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안전공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ngineering

◎ 교육목표

1) 생명 존중과 인간 사랑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병과 각종 재해에 대
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2)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 안전, 보건 분야의 개선을 위해 창의적인 응용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3)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분야에 선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한다.
4)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학문발전과 직업병 및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능력을 함양
한다.

◎ 취업과진로

공단 및 정부기관
기업체 안전관리자
병원 및 연구소
안전&보건 관리협회
안전보건환경 컨설팅회사
대학원 박사과정 진학
그 외 분야

◎ 교육과정지침

학과내규

1) 전공분야
   보건안전공학과의 전공분야는 ‘산업보건’,‘환경보건’,‘안전공학’,‘방화공학’,‘화학물질안전
’의 5개 분야로 분류한다.

2) 이수학점
   전공과목 중 24학점(연구학점, 대학원 공통과목수강학점 제외)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전공공통필수:3학점
   전공이수학점:21학점      총전공이수학점:24학점

   석사논문연구:2학점       총연구학점:2학점

3) 선수과목(타 전공 이수자)
   보건안전공학과 학사 학위 이수자가 아닌 경우 공통과목 중 ‘산업위생특론(3학점)’과
  ‘안전공학특론(3학점)’ 외의 한 과목(3학점)을 추가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는(2008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4) 학위논문 제출자격
   국내-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 국외 - SCIE국내외 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하는 것 또는 관련학회
학술대회 1회 이상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김태구
보건의료융합대학 보건안전공학

과
안전공학 교수

홍승철
보건의료융합대학 보건안전공학

과
환경보건학 교수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한돈희
보건의료융합대학 보건안전공학

과
환경보건 교수

신용철
보건의료융합대학 보건안전공학

과
환경보건 교수



보건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ID004 산업위생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Industrial Hygiene

전공 EID002 안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afety Engineering

전공 EID001 위험관리 3 3.0 0.0 이론

Risk Management

전체-

2

전공 EID003 산업위생유해성평가 3 3.0 0.0 이론

Occupational Exposure Assessment

전공 EID006 연구방법론 2 2.0 0.0 이론

Research Methodology

전공 EID005 환경경영개론 3 3.0 0.0 이론

Environmental Management

전공 EID111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 3 3.0 0.0 이론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Management

2-1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2-2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논문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36 학점

환경및산업보건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ID101 물리적유해인자 3 3.0 0.0 이론

Physical Agents

전공 EID110 산업인간공학 3 3.0 0.0 이론

Occupational Ergonomics

전공 EID103 실내공기오염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Indoor Air Quality



보건안전공학과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환경및산업보건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ID108 연구설계 및 통계 3 3.0 0.0 이론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s

전공 EID105 작업환경측정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Air Sampling and Analysis

전체-

2

전공 EID104 산업위생세미나 3 3.0 0.0 이론

Seminar in Industrial Hygiene

전공 EID106 산업위생실무 3 3.0 0.0 이론

Industrial Hygiene Practices

전공 EID102 산업환기방법론 3 3.0 0.0 이론

Methodollgy of Industrial Ventilation

전공 EID109 생물학적 모니터링 3 3.0 0.0 이론

Biological Monitoring

전공 EID107 정도관리 3 3.0 0.0 이론

Quality Assurance

소계: 30 학점

안전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ID208 신뢰성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liability Engineering

전체-

2

전공 EID207 기계안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Machinery Safexy Engineering

전공 EID201 리스크과학 3 3.0 0.0 이론

An Introduction to Risk Sciences

전공 EID203 방내화특론 3 3.0 0.0 이론

Fire Resistant & Protection Engineering

전공 EID210 소음진동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Noise & Vibration Engineering

전공 EID204 안전공학윤강 3 3.0 0.0 이론

Seminar in Safety Engineering

전공 EID303 열공정안전 3 3.0 0.0 이론

Thermal Process Analysis

전공 EID205 열분석실험 3 3.0 0.0 이론

Heat Analysis Lab.

