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건설융합
Smart City & Construction
Engineering

주관캠퍼스 소개
건설기술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주택･도로･교량･터널･하천･댐･공항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하는 대표적인 공공기술입니다. 또한 건설산업은 국가 단위의 대규모 사업
수행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큰 산업입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설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실물실험시설과 우수한 연구진을 통해 이러한 국가 기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연구원의 UST-KICT 스쿨은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건설 산업
현장에 대응하는 건설융복합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공 개요
스마트도시･건설융합 전공에서는 미래도시 건설에 필요한 첨단기술과 환경기술을 도시 문제 해결
솔루션으로 융･복합 할 수 있는 도시공학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교과과정을 운영합니다. 미래도시시스템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스쿨
www.kict.re.k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화동 2311-1
Tel : 031-910-0114

AI, IoT, ICT, Big Data 등 첨단기술을 응용한 “Cyber Physical System”과 기존의 인프라스트럭처
건설 기술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Eco-friendly Physical System”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도시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미래도시의 계획,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를 포함한 전 영역을
이해하고 제기되는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융･복합 솔루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건설환경공학,
교통물류 및 ITS공학, 지반 신공간 공학의 세부전공분야로 교과과정을 구체화하여 도시시스템을 이해하는
세부전공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의 건설 경험과 잠재력을 공유할 수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산업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계약학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세부전공 개요
도시 및
교통시스템
공학

교통물류 및 ITS공학전공은 국가운송체계의 계획, 구축 및 평가, 서비스 설계,
운용, 수익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이론 및 기술을 연구합니다. 또한
첨단도로교통실험동 등의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최첨단 교통 및 물류 기술과
적용에 관한 전방위적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설환경공학전공은 폐수고도처리, 상수고도처리,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하수
건설환경
공학

및 토양의 복원, 그리고 유역환경 관리 등 환경공학 및 수자원 전반에 걸친
분야 별 세부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기초이론에 대한 강의와 연구용으로
제작된 pilot plant 의 운전을 통하여 이론과 현장 학습을 병행합니다.
지반신공간공학전공은 지반의 역학적 거동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실대형

지반
신공간
공학

기초연구와 지반의 공학적 활용에 필요한 제반 이론들을 연구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협소한 국토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반 기술들을 개발하며,
극한조건 및 달이나 화성과 같은 미래형 우주공간 조건에서의 지반공학 기술을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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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CAMPUS INTRODUCTION
Construction technology is typical public technology that is applied to 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social infrastructures such as housing, roads, bridges, tunnels,
dams, and airports, all of which are indispensable to citizen’s daily lives. Futhermore, the economic
and social effects are very great due to the large scale of construction work.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which is the only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in Korea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dustry through
various research facilities and outstanding researchers. In addition, UST-KICT School is committed
to cultivate convergent and integrated type of talented people who respond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construction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INTRODUCTION OF MAJOR
Smart City & Construction Engineering aims to cultivate urban engineering experts who converge
and integrate advanced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technologies which are necessary for
constructing the future city as a solution to the urban problems. Based on the “Cyber Physical System”
which applies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Internet of Things (Io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and Big Data and “Eco-friendly Physical System”
which improves existing infrastructure construction technologies, urban system in the future will
be developed into a sustainable urban system. We aim to cultivate experts who understand the
urban system by shaping detailed majors including construction environment engineering,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 ITS engineering, and geotechnical & geo-space engineering
for cultivating convergent and integrated type of talented people who understand the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of the future city and solve the urban problems. We plan to operate
a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 which is designed to share Korean construction experience and
potential for Koreans and foreigners. In addition, we plan to develop various Co-op degree programs
that reflect the needs of the industrial field.

