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항공모빌리티학과] 이수과목 및 대체과목 안내
 (2023.02.21)

1. 이수과목

 가.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은 공통필수 과목을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나. 석사과정 3학기로 편입 또는 전공변경을 한 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을 공통필수 중(스마트드론 개

론 또는 인공지능 개론) 1과목, 세미나, 연구윤리로 규정한다.

 다. 대체과목

구분 교과목 대체과목

융합선택 PBL

 PBL Ⅰ (기계 장석필 교수)

 PBL Ⅱ (신소재 황완식 교수)

 자동제어 특수과제 Ⅰ (기계 송용규 교수)

 자동제어 특수과제 Ⅱ (기계 송용규 교수)

공통필수

세미나

 세미나 (기계)

 무인기 핵심기술 세미나 (기계) 

 스마트항공모빌리티 세미나 (스마트항공모빌리티)

인공지능개론

 기계학습 (전자 최지훈 교수)

 머신러닝입문 (기계 고상호 교수)

 Introductory Applied Machine Learning (물류 이금진 교수)

인공지능플래닝 (SW 송동호 교수)

딥러닝 (전자 이장원 교수)

인공지능반도체개론 (신소재 황완식 교수)

선형대수
 선형시스템 (기계 송용규 교수)

 선형시스템 이론 (전자 정동원 교수)

전공선택 전산유체역학
 전산유체역학 (기계)

 전산유체역학Ⅰ(기계)

과정 이수요건

석사과정

∙ 공통필수 : 스마트드론 개론, 인공지능 개론, 세미나, 연구윤리 (비전일제 제외)

∙ 융합선택 : PBL

∙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 요건

  - 5과목 이상 선택

  - 2개 이상 트랙 선택

  - 수강 과목 2개 이상을 만족하는 트랙수가 2개 이상,

    또는 3개의 모든 트랙에서 각각 1개 이상이어야 함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

∙ 공통필수 : 스마트드론 개론, 인공지능 개론, 세미나, 연구윤리 (비전일제 제외)

            (확률 및 통계, 선형대수, 통계적 신호처리) 중 2과목 이상

∙ 융합선택 : PBL

∙ 전공선택 교과목 이수 요건

  - 10과목 이상 선택

  - 3개의 모든 트랙에서 각각 1개 이상이어야 함 



 ※ BK21 사업 참여 학생은 연구윤리(스마트항공모빌리티)를 필수로 들어야 한다.

 ※ 세미나 과목은 세미나(기계), 무인기 핵심기술 세미나(기계), 스마트항공모빌리티 세미나(스마트항공

모빌리티) 중 1과목을 공통필수 세미나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과생은 연합학습(SW 박종서 교수), 동적계획법과학습이론(기계 고상호 교수), 인공지능특론(SW 지

승도 교수), 기계학습특론(SW 최영식 교수)을 인공지능개론 대체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라. 신규 편성과목 (2023-1학기 기준)

 ※ 2021-2학기 이전에 위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소급 적용하여 이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산유체역학 Ⅱ (기계)

통계적 신호처리  랜덤 프로세스 (전자)

감항인증
 항공기인증기술 (기계 고준수 교수)

 항공기 체계 공학 및 인증기술 (기계 고준수 교수)

레이다 시스템 공학 레이다공학 (전자)

고급교통선택이론 시뮬레이션기반 개별선택모형론(교통물류 백호종 교수)

트랙 구분 교과목 

설계요소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개론

자율지능제어 -

드론서비스 Machine Learning with Py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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