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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목표

  선진 산업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기초 기술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
하다. 기계와 설비를 그대로 도입하여 대량으로 생산만 하던 시대와는 달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는 미래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
는 기초기술 분야인 유체, 반도체, 나노물리, 고체물리, 광학을 선정하여 이들 분야에서 연구 개발에 종사할 전문 연
구 인력과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국내외 연구소, 대학, 산업체들과 학생들의 교류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인 인력 양성을 꾀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연속적으로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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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표

코드번호 구분 교 과 목 명 영 문 명
G52302 D 고급고체물리학 Advanced Solid State Physics
G52105 D 고급양자역학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
G52702 D 고급양자역학I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I
G52205 M 고급전자기학II Advanced Electrodynamics II
G52212 D 고급프라즈마물리학 Advanced Plasma Physics
G52206 D 고급해석역학I Advanced Special Topics in Dynamics I
G52501 M 고전역학 Classical Mechanics
G52709 M 고체물리특론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
G52710 M 고체물리특론I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I
G52611 M 고체물리학I Solid State Physics I
G52613 M 고체물리학II Solid State Physics II
G52704 D 고체양자론 Quantum Solid State Physics
G52213 M 광음향학 Optical Acoustics
G52715 M 광학특론I Topics in Optics I
G52716 M 광학특론II Topics in Optics II
G52609 M 광학I Optics I
G52512 M 광학II Optics II
G52720 M 나노물리학 Nanophysics
G52602 M 레이저물리학 Laser Physics
G52708 D 물리특수연구 Seminar on Physics
G52104 M 물리학특강I Topics in Physics I
G52516 M 반도체물리학 Semiconductor Physics
G52707 D 비선형광학 Nonlinear Optics
G52620 M 비선형물리학 Non-Linear Physics
G52513 M 비평형통계물리학I Non-eguilibrium Statistical Physics I
G52514 M 비평형통계물리학II Non-ehuilibrium Statistical Physics II
G52504 M 수리물리학I Mathematical Physics I
G52604 M 수리물리학II Mathematical Physics II
G52508 M 실험물리학I Experimental Physics I
G52509 M 실험물리학II Experimental Physics Ii
G52503 M 양자역학I Quantum Mechanics I
G52603 M 양자역학II Quantum Mechanics II
G52703 D 양자전자기학 Quantum Electrodynamics
G52706 D 원자광학 Atom Optics
G52617 M 원자및분자물리학 Atomic and Molecular Physics



G52207 M 유체역학 Fluid Dynamics
G52713 M 유체역학특론 I Topics in Fluid Physics I
G52714 M 유체역학특론 II Topics in Fluid Physics II
G52616 M 유체역학I Fluid Dynamics I
G52515 M 유체역학II Fluid Dynamics II
G52622 M 음향학 Acoustics
G52717 M 음향학특론I Topics in Acoustics I
G52718 M 음향학특론II Topics in Acousticd II
G52301 M 응용물리학특강I Topics in Applied Physics I
G52107 M 이론물리I Theoretical Physics I
G52605 M 일반상대론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G52618 M 자성물리학 Magnetism
G52705 D 저온물리학 Low Temperature Physics
G52719 D 전산물리학 Computational Physics
G52502 M 전자기학I Electrodynamics I
G52601 M 전자기학II Electrodynamics II
G52619 M 초전도물리학 Superconductivity
G52510 M 통계역학 Statistical Mechanics
G52203 M 프라즈마물리학 Plasma Physics
G52711 M 프라즈마특론I Topics in Plasma Physics I
G52603 M 프리스마물리학I Plasma Physics I
G52511 M 프리즈마물리학II Plasma Physics II
G52712 M 프리즈마특론 II Topics in Plasma Physics II

강의 교과목 내용

고급양자역학 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

고급양자역학 II (Advanced Quantum Mechanics II)

고전역학(Classical Mechanics)

  나그란즈-해밀톤역학, 캐노니칼 변환, 해밀톤-자코비이론, 강체운동, 연속체등
고체물리특론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

  최근 관심이 되는 고체물리학을 journal중심으로 공부
고체물리특론II (Topics in Solid State Physics II)

  최근 관심이 되는 고체물리학을 journal중심으로 공부
고체물리학I (Solid State Physics I)

  결정구조와 역격자, 결정구조, Phonons, 자유전자기체, 에너지Band, 반도체, 금속, Ferni면
고체물리학II (Solid State Physics II)

  Polariton 과 Polaron, 고체의 광학적 성질, 초전도도, 유전체와 강유전체, 상자성체, 지기공명, 결정의 결함
고체양자론 (Quantum Solid State Physics)

광학I (Optics I)

  전자파 이론, 빛의 전파, 광 Fiber에서 빛의 전파, Second harmonic generation 과 parametric oscillation 등
광학II (Optics II)

