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목공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 교육목표

1) 대규모 국가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주역으로서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해 연구능력을 함양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전문 토목공학자를
양성한다.
2)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각종 지식, 정보를 습득하여 졸업 후 다양한 건설현장실무
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토목공학자를 양성한다.
3) 특성화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를 봉사, 발전시킬 수 있는 성실, 근면, 정직한 인
재를 양성한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1) 토목공학과 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구조공학’, ‘수공학’, ‘토질 및 기초’, ‘상하수도공학’로
나눈다.
2)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 전공관련 학회의 학술발표회에 1회 이상 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3)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으로
ⅰ) Part Time의 경우 -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1편 이상
ⅱ) Full Time의 경우 -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참여교수

성명 소속 세부전공 직위

권대영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상하수도공학 교수

전상수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지반공학 교수

윤종성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수공 및 항만공학 교수

김명학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토질 및 기초(깊은기초) 교수

조백순 공과대학 토목도시공학부
구조공학(콘크리트 및 복

합재료)
교수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009 수문통계특론Ⅰ 3 3.0 0.0 이론

Hydrology StatisticsⅠ

전공 EJC004 수치해석 3 3.0 0.0 이론

Numerical Analysis

전공 EJC302 지반공학특론I 3 3.0 0.0 이론

Advanced Geotechnical Engineering I

전체-

2

전공 EJC301 기초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Foundation Engineering

전공 EJC010 수문통계특론Ⅱ 3 3.0 0.0 이론

Hydrology StatisticsⅡ

전공 EJC002 유한요소법 3 3.0 0.0 이론

Finite Element Method

전공 EJC007 토목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Civil Engineering

전공 EJC001 토목확률론 3 3.0 0.0 이론

Probability in Civil Engineering Design

전공 EJC311 흙의 공학적 거동 3 3.0 0.0 이론

Engineering Behavior of Soil

1-1 전공 EJC008 암반공학Ⅰ 3 3.0 0.0 이론

Rock Mechanic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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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논문 EZZ027 박사 논문 연구 I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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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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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학점



토목공학과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구조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101 구조동역학I 3 3.0 0.0 이론

Structural Dynamics I

전공 EJC411 구조설계 복합신소재 3 3.0 0.0 이론

Advanced Composites for Structural Design

전공 EJC109 에너지해석법 3 3.0 0.0 이론

Energy Methods in Mechanics

전공 EJC111 재료역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전공 EJC107 철근콘크리트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inforced Concrete

전체-

2

전공 EJC103 강구조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eel Structure

전공 EJC410 유한요소 실습과목 3 3.0 0.0 이론

Practicum in Finite Elements

전공 EJC117 탄성론 3 3.0 0.0 이론

Theory of Elasticity

전공 EJC106 탄성안정론 3 3.0 0.0 이론

Theory of Elastic Stability

전공 EJC114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

1-1 전공 EJC108 복합재료역학 3 3.0 0.0 이론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소계: 33 학점

수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218 생태하천공학 3 3.0 0.0 이론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전공 EJC204 연안.해양물리학 3 3.0 0.0 이론

Physics of Coastal and Ocean

전공 EJC209 응용수문학 3 3.0 0.0 이론

Applied Hydrology

전공 EJC213 응용수문학Ⅱ 3 3.0 0.0 이론

Applied HydrologyⅡ

전공 EJC215 자연하천복원공학Ⅰ 3 3.0 0.0 이론

Natural Stream Restoration Technique Ⅰ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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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수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412 표사 수송론 3 3.0 0.0 이론

Littoral sediment transport

전공 EJC217 항만구조물설계기준 3 3.0 0.0 이론

Design Standards on Coastal and Port

Structures

전공 EJC202 해안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Costal Engineering

전체-

2

전공 EJC208 개수로수리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Open Channel Hydraulics

전공 EJC201 수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Hydrodynamics

전공 EJC413 수치유체공학 3 3.0 0.0 이론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Engineering

전공 EJC216 자연하천복원공학Ⅱ 3 3.0 0.0 이론

Natural Stream Restoration TechniqueⅡ

전공 EJC205 항만구조물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Harbour Structural Analysis

전공 EJC210 해양개발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Ocean Development

전공 EJC206 환경유체오염 3 3.0 0.0 이론

Environmental Fluid Contaminant

전공 EJC211 환경지하수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nvironmental Ground Water

Engineering

1-1 전공 EJC207 지하수해석 3 3.0 0.0 이론

Groundwater Analysis

전공 EJC203 환경유체역학 3 3.0 0.0 이론

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소계: 54 학점

토질및기초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307 말뚝기초공학 I 3 3.0 0.0 이론