전공 EID209 인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rgonomics



보건안전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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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안전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ID202 폭발공학특론 3 3.0 0.0 이론

Acvanced Explosion Engineering

소계: 30 학점

방화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ID404 정량위험성평가 3 3.0 0.0 이론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전공 EID402 화재모델링 3 3.0 0.0 이론

Fire Modeling

전공 EID401 화재역학 3 3.0 0.0 이론

Fire Dynamics

소계: 9 학점

총계: 105 학점



▣ 교과목 개요

◎ EID001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현재 산업분야의 세계적인 추세는 안전, 환경, 보건분야의 통합관리이며,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량 위험성

평가에 의한 위험관리기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위험관리는 산업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안전, 환경, 보건분

야의 위험을 과학적이고도 경제

◎ EID002 안전공학특론  (Advanced Safety Engineering)

  자연재해 및 인위재해의 발생 메카니즘을 분석 및 해석하여 사고 발생률을 정량화한다.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적용시키고 시공 및 유지관리측면에서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를 교육한다. 방법론으로

서는 교육(Education)

◎ EID003 산업위생유해성평가  (Occupational Exposure Assessment)

작업 환경중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유해인자의 존재와 독성을 파악하고, 근로자 노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

는 방법을 학습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병 발생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을 함양한다. 또한 이들

유해인자에 의해 예측되는 건강

◎ EID004 산업위생특론  (Advanced Industrial Hygiene)

최근 발표된 각종 연구자료를 통하여 작업장에서 존재하는 물리적,화학적,공기역학적,생물학적인 유해인자

들을 파악하고 그 특성들을 보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습득하여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한다.

◎ EID005 환경경영개론  (Environmental Management)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한 기업의 목표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환경경영의 개념을 공부하며, 환경관리에서 후처리위주의 방법보다 예방위주의 관리

를 위한 기술적 도구, 제도 등

◎ EID006 연구방법론  (Research Methodology)

인문, 사회계열 대학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학술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가 되는 논리적인 글쓰기

및 설득력 있는 presentation 방법을 훈련시키고자 한다. 특히 학기 후반부에는 학생들의 소속 학과에 제

출해야 할 기말 과

◎ EID111 환경위해성 평가 및 관리  (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 Management)

환경중의 유해한 물질 혹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사실에 바탕을 두고

평가하는 학문인 위해성평가의 정의를 학습하고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여러 단계의 과학적 접근방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각 단계별 습

◎ EZZ024 석사 논문 연구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 EZZ025 박사 논문 연구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Ⅰ)

◎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 EID101 물리적유해인자  (Physical Agents)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유해인자 즉 소음,진동,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압력 및 전자기파의

특성,발생원,측정방법 및 예방대책에 관하여 심도있게 습득하여 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 EID102 산업환기방법론  (Methodollgy of Industrial Ventilation)

 산업환기의 기본지식을 이해하고 공학적인 설치기법을 습득하여 기본적인 설계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능

력을 학습한다. 특히, 산업환기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후드에 관해서 최신 발표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

게 연구 분석한다.



▣ 교과목 개요

◎ EID103 실내공기오염특론  (Advanced Indoor Air Quality)

최근 실내공기오염에 관한 연구와 관심이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실내공기를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측정방법 및 예방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최근 발표된 연구논문, 인터넷정보,

각 국의 각종 환경보건자료를

◎ EID104 산업위생세미나  (Seminar in Industrial Hygiene)

국내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논문, 최신 연구자료 및 각종 정보들을 분석 발표함으로써 최신 연구동향과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한다.

◎ EID105 작업환경측정특론  (Advanced Air Sampling and Analysis)

최근 개발된 작업환경측정방법의 원리와 이용방법을 학습하여 근로자의 노출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능

력을 기른다. 또한 미래의 작업환경측정의 개발 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새로운 측정방법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 능력을 배양한다.

◎ EID106 산업위생실무  (Industrial Hygiene Practices)

작업환경의 유해위험 요인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료채취, 분석, 통계처리, 개선방안 도출 및 보고서 작성 등 산업위생 전과정을 연계한 실무교육을

통해 산업위생전문가로서의

◎ EID107 정도관리  (Quality Assurance)

산업위생실험실에서 최종 자료를 산출하는 전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고 확보하는 방법과 실험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실험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

질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 EID108 연구설계 및 통계  (Research Design and Statistics)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설계 기법, 연구계획서

작성방법,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기법 등을 강의한다.

