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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는 수학과 

1. 수학과 소개 

21 
교원 수 

200 
재적생 수 

50 
취업률(%) 

(2017학년도 2학기 학부 기준) (2017학년도 학부 기준) 

(약) 



1. 수학과 소개 

수학교육센터 수리계산실 수학과열람실 

사진 사진 사진 

학습지원시설 및 공간 



1. 수학과 소개 

수학여행(캠프) 

체육대회 

콜로퀴움(강연) 

수학콘서트 



1. 수학과 소개 

동아리 

Zebra(야구) Sigma(축구) N분음표(노래) Youth(농구) Mathcom(컴퓨터) 



2. 교육과정(Curriculum) 



3. 교내 ·외 장학금 

장학금 수혜율(%) 
(2017학년도 2학기 학부 기준) 

40 (약) 

장학금의 종류 
 
성적우수장학금-등록금의 70%, 
50% 
문행장학금 
동문회장학금 
 
외부장학금 
 
국가우수이공계장학금 
우덕장학금 
조병두장학금 
문행장학금 
본솔김종한장학금 
송화재단장학금 
인촌장학금 



4. 졸업생 진출 현황 

1) 교육분야 
- 대학교수: 국내외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동안의 연
구업적과 교육경력을 바탕으로 교수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 교사: 교직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중,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2) 연구분야 
- 연구소 연구원: 국내외 대학원에서 익힌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기
관이나 기업체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3) 전산수학분야 
- 전산요원: 수학적 지식을 전산에 응용하여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머: 수학적 논리 체계를 이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개
발 그리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4. 졸업생 진출 현황 

4) 금융수학분야 
- 재무위험관리사: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및 기타 장외파생상품 등의 운용과 
관련된 회사의 재무위험을 금융수학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펀드매니저: 펀드매니저로 고객의 주식 투자 상담과 주식 이외의 파생상품
을 전문적으로 추천하고 투자를 유도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수학분야 
- 보험계리사: 보험회사의 전반적인 위험을 분석·평가·진단하며 보험상품 개
발에 대한 인·허가 업무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출합니다. 



4. 졸업생 진출 현황 

6) IT& 암호학 분야 
- 정보보호 전문가: 금융, 통신 등 각 분야의 정보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 인
터넷 에서의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의 결재 지불 서비스에 관련된 신뢰성
을 구축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빅데이터 전문가: 사람들의 행동 패턴 또는 시장의 경제상황 등을 예측하며
데이터 속에 함축된 트렌드나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이로부터 새로운 부가가
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량의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합니다. 



4. 졸업생 진출 현황 



5. 선배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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