  Fuorier 광학, Electro optics, Resonation 광학, 광통신 등
광학특론I (Topics in Optics I)

  최근 관심이 되는 광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광학특론II (Topics in Optics II)

  최근 관심이 되는 광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나노물리학 (Nanophysics)

  신개념 물질인 나노물질에 대한 물리현상을 다룬다.
레이저물리학 (Laser Physics)

  고전 및 양자론적 레이저기술, Q스위칭 및 Mode-Locking과정, 비선형 광학, Laser를 이용한 반도체, 유도파 등
물리특수연구 (Seminar on Physics)

  최근 관심이 되는 물리학을 세미나 중심으로 공부.
비선형광학 (Nonlinear Optics)

비선형물리학 (Non-Linear Physics)



  비선형진동자, Van der Pol 방정식, Poincare Map, 쌍갈림, 솔리톤, 충격파, Chaos의 특성 등
비평형통계물리학I (Non-equilbirium I)

  평형통계 물리학, Engodic문제, 평형계의 액체론, 상전이와 임계현상, 격자모형의 통계적 성질, 리노말리제이션 등
비평형통계물리학II (Non-equilbirium II)

  제2양자화와 양사통계론의 섭동이론, 그린함수법, 선형응답론, 비선형현상, 프리고진이론
수리물리학I (Mathematical Physics I)

  복수함수론, 군론과 그 표현법, 편미분 방정식, 변분법
수리물리학II (Mathematical Physics II)

  함수해석, 분포함수, 레베그적분, 리이만 기하학, 호모토피이론 등
실험물리학I (Experimental Physics I)

  실험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필요로한 전자공학을 포함한 기초실험
실험물리학II (Experimental Physics II)

  실험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필요로한 전자공학을 포함한 기초실험
양자역학I (Quantum Mechanics I)

  기본원리, 포덴셀문제, 섭동이론, 복사이론, 산란이론
양자역학II (Quantum Mechanics II)

  크라인 골든방정식, 디락방정식, 제2양자화, 입자의 산란, 화이만법칙과 응용
양자전자기학 (Quantum Electrodynamics)

원자광학 (Atom Optics)

원자및분자물리학 (Atomic and Molecular Physics)

  수소원자, 원자분광학, 셀프콘시스탄트법 수소분자 이온, 분자궤도법
유체역학I (Fluid Dynamics I)

  기체액체의 특성, 전달현상, 운동학, 운동방정식, 비회전류, 회전류 등
유체역학II (Fluid Dynamics II)

  Reynolds수가 큰 흐름, Reynolds수가 작은 흐름, 압축성 유체, Turbulence
유체역학특론I (Topics in Fluid Physics I)

  최근 관심이 되는 유체물리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유체역학특론II (Topics in Fluid Physics II)

  최근 관심이 되는 유체물리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음향학 (Acoustics)

  다중관 소음기의 음향특성, 닥트내의 음향특성, 열음향 발생 기관
음향학특론I (Topics in Acoustics I)

  최근 관심이 되는 음향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음향학특론II (Topics in Acoustics II)

  최근 관심이 되는 음향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일반상대론 (Theory of General Relativity)

  시공연속체, 미분기하, 텐서해석, 메트릭, 스트레스 에너지, 아인슈타인 방정식, 프리드만 시공, 슈와르츠실드시공, 
조기치문제, 양자중력장 이론 등
자성물리학 (Magnetism)

  magnetization, magnetic ordering, paramagnetism, magnetic excitation, magnetic materials, 4f 
magnetism, ionic 3d compounds.
저온물리학 (Low Temperate Physics)

전자기학I (Electrodynamics I)

  정전기학, 정자기학, 막스웰전자기이론, 특수상대론 등
전자기학II (Electrodynamics II)

  막스웰 방정식에 입각한 광학 연구, 하전입자의 상대론적 운동연구, 방사, 다극이론
초전도물리학 (Superconductivity)

  properties of normal states, thermodynamic properties, Ginzburg-Landau theory, BCS theory, type II 
superconductivity, magnetic properties, transport properties, spectorscopic properties, high to 



superconductors.
통계역학 (Statistical Mechanics)

  기본가설, 앙상블, 상태함수와 열역학, 이상양자기체, 메어이전개, 아이징모델, 볼쯔만방정식, 수송현상
프라즈마물리학I (Plasma Physics I)

  단입자운동, 유체 프라즈마 속에서의 파동, 유체 프라즈마의 안정성
프라즈마물리학II (Plasma Physics I)

  제어 핵융합, 프라즈마의 수송현상, 불라쑈브 안정성 등
프라즈마특론I (Topics in Plasma Physics I)

  최근 관심이 되는 프라즈마 물리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프라즈마특론II (Topics in Plasma Physics II)

  최근 관심이 되는 프라즈마 물리학을 journal 중심으로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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