◎ EID109 생물학적 모니터링  (Biological Monitoring)

근로자의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감시하는 생물학적 지표의 종류와 기준설정 원리에 대해 이해하고, 또한 산

업위생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생물학적 지표에 대한 측정방법을 터득함으로써 실제 근로자 유해화학

물질 노출평가와 관리에 활용할

◎ EID110 산업인간공학  (Occupational Ergonomics)

 CTDs를 유발할 수 있는 인간공학 요인의 특성, CTDs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한 인간공학 평가도구, CTDs 위

험요인 관리 기법을 소개하고, 산업현장의 인간공학적 문제에 대한 개선 사례를 토의한다. 강의와 함께 산

업현장을 대상

◎ EID201 리스크과학  (An Introduction to Risk Sciences)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가능성과 위해를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성이 점점 증대되어 갈 뿐 아니라 위

험의 범위와 영향이 점점 확대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 안전문제를 과학적으로 분

석하고 객관적 데이터와 정확한

◎ EID202 폭발공학특론  (Acvanced Explosion Engineering)

 에너지의 사용변천에 따라 가스폭발의 발생확률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폭발현상을 이해하고 원인을 규명

하여 안전대책을 확립한다. 또한 건설에 따른 도시 발파공학의 메카니즘을 학습한다.

◎ EID203 방내화특론  (Fire Resistant & Protection Engineering)

건물 내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감지 및 경보, 진압시스템에 대한 엔지니어링 기법을 교육한다. 또한

화염전파의 확산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공부한다. 건축물의 화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보, 기둥, 바닥재의 내

화성능에 대하여 학습한다.

◎ EID204 안전공학윤강  (Seminar in Safety Engineering)

국제화재 및 폭발, 안전학회의 학회지를 번역, 발표하여 국제학회의 동향을 파악하고 발표력의 향상과 연

구의 Need와 Seed로 한다.



▣ 교과목 개요

◎ EID205 열분석실험  (Heat Analysis Lab.)

 일상생활에서 주변에서 화학제품을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도래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 각각의 화학제품이 가지고 있는 독성?화재폭발성?환경 저해성은 어느 정

도 정립화되어 있다. 그러나

◎ EID207 기계안전공학특론  (Advanced Machinery Safexy Engineering)

산업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계안전공학 중 기계설비에서의 Risk를 분석하고 각종 위험기계에 대한

방호대책 및 설비안전의 기본원칙 등을 교육하여 설비의 안전유지관리에 필요한 공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이론의 연구를 통한 논리적

◎ EID208 신뢰성공학특론  (Advanced Reliability Engineering)

 신뢰성기술은 미국에서 군사용으로 시작된 이래, 우주용 기기의 시스템향상을 목적으로 발전해 아폴로 계

획을 성공시킨 요인의 하나이다. 안전에서도 기기와 사람의 신뢰도를 알지 못하고는 올바른 안전관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교과에

◎ EID209 인간공학특론  (Advanced Ergonomics)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인간의 오동작을 감소시키고 생산성 및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분야

인 인간공학 강의를 통해 인간의 행동 특성에 관한 정보를 발견, 기계 및 시스템에 적용, 응용함으로 사고

를 사전에 예방하는 공학적인

◎ EID210 소음진동공학특론  (Advanced Noise & Vibration Engineering)

기계, 위생, 환경, 토목건축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 소음진동분야의 이론적인

접근법과 제어법을 연구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소음진동의 측정, 해석과 저감법에 대해

공부하고 공학적인 접근법으

◎ EID303 열공정안전  (Thermal Process Analysis)

화학반응기의 폭주반응 현상을 물리?화학적 이론으로 이해하고 실험적으로 그 가능성을 예견하여 적절한

예방적 공정설계를 함으로써 안전한 반응기 설계를 할 수 있다. 이의 제반 공학적 절차를 공부하여 현장에

서의 설계, 운전, 관리에 활

◎ EID401 화재역학  (Fire Dynamics)

방화공학(Fire Dynamics)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서 연소이론 및 열에너지의 이동현상을 강의하며 실제

소방설계에서 사용되는 연소이론 및 열에너지의 이동현상을 소개함으로써 연구의 테마를 제공하고 응용성

을 학습한다.

◎ EID402 화재모델링  (Fire Modeling)

화재모델링에 필요한 이론을 강의하고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 모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제문제를 다룸으로써 모델링 분야의 연구에 대한 좌표를 설정하고 화재모델링을 이용한 소방설계능력을

학습한다.

◎ EID404 정량위험성평가  (Quantitative Risk Assessment)

위험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공정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 및 위험의 정량화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제대상물에 대한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수행하여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의 기초로 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