INTRODUCTION OF CONCENTRA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 ITS Engineering mainly focuses on
Urban &
Transportati
on System
Engineering

theory and technology involving national transport system planning,
establishment, evaluation, service design, operation, profit management, and
maintenance, In addition, the major provides a full range of education about
advanced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technology and application with using
research facilities such as advanced roads and transportation facility.
Construction Environment Engineering covers the whole field of environmental

Construction
Environment
Engineering

engineering and water resources such as advanced wastewater treatment,
advanced drinking water treatment, disposal and recycling of waste,
contaminated soil and underground water restoration, watershed environmental
management. Study progress in each subject combines lectures about
fundamental theory with field studies through pilot plants prepared for research
projects. e narrow nations’s land use and deal with geotechn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with extreme and futuristic conditions such as moon and Mars.
Geotechnical & Geo-Space Engineering provides an academic curriculum for

Geotechnical
&
Geo-Space
Engineering

real-scale fundamental studies and geotechnical applications to characterize
mechanical behavior of the ground. On this basis, we will develop technologies
in order to optimize the narrow nations’s land use and deal with geotechnical
engineering technologies with extreme and futuristic conditions such as moon
and M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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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비전 및 목표
장기비전

글로벌 건설 융복합
전문가 양성

중장기 발전목표
학사부문

스마트시티 계획,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화된 지식 배양과 효율적인 개발협력
성장방안 제시를 위한 인재 육성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전문화된 지식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개발 및 연구를 통해 건설업계의 우수 인력 제공
친환경적 인프라와 스마트 시스템을 결합한 건설환경 분야 차세대 서비스를
위한 인력 양성

연구부문

중점 연구분야 교육체계 확립 및 선진화
융복합 연구기획 및 사업 수행

추진전략 및 추진 과제
학사부문

전공조정 및 세부전공 확립
전공별 커리큘럼 조정
산업연계형 프로그램 확대
특화교육프로그램 세부운영

연구부문

글로벌 엔지니어링 산업 이슈 대응
건설환경 분야 융복합 솔루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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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공학

부 록

편성 목록

∙ 토목공학
∙ 토목환경공학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건설환경

전공

환경통계학 | Statistics for Environmental Engineers

공학

(Major)

(Construction

선택

수처리 물리화학
| Physico-Chemical Process for Enhanced Water Treatment

Environment

환경화학 | Environmental Chemistry

Engineering)

수문통계학 | Hydrologic Statistics
물질순환 특론 | Nutrient Removal and Recovery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 Instrumental Analysis
환경에너지공학 | Environmental Energy
유체역학 특론 | Applied Fluid Mechanics
환경미생물학 | Environmental Microbiology
상하수 고도처리 공학 | Advanced Water & Wastewater Engineering
하천수리학 | River Hydraulics
환경시스템공학 | Sustainable Environment System Engineering
생태환경수문학 | Eco & Environmental Hydrology
수자원공학특론 | Applied Water Resources Engineering
지하수수리학 이론과 모델링
| Introduction to Groundwater Hydraulics for Flow and Transport
Modeling

스마트 수처리 공학 | Smart Water Treatment Technology
수질관리 특론 | Water Quality Management of Rivers and Lakes
수질화학 모델링
| Water Chemistry and Thermodynamic Equilibrium Model
고도산화처리특론 | Advanced Oxidation Treatment
분리막특론 | Membrane for Water Treatment
응용지하수공학 | Applied Groundwater Engineering
세미나

상수도관망의 NDT, 개량 및 갱생 기술

(Seminar)

| Non-Destructive Technology, Rehabilitation and Renovation
Techniques for Water Supply Network

수자원 첨단 기술 | Advanced Technology for Water Resources
상수도관망 재해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Disaster Response System In
Water Supply Network

환경유체기계 소개 |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Fluid Machinery
그린 인프라 정책과 적용
| Policy & Implement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스마트워터 그리드 기술의 이론과 적용
| Application of Smart Water Gri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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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건설환경

세미나

환경 오염 물질제거 신소재 소개

공학

(Seminar)

|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Materials for Pollutant Removal

(Construction

비점오염원 관리 및 녹조 제어 기술

Environment

| Technologies & Practices for Non-Point Pollutant Sources &

Engineering)

