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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학년도 1 학기 수업계획서

강의교과목 학부 EEE3410 - 02

교과목명 확률과랜덤변수 학 점 3

강 의 실 월: B039
수: B031

강의시간 Mon 8,        Wed 1,2
(4시-5시)     (9시-11시)

교 수 명 송홍엽 소 속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과

연 구 실 B615 연락처 010-7661-4861

Email 및
면담시간

hysong@yonsei.ac.kr (수 3-4, 목 9) office hour  
카톡아이디 hysong2013



담당교수 소개
• 84년 2월: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88년 2월: 육군3사관학교 소위 임관 및 제대 - 병역필

• 91년 12월: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공학박사

• 92년~93년: USC Post-doc 연구원

• 94년~95년: Qualcomm San Diego 수석연구원 (CDMA이동통신 표준팀 근무)

• 95년 9월부터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

• 전공분야
· 디지털통신분야: PN codes(sequences), Error-correcting codes, 무선통신, 이동통신, 

· 수학분야: 조합론, 정수론, 암호이론

• 학회활동
· IEEE Information Theory Society, IEEE Communications Society

· 한국통신학회, 한국 정보보호학회, 대한전자공학회

· Mathematical Association of America

· 대한수학회, 한국수학사학회

• 교과목
· (학부) 데이터구조, 확률과 랜덤변수, 디지털통신

· (대학원) 오류정정부호, 고급선형대수, 통신신호설계

• 본대학원 통신신호설계연구실 http://coding.yonsei.ac.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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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월간 과학
동아 프로필 사진

1984년 대학졸업식

1995년 연세대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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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하늘공원길
2012년 Freshmen Seminar 수강생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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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도교수 S. W. Golomb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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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노르웨이 Bergen Univ.
SETA2001 참석



2010년 전기전자공학부 60주년 기념행사(학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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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한국통신학회
총무 상임이사

2014년 공학대학원
통신방송 전공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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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IEEE Information Theory Workshop
(제주도)
General Chair



송홍엽교수 강의자료 8

2017년 1월 31일 USC

http://coding.yonsei.ac.kr/

http://coding.yonsei.ac.kr/mem_golomb.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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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수업내용요약문

예시



수업진행 방식
( Flipped Learning ??  절반만)

• 매주 수업 내용 “요약문”을미리 YSCEC에배포
 이를 출력하여 참조하고 교재의 해당부분을 예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매주 월요일엔 해당 chapter의 내용에 대해 (공부했다
고 가정하고) 20분 정도 소요되는 quiz 실시
 quiz를 함께 풀면서 정답확인/채점과 병행하여 수업진행.

• Every Wed class (2 hours)
 Basically, I will not go though the text. 

 Your questions are very important. I will answer your 
questions first.
 Questions on the textbook: concept, content, problems

 Questions on Quiz

 Other questions.

 I may go through some lecture if time is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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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의평가 주관식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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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의평가 주관식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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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강의평가 주관식 (3/3)



Class Rules
• If you do not agree on the following rule of my class, just move out please. 

• 5 min. rule 
– 전자출결 5분이 지나면 결석처리 됩니다. 지각(4분~5분)

– 5분이 지나고 수업에 출석하면 반드시 YSCEC를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 당일 마감입니다. 당일이 지나면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 무단결석 2회까지 허락합니다. 3회부터는 F학점입니다.

• 무단결석을 피하려면 공식사유서를 결석 당일에 YSCEC를 통하여 제출하세요.

• During the class
– 허락되지 않은 잡담/작업을 금지합니다. 

– 핸드폰/노트북/PC 등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의 전원을 꺼야 합니다.

• Result of Cheating
– 시험(quiz) 시간 중 일체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적발되는 경우 별도의 확인절차 없

이 부정행위 가담자 전원 F학점 처리합니다.

– 보고서에 동료 수강생의 내용 혹은 인터넷 검색결과를 카피하는 일체의 행위는 심각한 부정행
위입니다. 가벼이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기면 확인하지 않고 0점 처리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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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 권장사항
• 개인적 문의 사항은 이메일 hysong@yonsei.ac.kr 로 보내세요. 

