된 연구그룹의 육성을 통한 수학 및 응용분야의 선도적 연구수행 및 고급 연구인력 양성
Ÿ 아주대학교 수학과는 해석학, 과학계산 분야에서 국내외를 선도하는 강한 연구 그룹을 가지고 있었음
Ÿ 이를 바탕으로 응용수학, 산업수학 등 산학협력에서도 두드러진 성적을 보여 왔으며 이는 실제 학생들의 취

업률 향상에도 기여하는 등 우수하고 모범적인 연구·교육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
Ÿ 최근 첨단 학과 신설 등 학교 전체에서 AI, 데이터 분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첨단 분야는 해석

학, 과학계산 등이 기본이 되고 있음. 따라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교원으로 영입하여 기초 수학 뿐 아니
라 미래 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Ÿ 교육 및 연구에서 수학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근 주요 연구 분야로 각광받는 
통계 및 확률 관련 분야, 빅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분야와 편미분 방정식 관련 분야, 순수수학의 제 분
야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특색 있는 연구 집단을 형성하고자 함. 최근 연구 분야가 학문 간으로 급속히 변하
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과 내는 물론이고 교내 타전공과 공동 연구팀을 형성하고자 함

Ÿ 기존 세부 전공의 상호 연관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결 고리에 해당하는 분야의 연구자를 충원하여 공
동 연구를 활성화하고 대형 프로젝트 유치를 준비할 것임

Ÿ 최근 새로운 교과목개발 등을 통해 해석학, 과학계산 등이 바탕이 된 산업수학을 중심으로 개편한 교육 과
정의 안정적 운영과 이를 통한 취업률 제고, 대학원 규모의 적정수준으로 확대, 대학원 산업수학 프로그램
의 활성화, 연구논문실적의 질적 향상, 중대형 연구 과제 유치를 달성하고자 함.    

 § 신임교원 활용방안 및 기대사항
교육 및 연구
Ÿ 수학과의 해석학/수치해석학 교육(실용적인 측면 포함)을 담당하고 적절한 교육과정 설정
Ÿ 학교내 유관학과의 수치해석학 교육 지원
Ÿ 융합 교육 과정 개발 및 첨단 학과 신설 및 지원의 견인차 역할
Ÿ 산업수학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Ÿ 중장기 대형 연구 프로젝트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
Ÿ 교수들의 연구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 연구 집단 형성
Ÿ 해석학/과학계산 분야의 연구집단 형성, 대학원생 지도,
Ÿ 교내 유관 학과(데이터사이언스, 전자, 소프트웨어, 산업공학, 경영, 심리, 생명, 의과학, 약학, 교통공학...) 

및 의료원과의 협동 연구 
Ÿ 연구의 질적 수월성 확보 (신임교원의 업적 평가에 연계)

기타 
Ÿ 콜로퀴엄을 제외한 업무는 부여하지 않음
Ÿ 실질적 교수 시간 감축 

정년트랙 비정년트랙
학과   수학과 초빙분야

(한글 및 영문)   과학계산 (Scientific Computing)
gfedcb

교육 연구 산학

gfedc gfedc gfed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