Algal Bloom Control

적정기술 개론 | Introduc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지하수-지표수 연계 모델링 실습
| Integrated Surface-Groundwater Modeling Practice
스마트도시 물관리 개론 | Smart Urban Water Management
도시 및

전공

교통시스템

(Major)

선택

도로인프라체계 |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교통류이론 및 실습 | Traffic Flow Theory

공학

인공지능 분석론 | Artificial Intelligence

(Urban &

스마트도시사업의 관리 및 경영

Transportati
on System

| Project Management of Smart City

Engineering)

스마트도시 법제도 및 정책 | Smart City Legislation and Policy
안전공학 | Safety Engineering
C-ITS 공학 | C-ITS Engineering
스마트도시와 교통 | Smart City and Transport
스마트도시를 위한 IT 융･복합 건설기술
| Information - Construction Fusion Technologies for Smart City
세미나

도로포장설계 세미나 | Pavement Thickness Design Seminar

(Seminar)

도로포장구조해석 세미나 | Pavement Structural Analysis Seminar
도시환경인프라 공학 | Urban Environment Engineering
교통체계분석 |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유체역학 및 이산요소법 세미나
| Fluid Dynamics and Discrete Element Method

지반신공간

전공

공학

(Major)

(Geotechnical
& Geo-Space
Engineering)

선택

토질역학 특론 | AdvancedSoil Mechanics
사면공학 특론 | Advanced Slope Engineering
기초공학 특론 | Advanced Foundation Engineering
터널공학특론 | Advanced Tunnel Engineering
암반공학 특론 | Advanced Rock Mechanics
전산지반공학 기초 |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Geomechanics
지반 동역학 | Soil Dynamics
전산지반공학 특론 | Computational Geomechanics
도시 지하공간 공학 | Urban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지반소성론 | Soil Plast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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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편성 목록
구 분(Category)

교과목명(Course)

지반신공간

전공

투수와 배수 | Seepage and Drainage

공학

(Major)

흙의 거동론 | Soil Behavior

(Geotechnical

세미나

지반신공간공학 학술동향 1

(Seminar)

|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1

& Geo-Space
Engineering)

선택

지반신공간공학 학술동향 2
|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2
건설신기술 연구동향 1 | Seminar on Construction Technology 1
건설신기술 연구동향 2 | Seminar on Construction Technology 2
국가 R&D 연구동향 1
|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1
국가 R&D 연구동향 2
|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2

-

세미나
(Seminar)

4차산업과 건설 | 4th Industry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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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
Curriculum

••

변경과목의 전후비교
변경전 교과목명(Previous Course)

도시 지하공간 공학

변경후 교과목명(Present Course)

▶

| Urban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고체 및 구조역학 유한요소법 기초
| Introduction to Finite Element Method on Solid and Structural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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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지하공간 공학
| Urban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

전산지반공학 기초
|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Geomechanics

UST 교과과정

전공과목
Major Course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도시 지하공간 공학
Urban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본 강의에서는 제한적인 도시 공간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C-ITS 공학
C-ITS Engineering
교통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하고, ITS에 기초가 되는 각종
교통데이터 수집 및 수집 장비의 관리에 대해 고찰함

도시 하부에 대규모의 지하공간을 설계 및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This course aims to help students learn design and construction
methodologies of large-scale underground spaces for the purpose
of optimizing the use of limited urban spaces.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traffic engineering and Electronic
based approach in this field.

물질순환 특론
Nutrient Removal and Recovery

고도산화처리특론
Advanced Oxidation Treatment
본 강의에서는 고도산화 및 소독기술의 이론, 모델링, 응용분야 등에
학습한다.

교통류이론 및 실습
Traffic Flow Theory
교통류이론의 실체와 적용방안

본 강의에서는 자연계에서 인과 질소의 순환과정 이해, 수처리공정에서
인과 질소의 순환과정 이해, 수처리공정에서 인과 질소의 회수공정 이해,
영양물질의 회수 후 활용방안 이해, 영양물질 제거·회수 플랜트 운전의
실제 등을 학습한다.