– 모든 이메일 마지막 부분에는 반드시 성명/학번/날짜를 기록하세요.

– 이메일제목: (확랜질문)질문-홍길동

– 급하면 개별 카톡메시지로 보내도 됩니다.

• 수업관련 문의사항은 다음 순서로 질문하세요.
1. 수요일 수업시간에 구두로 질문한다. – 즉시 답변

2. 카톡 단체방에 질문을 올린다. – 즉시 혹은 하루 이내

3. YSCEC 질문 게시판에 올린다. 

4. 조교를 찾아와서 질문한다.

• OFFICE-HOUR
– 월요일 수업시간 이후 1시간

– 수요일 수업시간 이후 2시간 (소그룹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합니다.)

– OFFICE-HOUR란 수강생 여러분을 위한 시간입니다. (면담시간이 아닙니다)

– 이 시간에는 내가 방(제2공학관 615호)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이 시간에는 따로 방문예약이나 이메일 보내지 말고 그냥 오세요. 

– 수업관련 뿐만 아니라 담소를 나누고 싶어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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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12 quiz = 600 점 (each quiz contains about 5 problems) 

midterm exam = 200 점 (2시간)

final exam = 200 점 (2시간)

2 projects = 100 점 (각각 50점, 기간 2주) 

--------------------------------------------

total = 1100 점

결석 시간 수 매 1시간당 20점씩 감점함. (사유서 유무와 관계없이 감점함)

재수강생 감점이나 불이익 없음.

예외적 F학점 처리 조건

• 결석 1/3선 초과 = 13회부터
• 시험(quiz)시간 부정행위 의심
• 보고서 copy: 양자 모두
• 수업시간 중 핸드폰 등 소리 발생
• 수업시간 중 수업과 관계없는 작업
• 무단결석 3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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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분포
(상대평가)

A    30%    대략 300점 이상
B    35%    대략 150~300
C    30%    대략 50~150
D,F  5%      50점 미만

절대평가

A  =  700점 혹은 그 이상
B  =  500점 혹은 그 이상
C,D,F = 500점 미만



References
• 주교재 (학생회관 서점에서구입가능. 반드시 구입하세요^^)

· C. Therrien and M. Tummala, Probability and Random Processes 
for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s, 2nd edition, CRC Press, 2012.

• 부교재 (도서관 혹은 동료/선후배로부터적어도 한 권은 확보할것)
· Alberto Leon-Garcia, Probability, Statistics, and Random Processes for 

Electrical Engineering, 3rd edi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2009.

· Peyton Z. Peebles ,Jr., Probability, Random Variables and Random Signal 
Principles, 4th edition, McGraw-Hill, 2001.

· Sheldon Ross, A first course in Probability, 7th edition, Pearson, Internationa
l Edition, 2006

· Roy D. Yates and David J. Goodman, Probability and Stochastic processes, 
a friendly introduction for electrical and computer engineers, 3rd edition, 
John Wiley and Sons, 2015.

• There are huge amount of referenc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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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Main Text)

Part 1. Probability and Random Variable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The Probability Model