Pile Foundation I

전공 EJC314 지반개량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oil Improvement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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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토질및기초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303 지반공학특론II 3 3.0 0.0 이론

Advanced Geotechnical Engineering II

전공 EJC305 토질구성론 3 3.0 0.0 이론

Stress-Deformation Behavior of Soils

전체-

2

전공 EJC308 말뚝기초공학 II 3 3.0 0.0 이론

Pile Foundation II

전공 EJC315 보강토공법 3 3.0 0.0 이론

Reinforced Earth Method

전공 EJC313 암반공학 II 3 3.0 0.0 이론

Rock Mechanics II

전공 EJC312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공학 3 3.0 0.0 이론

U-City Construction Engineering

전공 EJC304 토질동역학 3 3.0 0.0 이론

Soil Dynamics

전공 EJC309 환경토질공학 3 3.0 0.0 이론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1-1 전공 EJC310 수리토질공학 3 3.0 0.0 이론

Groundwater and Seepage

소계: 33 학점

환경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1

전공 EJC402 상수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Water Engineering

전공 EJC404 수질모델링 3 3.0 0.0 이론

Water Quality Modeling

전공 EJC406 수처리 이론 및 설계 I 3 3.0 0.0 이론

Theory & Design of Water Treatment I

전공 EJC405 환경화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Water Chemistry

전체-

2

전공 EJC409 상수도공학특론 Ⅱ 3 3.0 0.0 이론

Advanced Water Engineering Ⅱ

전공 EJC407 수처리 이론 및 설계 II 3 3.0 0.0 이론

Theory & Design of Water Treatment II

전공 EJC403 하수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Wastewater Engineering



토목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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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환경공학분야 석박교육과정

전체-

2

전공 EJC401 환경공학특론 3 3.0 0.0 이론

A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소계: 24 학점

총계: 190 학점



▣ 교과목 개요

◎ EJC001 토목확률론  (Probability in Civil Engineering Design)

Identification and modeling of nondeter- ministic problems in various areas of civil  engineering.

Development of stochastic con

◎ EJC002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

Theory and application of the finite element method; Includes both theory and pratical application

of a finite element code such

◎ EJC004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최근 컴퓨터의 연산기능이 고속화되어 컴퓨터의 기능은 비약적으로 향상하고 있다.  자연현상을 이해하거

나, 그 이해범주를 공학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수치시뮬레이션이나 수치실험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 따라서 본 강의를 통하여 비선

◎ EJC007 토목공학특론  (Advanced Civil Engineering)

최근 건설 프로젝트의 특징은 규모의 증가, 기술적복합성 증가, 프로젝트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 및 다양

성의 증가, 사회적 책임의 증가 등이다.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 구매조달, 시공, 그리고 유지관

리를 하나의 프로세스로 통

◎ EJC008 암반공학Ⅰ  (Rock Mechanics I)

Rock mechanics is a interdisciplinary subject, with applications in geology and geophysics, mining,

petroleum, and civil  engine

◎ EJC009 수문통계특론Ⅰ  (Hydrology StatisticsⅠ)

확률의 기본개념과 수문 빈도해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각종 확률 분포와 각종 확률분포의 몇가지 매개변수

추저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최근에 확률분포의 매개변수 추정에 많이 사용되는 확률가중모멘트법과

L-모멘트법을 상사하게 소개하고

◎ EJC010 수문통계특론Ⅱ  (Hydrology StatisticsⅡ)

수문자료 계열의 구성방법과 구성된 자료계열의 점 빈도해석에 의한 지점확률수문량의 결정방법과 지역빈

도해석방법에 대상유역의 확률수문량 결정방법에 관해 살펴보며, 수문자료 계열의 빈도해석에 범용되고 있

는 국내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소개

◎ EJC301 기초공학특론  (Advanced Foundation Engineering)

기초설계의 선행 단계인 지반 조사 방법을 익히고 그 활용성을 제고시킨다. 얕은 기초와 깊은 기초의 설계

개념을 익히고 특히 얕은 기초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 절차를 수행해 본다. 깊은 기초의 Soil-structure

Interac

◎ EJC302 지반공학특론I  (Advanced Geotechnical Engineering I)

학부에서 배운 지반공학을 기본으로 관련 분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론을 확인 할 수 있는 각종 실내

실험을 병행한다. 흙의 기본 물성치를 얻기위한 입도분포시험, 액소성 실험, 다짐 실험 등을 수행해본다.