분리막특론
Membrane for Water Treatment
본 강의에선느 분리막 기술의 이론, 모델링, 응용분야에 대해 학습한다.

What is traffic flow theory? And How to apply this theory to practical
field.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
Instrumental Analysis

기초공학 특론

본 강의에서는 환경분야 분석화학 및 기기분석에 대해 학습한다.

Advanced Foundation Engineering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에 대한 설계방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면공학 특론

상부구조물에 의해 발생되는 기초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Advanced Slope Engineering

배양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절토 및 성토 사면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면 안정성 해석, 사면을 구성하는

Understanding the design methodologies of shallow and deep

지질구조, 위험사면의 안정화 처리 개념 및 공법에 대하여 학습한다.

foundations and analyzing the behavior of a foundation subjected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ut-off and embankment slope,

to various superstructures.

slope stability analysis,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slope, and slope
stabilization.

도로인프라체계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

상하수 고도처리 공학

토목구조물의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방법론을 정의하고, 도로포장의

Advanced Water & Wastewater Engineering

최적 유지보수 시기 결정 방법론 및 포장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등을 고찰함

상하수도시설의 기본적 개념과 시설기준을 이해하고, 상하수도시스템에

Students will be able to define the elements of planning, design,

관한 기초 방정식의 원리, 물의 관리 계획 및 설계,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construction, maintenance, rehabilitation, and management of

상의 문제해결 방법 등을 학습한다.

transportation constructed facilities and sketch the infrastructure

Basic concept, standard of an institution are understood in

management framework, explain the decision-making levels, and

waterworks system. Also principle of basis equation, plan and design

list the main benefits of utilizing infrastructure management systems

of water intak/supply/treatment and distibution, problem solving
method of facilities operation & management are lec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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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수문학

수처리 물리화학

Eco & Environmental Hydrology

Physico-Chemical Process for Enhanced Water Treatment

생태 및 환경 수문학 관련 기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수문순환

수돗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물리화학적 처리기술의 기본 지식을

과정의 원리 이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 등을 다룬다.

기반으로 정수처리를 위한 일반적인 기술들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In this lecture, the basic theory and technology for eco and

고급기술들의 원리 및 이들을 현장에 적용하는 자동화 기법 등을 강의

environment hydrology to achiev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한다.

management in the catchment.

This course covers the automated techniques such as applying
them in the field of advanced principles and technology that can
improve the general technique for the water process is based on

수문통계학

the basic knowledge of the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

Hydrologic Statistics
정량적으로 수문현상을 예측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 확률 및 통계

technologies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drinking water.

지식을 교육하고, 수학적 통계적 개념을 이용하여 수문과정의 확률적
모의에 필수적인 개념과 이론을 교육

스마트 수처리 공학

This course aims at introducing probability and statistics can be

Smart Water Treatment Technology

used to describe quantitatively hydrologic phenomena, predict

다양한 수처리분야에 적용되고 있는기술의 역사, 이론 및 응용분야에

movement, and introducing concepts and issues that are essential

대하여 강의함

to

This lecture aims to understand the principles and application of

stochastic

modelling

of

hydrological

processes

using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concepts.

membrane technolog for water treatment

수자원공학특론

스마트도시 법제도 및 정책

Applied Water Resources Engineering

Smart City Legislation and Policy

수자원 실무를 위한 기초 지식 습득과 연습을 목적으로 하며, 수문학,

본 과목의 목적은 스마트 도시 건설전반에 걸쳐 발생되는 공공문제들을

수리학, 수문통계학 들의 기초지식을 활용하여 수자원 사업 및 계획을

해결하기 위한 법에 대한 검토하는 것이다.

