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과목명 주요 강의 내용

협동형 교과목

스마트 재난대응기술
(Smart disaster response technology) 

- 건축물 및 사회인프라시스템 재난대응기술 분석 
- 주요시설 붕괴방지 기술 분석, 기초 및 지반 등 재해위기 대응기술 분석
- 분야별 대응기술 개발(재난대응 송수신시스템 개발, 산사태 취약성분석기술, 

하천수리해석기법 개발, 수자원 및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개발 등)

AI 재난감지시스템
(AI based disaster detection system) 

- 재난 환경에 필요한 드론을 이용한 카메라 시스템 구축
- 재난 정량화 지표 구축에 필요한 딥러닝 비전 시스템 개발 
- 재난 감지 시스템을 이용한 방재 시스템으로의 확장 

재난방지 데이터 획득과 분석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for 

monitoring natural hazard)

- 지반 안정성 및 구조물 안정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자료 수집 방법 개선을 
위한 융합된 공학 방법을 스마트 시티에 적용 

- 지반 모니터링과 데이터 처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자체적인 실험
장비 제작과 활용 방법 이해

융합형 교과목
융합연구세미나

(Multi-disciplinary research seminar)

- 수강학생이 연구하면서 터득한 연구주제 창출, 연구 방법,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직접 강의하면서 다른 학생들과 토론

- 다른 분야에 대한 융합적 사고방식을 경험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재난위험도 
완화를 위한 

Multi-Physics 
Monitoring 
관련 교과목

도시와 센서
(City and Sensors)

- 이미지 센서 개념과 동작원리를 이해하고, 촬영기기에 대한 설계기술
-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카메라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실무 능력 배양
- 방재 시스템에 사용되는 카메라 센서의 개념 이해와 설계기술

스마트 건설재료
(Smart construction materials)

- 사회인프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건설재료의 공학적 인자 이해
- 스마트 건설재료의 종류, 개념, 이론 및 실용적 지식을 배양
- 실습을 통한 재료 특성 데이터 획득 및 데이터 전송에 관한 실용적 원리 습득

사회인프라시스템의 
비파괴검사

(Nondestructive evaluation in 
Building and Infrastructure systems)

- 사회인프라시스템의 상태 및 건전성 평가를 위한 Multi-physics 비파괴 
검사법의 종류 및 이론적 배경 이해

- Multi-physics 데이터 획득, 신호처리 및 분석방법 이해
- 실습을 통한 복합해양열화 대응 최적 비파괴검사법 설계방법 도출 방법 습득 

지반동역학과 멀티센싱 
(Soil dynamics using multi-sensing)

- 스마트 시티에서 발생하는 지반거동에 대한 공학적 이해와 평가방법 고안
- 실험을 통한 지반 거동에 대한 이해와 최신 기술 접목 방법 습득
- 장기 데이터 축적을 이용한 인공지능 활용 연구

스마트 센서와 지반공학 실험
(Experimental methods in 

geotechnical engineering using 
smart sensing technique)

- 스마트 시티 지반 구조물의 외부 동하중에 대한 구조물/지반 상호 
작용에 대한 평가 및 지진파를 이용한 시험을 통해 안정성 평가 수행  

- 지반공학에서 이용하는 동역학적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비파괴 시험을 
이용하는 현장 및 실내 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모니터링 방법 이해

IoT와 센서
(IoT and Sensor)

- IoT 비전공자 대상 IoT와 센서 기술 이해 
- IoT 기초를 비롯한 IoT 서비스 기술, IoT 센서 디바이스 구성 학습 
- 방재시스템에 적용된 IoT 기술 이해 능력 배양 및 적용 능력 확보

무선통신용 회로설계
(Design of Wireless Integrated Circuit)

- ICT융합 해양스마트시티 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 무선통신을 구성하는 회로 설계 및 제작 능력 확보
- HFSS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고주파대역 EM 해석 실무 능력 향상

재난대응준비
를 위한 

Multi-scale 
digital twin 
관련 교과목

디지털트윈 개론
(Introduction to digital twin)