연약지반에서의 과다한

◎ EJC311 흙의 공학적 거동  (Engineering Behavior of Soil)

흙의 응력, 변형률, 구성법칙, 전단강도, 지지력, 압밀이론, 파괴모델, 소성이론을 이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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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ZZ027 박사 논문 연구 III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I)



▣ 교과목 개요

◎ EJC101 구조동역학I  (Structural Dynamics I)

Proper analysis and design of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requires a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dynamic response of structur

◎ EJC103 강구조공학특론  (Advanced Steel Structure)

Theories of ultimate behavior of metal structural members with emphasis on plate girders, composite

steel-concrete beams using A

◎ EJC106 탄성안정론  (Theory of Elastic Stability)

Various stability method and their applicability, the elastica problem, snap and bifurcation

buckling, buckling of columns and f

◎ EJC107 철근콘크리트공학특론  (Advanced Reinforced Concrete )

Advanced behavior and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inelastic behaviors including FORTRAN

computer program analysis of

◎ EJC108 복합재료역학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Introduction to the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stress-strain behavior of aniso- tropic

composite materials; behavior of u

◎ EJC109 에너지해석법  (Energy Methods in Mechanics)

Energy principles as applied to structural analysis; principle of virtual work; principle of the

stationary value of total poten

◎ EJC111 재료역학특론  (Advanced Mechanics of Materials)

General theories of stress and strain, stress-strain relations, broad ideas of failure criteria;

application of energy method fo

◎ EJC114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특론  (Advanced Prestressed Concrete )

Principles and practice of prestressed concrete; analysis and design of statically determinate and

indeterminate beams; and one-

◎ EJC117 탄성론  (Theory of Elasticity)

Analysis of deformation, strain, and stress; constitutive equation and general elasticity equation,

uniqueness and solution stra

◎ EJC410 유한요소 실습과목  (Practicum in Finite Elements)

토목기술자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한요소 사용에 대하여 학습한다. 상용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습득한다. 유한요소의 거동과 정확한 해석결과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둔다.

◎ EJC411 구조설계 복합신소재  (Advanced Composites for Structural Design)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lastics: FRP)의 최적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micro 및

macro 역학에 대해 상세하게 학습한다. 일반적인 복합재료에 추가하여 최신의 구조용 섬유복합재에

◎ EJC201 수공학특론  (Advanced Hydrodynamics)

공학적인 문제에서는 운동량, 물질, 에너지 등의 이동과 변환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현상 또는 수송현상은 인공적인 장치 내에서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으로써 대기역, 수역을 통

해 매우 큰 스케일로 발생

◎ EJC202 해안공학특론  (Advanced Costal Engineering)

수공학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해안의 개발과 보존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과의 성질과

이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과의 공학적인 성질에 대한 이론적인 습득을 통해

실제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이

◎ EJC203 환경유체역학  (Environmental Fluid Mechanics)

본 강좌에서는 유체역학의 기본 이론 및 유체의 성질, 수질의 기초방정식 등을 이해함과 아울러, 하천, 호

소, 지하수, 해역 등에서의 오염물질의 확산과 수송이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환

경유체역학의 기본이 되는



▣ 교과목 개요

◎ EJC204 연안.해양물리학  (Physics of Coastal and Ocean)

본 강좌에서는 조선의 조화분석, 조류, 해류에 의한 물질 이동, 표사의 이동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여,

해안방재 및 연안의 개발에 따른 해수유동의 변화에 대하여 공학적인 응용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

다.

◎ EJC205 항만구조물특론  (Advanced Harbour Structural Analysis)

본 강좌에서는 해안하만 구조물의 설치에 따라 구조물에 미치는 파력 및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함과 아울러, 항만구조물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안?항만 구

조물 설계 방법을 중심으로

◎ EJC206 환경유체오염  (Environmental Fluid Contaminant)

본 강좌에서는 지표면, 대기 및 수중으로의 오염물질의 이동과 분산, 반응 관계에 관한 해석기법 및 기초

이론을 습득하여, 토목공학에서 발생 가능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 EJC207 지하수해석  (Groundwater Analysis)

본 강좌에서는 지반공학, 수리학 및 수문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토양내의 지하수의 수리학을 중심으로

강의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을 포함하여,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침출수에 의

◎ EJC208 개수로수리학특론  (Advanced Open Channel Hydraulics)

본 강좌에서는 학부과정에서 배운 수리가 및 하천공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개수로 수리학의 응용 이론

을 체계적으로 강의함과 아울러, 실제 하천을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 설계와 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상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 EJC209 응용수문학  (Applied Hydrology)

본 강좌는 학부과정에서 배운 수문학의 기초지식을 바탕으로, 수문 및 수자원의 해석에 필요한 기존의 상

용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을 습득시키는데 그 목표를 둔다.