위한 실무 적용 방법론 등을 다룬다.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learn the laws for solving public

In this lecture, the basic theory and technology for water resources

problems in the whole construction process of smart city.

engineering project. Using the knowledge and experience of
hydrology, hydraulic and statistics, the practical approach for
water-related project planning is delivered.

스마트도시를 위한 IT 융·복합 건설기술
Information - Construction Fusion Technologies for Smart City
건축물 및 도시에 적용되는 ICT 기술 분석 및 탐구

수질관리 특론

Analysis and exploration of ICT technology applied to buildings and

Water Quality Management of Rivers and Lakes

cities

본 강의에서는 육수학 및 하천생태계의 기초 이해, 하천의 수질관리기법
및 현장적용방안 이해, 호수의 수질관리기법 및 현장적용방안 이해,
물순환과 점·비점오염원을 고려한 생태하천 조성기법의 기초 이해 등을
학습한다.

스마트도시사업의 관리 및 경영
Project Management of Smart City
스마트도시 프로젝트 관리자로써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건설
사업관리 및 경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본 과목의

수질화학 모델링

목적이다.

Water Chemistry and Thermodynamic Equilibrium Model

The purpose of this course is to understand basic contents related

본 강의에서는 수질화학의 기초 이해, 열역학적 화학평형모델의 기초

to construction management for effective project management as

이해, 열역학적 화학평형모델의 활용기법 이해, 열역학적 화학평형모델

Smart City project manager.

적용 실습, 열역학적 화학평형모델을 활용한 논문 작성의 기초 이해 등을
학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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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와 교통

인공지능 분석론

Smart City and Transport

Artificial Intelligence

자율주행에 기반한 스마티 시티의 이동성 특성 및 교통에서의 역할을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석에 사용되는 이론적인

고찰함

툴(tool)에 대한 기본 지식 배양

Review for the role of transport and properties of mobility in smart

To enhance students' understanding on data analysis including traffic

city. This will be based on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sample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methodology using statistics
and probability theory, and help to learn the fundamental knowledge

안전공학

on the basic tools

Safety Engineering
도로안전을 위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고찰함

전산지반공학 기초

Student will be able to review on highway safety analysis and

Introduction to Computational Geomechanics

treatments based on engineering standpoint.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FDM과 FEM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을
이해하고 대표적인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암반공학 특론
Advanced Rock Mechanics
본 강의에서는 기본적인 암석의 물리-역학적 특성과 불연속면 평가 기법,
암분 분류 기법에 대하여 이해하고 응용분야에 활용방안을 학습한다.

방법을 학습한다.
Understanding basic programing concept of FDM, FEM and
commercial program to solve geotechnical problems and apply in
practice.

Covering fundamental physic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rock, evaluation method of discontinuity, and classification of rock

전산지반공학 특론

mass and practical applications.

Computational Geomechanics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신경망 및 유한요소법 등 대표적인

유체역학 특론
Applied Fluid Mechanics
수리학, 수문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기 위한 기초 지식 습득을 목적으로
하며, 유체의 성질과 유체 정역학의 이해, 유체흐름의 기초 원리 이해,
기본방정식들의 유도과정과 적용, 유체운동을 기술하는 방법론 등을
다룬다.

수치해석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실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Understanding theoretical background and basic concept of
numerical analysis using artificial neural network and some
representative finite element method to solve geotechnical
problems and apply in practice.

The primary goal of this lecture is to develop insight into the basic
knowledge related to hydraulics and hydrology, and fluid properties

지반 동역학

and hydrostatics, basic concepts of fluid dynamics, derivation and

Soil Dynamics

application of fundamental equations.

지반진동 및 흙의 동적 특성에 관한 기본적 이론들과 지반의 액상화 현상
및 옹벽, 사면, 말뚝 기초 등의 지반구조물 내진설계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지하수공학
Applied Groundwater Engineering
수문성분의 한 프로세스로 지하수를 이해하고 강수로부터의 지하수 함양,

설계 이론들을 학습한다.
Covering basic theories about ground vibration, soil dynamic behavior,
liquefaction, and seismic design on geotechnical structures.