Chapter 3. Random Variables and Transformations

Chapter 4. Expectations, Moments and Generating Functions

Chapter 5. Two and More Random Variables

Chapter 6. Inequalities, Limit Theorems and Parameter Estimation

Chapter 7. Random Vectors

Part 2. Introduction to Random Processes

Chapter 8. Random Processes  

Chapter 9. Random Signals in the Time Domain

Chapter 10. Random Signals in the Frequency Domain

Chapter 12. Markov, Poisson and Queueing Processes

전체를
다룰 예정

일부 소개할
예정



copyright@Hong-Yeop Song 확률과 랜덤변수 19

주 기간 수업내용 교재범위 및 과제 등 비고

1
2017-03-02 -

2017-03-08

introduction and Chapter 1

3/6 quiz #1

(3.2.) 개강

(3.6. - 3.8.)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2
2017-03-09 -

2017-03-15

Chapter 2 Probability Model

3/13 quiz #2

3
2017-03-16 -

2017-03-22

Chapter 2 Probability Model

3/20 quiz #3
Project 1

4
2017-03-23 -

2017-03-29

Chapter 3 Random Variables and 

Transformations

3/27 quiz #4

5
2017-03-30 -

2017-04-05

Chapter 3 Random Variables and 

Transformations

4/3 quiz #5

(4.3. - 4.5.) 수강철회

6
2017-04-06 -

2017-04-12

Chapter 4 Expectation, Moments, and 

Generating Functions

4/10 quiz #6

(4.7.) 학기 1/3선

7
2017-04-13 -

2017-04-19

Chapter 4 Expectation, Moments, 

and Generating Functions
(4.17. - 4.22.) 중간시험

8
2017-04-20 -

2017-04-26

4/24 - discussion on midterm exam

4/26 - no class due to JCCI conference

(will make up for the 2 hours)

makeup class TBD (2 hours)

Chapter 5 
(4.17. - 4.22.) 중간시험

9
2017-04-27 -

2017-05-03

5/1 - quiz #7

5/3 no class (holiday)

makeup class TBD (2 hours)

Chapter 5 
(5.3.) 석가탄신일

10
2017-05-04 -

2017-05-10

Chapter 5 Two or more Random Variables

5/8 - quiz #8
(5.5.) 어린이날

11
2017-05-11 -

2017-05-17

Chapter 5 Two or more Random Variables

5/15 - quiz #9
(5.15.) 학기 2/3 선

12
2017-05-18 -

2017-05-24

Chapter 6 Inequalities

5/22 quiz #10
Project 2

13
2017-05-25 -

2017-05-31

Chapter 7 Random Vectors

5/29 quiz #11

14
2017-06-01 -

2017-06-07

Chapter 7 Random Vectors

6/5 - quiz #12
(6.6.) 현충일

15
2017-06-08 -

2017-06-14
6/14 - final exam (regular 2 hours) (6.8. - 6.21.) 자율학습 및 기말시험

16
2017-06-15 -

2017-06-21
(6.8. - 6.21.) 자율학습 및 기말시험



Schedule of Semester (강의 13주)
월 주 월(1시간) 수업내용 수(2시간) 수업내용 과제물/보강

3

1 6 과목소개 8 Warming-up quiz + Chapter 1

2 13 quiz #1 15 Chapter 2 점심식사면담

3 20 quiz #2 22 Chapter 2
점심식사면담

Project #1
Project 2.1 (page 49)

4 27 quiz #3 29 Chapter 3 점심식사면담

4

5 3 quiz #4 5 Chapter 3 점심식사면담

6 10 quiz #5 12 Chapter 4 점심식사면담

7 17 중간시험기간 19 중간시험기간(2시간)

8 24
중간시험해설/
답안지 확인

26
학회참가(수업 없음)

Chapter 5
보강:4월29일(토) 

오전 10시-12시+피자파티

5

9 1 quiz #6 3
석가탄신일(수업 없음)

Chapter 5
보강:5월2일(화) 

오후 8시-10시+치맥파티

10 8 quiz #7 10 Chapter 5

11 15 quiz #8 17 Chapter 6

12 22 quiz #9 24 Chapter 6
Project #2

Project 6.1 (page 216)

13 29 quiz #10 31 Chapter 7

6

14 5 quiz #11 7 Chapter 7

15 12 quiz #12 (종강) 14 기말시험(정규수업시간)

16 19 기말시험기간 21 기말시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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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월 화 수 목 금 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4월

5월

중간 시험 기간

JCCI   참석으로 휴강

보충수업 설문

 4월 25일 화요일 오후 8시 -10시 + 치맥(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5월 02일 화요일 오후 8시 -10시 + 치맥(학교 앞으로 이동하여)
 4월 29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 피자(강의실)
 5월 06일 토요일 오전 10시 -12시 + 피자(강의실)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확정



Some links
 http://coding.yonsei.ac.kr/digitalcommunicationtheory.html

 https://youtu.be/dXEBVv8PgZM

 https://youtu.be/_EpXHuPnaK0?list=PL5102DFDC6790F3D0

• http://m.tv.naver.com/v/1402550

• https://youtu.be/BcMuYhoL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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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수업, 기다려지는수업이 될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College is a place where a professor’s lecture 
notes go straight to the students’ lecture 

notes, without passing through the brains of 
either. - Mark Twa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