◎ EJC210 해양개발특론  (Advanced Ocean Development)

본 강좌는 최근 세계적으로 널리 수행되고 있는 해양?해안개발 및 구조물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에 따른

신기술 및 공법의 개발에 따르는 기초 이론을 강의한다. 아울러 그에 따른 새로운 연구개발의 공학적 가능

성을 고찰한다.

◎ EJC211 환경지하수특론  (Advanced Environmental Ground Water Engineering)

본 강좌는 학부과정의 환경지하수공학의 연결되는 교과로써 비포화 영역에서 오염 지하수의 이송확산 거동

, 지하수 오염원의 화학적 특성 뿐 아니라, 오염원의 제거기법, 오염 지하수의 정화기법 등에 관한 실질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

◎ EJC213 응용수문학Ⅱ  (Applied HydrologyⅡ)

본 강좌는 응용수문학에서 배운 기본 이론을 습득하고 활용하며 수문 및 수자원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한

다.

◎ EJC215 자연하천복원공학Ⅰ  (Natural Stream Restoration Technique Ⅰ)

최근 하천의 복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발맞추어 자연하천복원에 필요한

기본 이론과 설계기술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이다. 본 강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반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

◎ EJC216 자연하천복원공학Ⅱ  (Natural Stream Restoration TechniqueⅡ)

자연하천복원공학Ⅰ에서는 주로 하천복원과 관련한 기술이론을 강의한다면 자연하천복원공학Ⅱ에서는 현재

까지 적용된 다양한 기법들에 대한 비평과 새로운 기법에 대한 평가를 세미나 형식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

하여 국내외 여러 현장들의 기법들



▣ 교과목 개요

◎ EJC217 항만구조물설계기준  (Design Standards on Coastal and Port Structures)

세계적으로 이상기후로 인하여 태풍에 의한 내습 파랑과 지진 및 해일의 발생 규모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

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의 태풍 ‘매미’는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을 발생 시키게 되고, 이로 인하

여 항만 및 해안을 보호

◎ EJC218 생태하천공학  (Ecological Stream Restoration )

과거 하천공학에서는 하천을 방재개념에서 이해해 왔었으나 최근 들어 하천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

며 하천복원은 사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하천의 생태복원은 하천공학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가 되었

다. 생태하천공학에서는 먼저 하

◎ EJC412 표사 수송론  (Littoral sediment transport)

본 강좌에서는 연안역에 발생하는 표사의 이동기구에 대해 기초 이론을 습득한다.

◎ EJC413 수치유체공학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for Engineering)

공학전반에서 사용되는 수치시뮬레이션에 대한 기초 이론을 습득한다.

◎ EJC303 지반공학특론II  (Advanced Geotechnical Engineering II)

지반공학특론 I에서 배운 지반의 각종 물성치와 이에 대한 실험을 기초로 하여 흙의 전단강도특성, 지반내

에서의 물의 흐름, 유선망 및 침투압 등의 해석법과 계산법을 배운다. 토압론을 기초로 하여 옹벽설계법,

지반굴착 및 지지법을 배

◎ EJC304 토질동역학  (Soil Dynamics)

진동과 파동론을 기초로 하여 지진 및 진동에 의한 구조물 기초와 옹벽의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흙

의 동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얕은 기초, 깊은 기초 및 옹벽의 동역학적 지지력의 해석법과 계산법을 숙

지하여 안정성 검토법을 배

◎ EJC305 토질구성론  (Stress-Deformation Behavior of Soils)

지반공학특론 I에서 배운 지반내의 응력분포를 기초로 하여 지반공학에서 필요한 흙의 모델링 방법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내실험법을 배운다. 지반에서의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다루고, 이의 적절한 해석을 위

해 탄성론, 소성론을 근거

◎ EJC307 말뚝기초공학 I  (Pile Foundation I)

학부에서 배운 기초공학을 기본으로 하여 깊은 기초 중 말뚝 기초와 지반의 거동에 대해 배운다. 수평하중

및 연직하중을 받는 경우의 사질토와 점성토에서의 기초의 거동과 지지력 산정법, 선단지지력과 마찰력 산

정법에 대해 배운다.