대수층을 통과한 지하수의 유출의 거동 및 기저유출의 특성과 원리를
이해하고 양수에 따른 지하수의 거동을 이해하는 과목

지반소성론
Soil Plasticity
본 수업에서는 점성토 및 사질토의 유효응력, 전단변형, 전단강도의 이론적
배경을 습득하고, 흙의 거동을 예측하고 모사하는 한계상태이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흙의 소성론에 대한 학습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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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formation

지하수수리학 이론과 모델링

하천수리학

Introduction to Groundwater Hydraulics for Flow and Transport

River Hydraulics

Modeling

개수로 내에서의 흐름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정상 등류의 유속분포,

지하수 흐름 내 오염물질의 이송, 확산 및 저감의 기초이론을 습득하고

흐름계산, 계산절차 및 점변류의 수리적 특성과 해석방법에 대해 다룬다.

1차원 및 2차원 유한차분 해석을 위한 모델링의 실습한다.

본 강의에서는 개수로 흐름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수리학적

Fundermental therory of contaminant transport including advection,

문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dispersion and reaction processes are studied. Also, numerical

Velocity distribution, flow computation, computational process for

approaches for finite-difference solution to solve groundwater flow

steady uniform flow and hydraulic features and analysis methods

and transport equations in unsaturated flow equations are goint

for gradually varied flow are lectured for understanding flow

to dealt.

characteristics in open channels. Methods to analyze and solve
various hydraulic problems based on fundamental principles of open

터널공학특론

channel flow are introduced in this lecture.

Advanced Tunnel Engineering
연약지반 또는 암반에 건설되는 터널의 설계 및 시공의 기본원리를

환경미생물학

이해하고, 터널 계획, 지반조사, 터널 및 지보재 설계, 굴착 및 안전관리,

Environmental Microbiology

계측 및 유지관리의 기본개념과 요구 기술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본 수업에서는 미생물의 종류, 특성, 기능에 대해 이해하고 이들의

학습한다.

환경공학적 다양한 적용 방법을 대해 학습한다.

Obtaining knowledge about fundamental design and construction
on tunnel in the soft ground and rock.

환경시스템공학
Sustainable Environment System Engineering

토질역학 특론

도시 환경시스템의 계획수립 방법을 이해하고, 각 시설물의 지속가능한

Advanced Soil Mechanics

설계 및 운영기술을 습득한다.

본 과목은 토질역학의 기본내용을 바탕으로 지반구조물의 설계, 시공

This lecture intends to achieve higher level of skills on the planning,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진보된 토질역학이론을 다루며 전문 지반기술자로써

design and operation of sewerage system such as sewer pipe,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 적용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sewage treatment plant and pump facilities

한다.
Aiming to learn advanced soil mechanics including geotechnical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환경에너지공학
Environmental Energy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에너지 저감 기술을 다양한 사례

투수와 배수

중심으로 이해

Seepage and Drainage
본 수업에서는 지반에서 물과 오염물의 이동에 관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대해 지반공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환경통계학
Statistics for Environmental Engineers
환경통계학 및 환경분야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이해하고, 환경수학에
대한 개론적 이해를 증진한다. 또한 환경분야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패키지 툴로서 SPSS의 활용법을 체득하고, 이를 본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활용·해석하여 리포팅하는 방법론을 습득한다.
This course covers the understanding for environmental statistics
and the characteristics of environmental data, and promotes the
basic comprehension for the environmental mathematics. The
usages of the statistical package SPSS as a tool to analyze the
environmental data will be studied, and the reporting methodology
utilizing their own environmental data will be ac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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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과목

환경화학

Seminar Course

Environmental Chemistry
환경오염물질의 제거원리는 생화학적 산화-환원, 화학처리 및 물리적
분리, 이온교환, 흡착 등이다. 본 강의에서는 이의 원리를 화학공정학적
측면으로 설명하고 해석하여 각 처리원리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The fundamentals of pollutant removal in environmental engineering
are based on chemical oxidation-reduction, chemical reaction and
physical separation, ion exchange, and adsorption et.al. This class

4차산업과 건설
4th Industry and Construction
4차 산업과 건설
4th Industry and Construction

will promote understanding for pollutant treatments by introduction
chemical treatment through environmental process.

