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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이란?

  POSTECH에서는 예비 신입생들이 대학 입학 시까지 남은 시간 동안 사전학습을 통해 기초필

수 과목에 대한 학습능력을 배양하고, 융합적 사고를 위한 기초소양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

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 신청

- 신청기간: 2021. 12. 29(월) ~ 2022. 1. 9(일)

- 각 과목 운영안(2p~5p)을 확인한 후, 네이버폼을 통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할 것 

  과목마다 수강기간이 상의하므로 확인 필요

- 신청링크: http://naver.me/FXZitTuN 

- 수강방법: 최하단(6~8p) 참조

           ※ Chrome/Safari 브라우저 사용 필수 (Explorer 지원하지 않음)

    ※ 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 신청 결과 및 수강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재안내 예정

▶ 문의 : 무은재학부 행정팀 김혜영 (054)279-9104, khy0130@postech.ac.kr

구분 개설 프로그램 대상자 운영기간 비고

Remedial 
Course

미적분입문

희망자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잘 모르는 학생)

’22.1.17(월)~1.28(금)

온라인 강의
일반생명과학(R)

희망자 

(고교 생명과학 Ⅱ 

미이수 학생)

‘22.1.13(수)~2.11(금)

컴퓨터공학입문 희망자 22.1.13(목)~2.11(금)

Python Programing 희망자 ‘22.1.13(목)~2.11(금)



2022학년도 예비 POSTECHIAN 프로그램 안내

- 2 -

1  미적분입문

1. 교과목 소개 

○ 목표: 미적분학의 기본개념을 복습하여 미적분학 수강에 필요한 기초수학 온라인 학습

○ 강의내용: 

   (1) 미분

   - 삼각함수: 삼각함수의 정의 및 기초, 미분, 역삼각함수

   - 미분의 응용: 함수의 극값, 평균값 정리, 단조함수, 볼록/오목 함수

   (2) 적분

- 부정적분의 정의

- 치환적분법, 부분적분법

- 삼각함수의 적분

- 삼각함수 치환적분법

- 정적분의 응용: 곡선의 길이, 일과 힘 계산하기, 질량/운동량 중심 계산하기

2.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수강대상 2022학년도 입학 예정자 중 삼각함수의 미적분을 잘 모르는 학생

수강기간 2022. 1. 17(월) ~ 1. 28(금)

강의수강 방법 온라인 강의 

담당교수 최윤성 교수

학점인정여부 학점 불인정(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없음

3. 문의처 

  ▶ 담당교수 : 수학과 최윤성 교수 mathchoi@postech.ac.kr

  ▶ 기타문의 : 수학과 행정팀 학사담당자 김은주 (054)279-2712, ejkim@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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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생명과학입문

1. 교과목 소개 

○ 목표: 이 온라인 강좌는 생명과학 전반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소개한다. 

         2022-1학기 일반생명과학 (R,레귤러) 강좌 전반부 내용 대부분을 포함하므로, 특히, 

고교생명과학 II 미수강자들의 입학 후 생명과학 강좌 수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 강의내용

   1. 생명과학의 정의와 세부분야를 알아본다.

   2. 생명체의 정의와 구성 조직의 체계를 알아본다

   3. 생체구성물질(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의 구조와 합성방법, 기능을 살펴본다.

   4. 세포의 유형(원핵세포, 진핵세포)과 세포소기관들의 종류를 살펴본다.

   5. 내막계 구조의 특성과 기능을 살펴본다.

   6.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송을 이해한다.

   7.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에서의 에너지 합성과정을 이해한다.

   8. 단백질 구조의 4차 단계를 알아보고, 분비 단백질의 합성과정과 수송경로를 

     알아본다.  

   9. 핵산의 구조와 유전정보가 단백질의 합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알아본다.

  10. 진핵생물에서 유전자 발현의 조절을 알아본다.  

2.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수강대상 고교 생명과학 Ⅱ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 중 희망자

수강기간 2022. 1. 13(목) ~ 2. 11(금)

강의수강 방법 온라인 강의

담당교수 이해련 교수

학점인정여부 학점 불인정(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없음

3. 문의처  

  ▶ 담당교수 : 생명과학과 이해련 교수 haeryunlee@postech.ac.kr

  ▶ 기타문의 : 생명과학과 행정팀 학사담당자 박윤희 (054)279-2721, parkyh@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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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컴퓨터공학 입문

1. 교과목 소개 

○ 컴퓨터공학의 원리 및 도구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개념 및 

   사고력 향상

○ C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데이터 타입, 연산자, 

   함수, 제어문, 파일 입출력, 배열, 구조체 등에 대한 기본 문법 및 활용방법

2.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수강대상 희망자 전원

수강기간 2022. 1. 13(목) ~ 2. 11(금)

강의수강 방법 온라인 강의

담당교수 윤은영 교수

학점인정여부 학점 불인정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기초필수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과목 수강 준비에 도움

3. 문의처 

  ▶ 담당교수 : 컴퓨터공학과 윤은영 교수 eyyoun@postech.ac.kr 

  ▶ 기타문의 : 컴퓨터공학과 행정팀 학사담당자 조원숙 (054)279-2911, cws@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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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ython Programming

1. 교과목 소개

○ 컴퓨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초적인 개념 및 사고력 향상

○ Python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산자, 함수와 

모듈, 제어문, 데이터 구조, 인공지능과 파이썬 등에 대한 기본 문법 및 활용방법

2. 교과목 개요

구 분 내 용

수강대상 희망자 전원

수강기간 2022. 1. 13(목) ~ 2. 11(금)

강의수강 방법 온라인 강의

담당교수 윤은영 교수

학점인정여부 학점 불인정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참고사항 인공지능 관련 과목 수강에 도움

3. 문의처 

  ▶ 담당교수 : 컴퓨터공학과 윤은영 교수 eyyoun@postech.ac.kr 

  ▶ 기타문의 : 컴퓨터공학과 행정팀 학사담당자 조원숙 (054)279-2911, cws@pos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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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로그인(회원가입) 및 수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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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https://iclass.postechx.kr/) 강의 

로그인(회원가입) 및 수강방법

※ Chrome/Safari 브라우저 사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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