◎ EJC308 말뚝기초공학 II  (Pile Foundation II)

말뚝기초공학 I을 기초로 하여 깊은 기초의 동적 지지력 산출법, 군 말뚝의 설계법 및 지지력 산출법을 배

운다. p-y curve, f-w curve, q-w curve 등을 배운 다음, 상용 program인 COM624P, AXP

◎ EJC309 환경토질공학  (Geoenvironmental Engineering)

토양오염과 관련된 지반공학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룬다. 이를 위해 흙을 가장 작은 단위로 분석하는

micro-analysis 해석법을 이용한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의 종류와 지반 내에서 이들

의 오염 경로 등을

◎ EJC310 수리토질공학  (Groundwater and Seepage)

지반공학의 이해에 필요한 물의 흐름 특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리동 역학적 문제의 해결능

력을 배양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해석 방법을 습득하고, 특히 확률론을 도입하여 지반과 관련된

물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 EJC312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공학  (U-City Construction Engineering )

U-City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기반으로 도시 전반의 영역을 융합하여 지능적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도시로써, 유비쿼터스 도시건설공학은 컴퓨터가 생활 속에 놀아들어 사용자가 도시민의 요구를 언제 어디

서나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도



▣ 교과목 개요

◎ EJC313 암반공학 II  (Rock Mechanics II)

Rock mechanics II discusses specific applications of rock mechanics for surface and underground

excavations and foundation. Mode

◎ EJC314 지반개량특론  (Advanced Soil Improvement)

This course sets out to introduce the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of a soil improvement project

using several drain methods. F

◎ EJC315 보강토공법  (Reinforced Earth Method)

최근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보강토공법의 원리 및 설계에 대해 배운다. 구체적으로 보강토 제체개

요, 보강토 방법의 비교, 설계방법론, 보강재종류 및 인발력 결정법, 그리고 각종 보강시스템 종류 및 설

계법에 대해 배운다.

◎ EJC401 환경공학특론  (Avanced Environmental Engineering)

수질, 대기, 폐기물, 슬러지, 퇴적물 등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제반인자를 대상

으로 분석원리와 기법을 학습한다. 또한 환경공학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응집, 침전, 부상, 여과, 흡착, 이

온교환, 산화, 환원

◎ EJC402 상수도공학특론  (Advanced Water Engineering)

상수도 공학 분야에서 진보된 수처리 기술과 수질에 관한 법규 등을 학습한다. 상수도 공학에 관한 선진국

의 최신 동향과 발전된 기술 등을 다루며 선진국의 상수도 시스템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을 비교 분석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개발한다.

◎ EJC403 하수도공학특론  (Advanced Wastewater Engineering)

도시하수와 산업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와 정책, 기술, 경제 등에 관하여 심도있게 학습한다. 하

수관거와 펌프장, 수질정화시설, 방류수역 등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계획, 설계, 시공, 운영 및 유지관

리 기법을 습득한다. 하

◎ EJC404 수질모델링  (Water Quality Modeling)

하천, 호소, 하구, 해역 등 자연수체의 수질에 관하여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을 연구한다. 복잡

다양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효과를 거시적 및 미시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제반 효과를 반영한

수학적 모형을 구축하여

◎ EJC405 환경화학특론  (Advanced Water Chemistry)

환경오염물질의 거동 파악을 위해 유기화합물간의 분자운동, 유기오염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반응성

을 이해한다. 또한 유기화합물 사이의 물질전달, 자연계에서 유기오염물질의 시간, 공간적 분포 및 거동의

정량화, 물질 전달과 관련한

◎ EJC406 수처리 이론 및 설계 I  (Theory & Design of Water Treatment I)

수처리 공정의 설계 및 운전에 근거가 되는 이론을 학습한다. 화학반응 공학과 입자상 물질과 용존물질의

제거에 필요한 과학 및 공학적인 내용을 다룬다. 응집, 침전, 여과, 흡착, 탈기 등 이론적인 처리공정을

실험을 통해 자세히 습

◎ EJC407 수처리 이론 및 설계 II  (Theory & Design of Water Treatment II)

도시하수와 산업폐수의 처리에 응용되는 제반 이론과 각 설계계획에 대하여 학습한다. 중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에 그 응용성이 우수한 생물학적 막분리 처리법, 현탁입자 제거를 위한 급속여과법과 그 변법, 미생물

막으로 덮힌 잡석과 기타 매

◎ EJC409 상수도공학특론 Ⅱ  (Advanced Water Engineering Ⅱ)

학부과정에서 배웠던 상하수도공학에서 상수도공학 분야만 심화하여 상수도 시설과 설비, 단위공정을 정수

처리의 재래적 공정과 고도처리공정 각 chapter별 계산문제와 설계문제를 상세하게 학습하고 논문세미나를

통해 신기술와 연구의 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