건설신기술 연구동향 1
Seminar on Construction Technology 1

흙의 거동론
Soil Behavior
본 수업에서는 물리-화학적 흙의 거동과 흙의 구성, 유동 등을 이해하고
이들의 지반공학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적용 방법을 대해 학습한다.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최신 기술동향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의 참석을 진행하고 최종 발표
수업 진행한다.
Understand the basic knowledge and newest trend on the aspect
of construction new technologies by attending seminars and
academic conferences.

건설신기술 연구동향 2
Seminar on Construction Technology 2
건설신기술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최신 기술동향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의 참석을 진행하고 최종 발표
수업 진행한다.
Understand the basic knowledge and newest trend on the aspect
of construction new technologies by attending seminars and
academic conferences.

교통체계분석
Transportation System Analysis
교통계획 및 교통확률론에 근거한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최적화에 대한
세미나
Efficienty and Optimization of Transportation System base on
Transporation Planning and Probability

국가 R&D 연구동향 1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1
국가R&D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최신 기술동향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의 참석을 진행하고 최종
발표 수업 진행한다.
Understanding the basic knowledge and advanced technical trend
about national R&D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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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Information

국가 R&D 연구동향 2

비점오염원 관리 및 녹조 제어 기술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2

Technologies & Practices for Non-Point Pollutant Sources &

국가R&D프로젝트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최신 기술동향

Algal Bloom Control

등의 파악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및 학술회의 등의 참석을 진행하고 최종

비점오염원 관리 및 녹조 제어 기술에 대하여 학습하고, 실용화 사례를

발표 수업 진행한다.

토론한다.

Understanding the basic knowledge and advanced technical trend

Understand nonpoint pollution source management and algae

about national R&D project.

control technology, and discuss about practical applications related
with nonpoint pollution source and algae.

그린 인프라 정책과 적용
Policy & Implementation of Green Infrastructure

상수도관망 재해대응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수질오염, 도시침수, 열섬현상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Disaster Response System In

방안으로 LID & GI 기술의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본 세미나에서는

Water Supply Network

LID & GI 기술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의 초청 세미나를 통해 학생들의

재난·재해 발생시 상수도관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관련 분야의 지식수준을 높인다.

및 장비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 및

Application of LID(Low Impact Development) & GI(Green

운영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frastructure) Measures in urban area are expanded for solving

Performance evaluation of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several water-related urban problem such as urban flood and heat

equipment using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estbed in water

island phenomena. In this lecture, the recent advanced technology

supply network

and application on LID & GI measures are introduced by opening
the seminar with invited speaker to enhance student’s knowledge
levels.

상수도관망의 NDT, 개량 및 갱생 기술
Non-Destructive Technology, Rehabilitation and Renovation
Techniques for Water Supply Network

도로포장구조해석 세미나

기존 관망시스템의 개량 및 갱생기술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Pavement Structural Analysis Seminar

관망시스템을 진단하고 기능진단에 대한 매뉴얼, 알고리즘, 평가방법을

역학적 도로포장 구조해석 실습

공부하며, 시설물의 기능개선 필요성 및 그 방법에 대해 학습한다.

Mechanical Pavement Response Analysis

For improving rehabilitation and renovation techniques for pipeline
network, manual and algorithm for diagnostic function, evaluation
method are studied. Method and necessity of improving function

도로포장설계 세미나

are also learned.

Pavement Thickness Design Seminar
다양한 형식의 도로포장체 단면설계 실습
Various Pavement Thickness Design

수자원 첨단 기술
Advanced Technology for Water Resources
수자원, 수문학, 하천공학, 생태공학 등 물 관련 유관 학문 분야의 최신

도시환경인프라 공학

연구 성과와 사업 등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Urban Environment Engineering

연구자 초청 세미나 및 그룹세미나 발표 등이 다루어진다.

기초경제학 이론 및 교통에 미치는 영향 학습
Learning

to

elementary

economics

trtansportation on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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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impacts

of

In this lecture, the recent advanced technology on water resource
project and research are introduced by invited speaker and group
study with presentation.

UST 교과과정

전공별 교과과정 편성 현황

부 록

스마트도시 물관리 개론

지반신공간공학 학술동향 2

Smart Urban Water Management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2

스마트 도시 물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도시용수, 도시물순환, 도시하천

본 과목은 지반 신공간 공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및 도시 수문학 등 핵심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풍부한 현장 사례를

위한 세미나 강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 학회/협회의 세미나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이해한다.

참석과 수업 참가 학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For the understanding of smart urban-water management, the basic

참가한 세미나에 대한 요약 정리 및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contents of core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urban water, urban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water cycle, urban river and urban hydrology will be introduced

Understanding the geo-space engineering and relevant technical

and discussed based on rich case studies.

trend by attending relevant conferences and seminars.

스마트워터 그리드 기술의 이론과 적용

지하수-지표수 연계 모델링 실습

Application of Smart Water Grid Technology

Integrated Surface-Groundwater Modeling Practice

스마트 도시 물관리를 위한 기후변화, 도시용수, 도시물순환, 도시하천

지표수-지하수의 연계해석을 위한 모델링의 방법론과 다양한 응용을 통해

및 도시 수문학 등 핵심 분야의 기본적인 내용을 풍부한 현장 사례를

현장에서 지하수 유동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 실제 적용을 통해 실무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 이해한다.

및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

For the understanding of smart urban-water management, the basic

The primary goal of this lecture is to understand an integrated

contents of core areas such as climate change, urban water, urban

surface-groundwater flow model. Various applications will be

water cycle, urban river and urban hydrology will be introduced

conducted to understand and to use integrated model

and discussed based on rich case studies.

환경 오염 물질제거 신소재 소개
유체역학 및 이산요소법 세미나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Materials for Pollutant Removal

Fluid Dynamics and Discrete Element Method

건설연구원 환경연구실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한 환경오염물질 제거

생산 및 시공과정에서의 도로포장 재료의 동적거동 해석을 위한 유체역학과

소재에 관하여 소개하고 이의 특성과 제조방법 그리고 실용화 사례를

이산요소법의 기초 강의 및 세미나

소개한다.

Understanding dynamic behavior of pavement materials by learning

The world’s leading environmental materials, sutdied and develpoed

fundamentals of fluid dynamics and discrete element method

in KICT, will be introduced their characteristics, preparation and
application.

적정기술 개론
Introduction of Appropriate Technology

환경유체기계 소개

적정기술에 대한 소개와 기본 이론을 학습하고 최신 연구동향에 대한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 Fluid Machinery

지식을 습한다.

녹조제거, 슬러지 이송, 쓰레기 이송 등에 사용되는 다양한 환경

This field course covers the understanding for appropriated

유체기계들에 대한 설계, 응용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구사례를 소개.

technology including basic theory and research trend.

Introduction of research examples on design, application and
evaluation methods of various environmental fluid machines used

지반신공간공학 학술동향 1
The State of Practice in Geo-Space Engineering 1
본 과목은 지반 신공간 공학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for algae removal, sludge transfer, and waste transfer
∙ Reliability evaluation of leak monitoring system in water supply
pipeline based on a date error

위한 세미나 강의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관련 학회/협회의 세미나
참석과 수업 참가 학생의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참가한 세미나에 대한 요약 정리 및 향후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한다.
Understanding the geo-space engineering and relevant technical
trend by attending relevant conferences and semin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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