- 스마트 시티의 디지털 트윈 개념 및 사례 소개
- 실시간 센싱 데이터와 구조물 모델 정보 연계를 통해 디지털 트윈을 

구현할 수 있는 유한요소 업데이팅 기법 소개 및 이해
- ICT융합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방향 이해

해양도시 특수구조물 설계
(Structural design of special structures 

in ocean city)

- 해양도시구조물의 구조시스템 분류 및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수평
저항구조시스템과 수직저항구조시스템에 대한 기본 원리 이해 

- 수평하중 유발요인인 바람과 지진력의 기본적인 성질과 이에 저항하는 
구조시스템 해석

스마트 내진컨트롤시스템
(Smart seismic control system)

- 지진에너지균형론, 제진장치설계, 구조물 이력거동 이해, 댐퍼 종류 및 설계
- 제진기술 및 면진기술을 활용하여 안전한 해양도시구조물 구축
- 제진 및 면진장치에 대한 분류체계, 비선형거동 이해 및 설계법 습득

유한요소해석 개론
(Introduction to finite element analysis)

- 사이버 물리 체계를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유한요소해석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이버 물리 체계 구현 기법 습득

- 유한요소모델링 이해를 통한 디지털 트윈의 핵심인 유한요소 모델업데이팅 
기술 활용의 토대 제공 및 학문적 동기 부여

스마트 구조물 건전성 감시 
(Smart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 구조물 건전성 감시의 개념 및 사례 소개
- 다양한 구조물의 정·동적 센싱 데이터를 이용한 구조물 건전성 감시 기술 

소개와 이해 (토목, 건축, 기계, 항공, 전기-전자 분야)
- ICT융합 스마트시티를 위한 구조물 건전성 감시 기술의 방향

 ICT  융합한 해양스마트시티 공학과 교과목 및 강의내용



구분 과목명 주요 강의 내용

건설 IoT
(Construction IoT)

- 사물인터넷시스템을 건설산업에 적용하는 기법 학습,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싱크홀 탐지시스템, 미세먼지 감지시스템과 같이 실제 적용된 
기술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토의

- 사물인터넷시스템 구성과 시스템 구현, 적용 및 활용기법 습득

IoT 시스템 이해
(Fundamentals of IoT system)

- IoT 시스템 구성 요소인 센서, 임베디드 시스템 및 네트워킹 기법의 기본 
동작 원리 학습, 각 구성 요소의 최적 배치를 통해 원하는 IoT 시스템 
설계 능력 학습

- 주요 센서의 동작원리 및 데이터 합성, 임베디드 시스템 및 통신시스템 
동작원리 습득

Multi-disaster 
재난대응

관련 교과목

스마트시티 개론 
(Introduction to Smart City)

- Smart city 정의, 특징 및 국내외 개발현황, 향후 발전방안 학습
- Smart city와 관련된 U-city, Eco-city, Smart Grid, EMS, CES 이론 및 
실용적인 배경 지식 확장

- 선진 Smart city 도시방재 사례분석을 통한 도시방재계획 방안 습득

도시 미기상학 
(Urban Micrometeorology)

- 빌딩풍 예측 및 평가를 위한 개념적, 이론적, 해석적 방법 학습
- 미기후 예측방법 이론 및 실용적 배경 지식 확장
- STREAM을 포함한 CFD 해석 tool의 실습을 통한 활용방법 습득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법
(Earthquake Engineering and 

seismic design method)

- 지진의 이해, 내진설계법 학습, 국내외 내진설계 기준 학습 및 국내외 
지진사례 연구

- 내진해석 및 내진설계, 지진공학에 대한 이론을 활용하여 안전한 해양
구조물 구축

- 지진공학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학습하여 실제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환경 데이터 분석 및 통계
(Data analysis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 환경 데이터 속성 및 통계 기초 - 환경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활용
- 가설검정, 분산분석, 회귀분석 - 시계열 자료분석, 시공간 분석
-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민감도분석, 불확실성분석, 인공신경망 이해

연약지반 안정성 해석
(Stability analysis of soft ground)

- 지반 물성치 값을 얻기 위한 지반시험을 통해 스마트시티 건설에 필요한 
매개변수 제공 

- 지반공학에서 사용되는 시험에 대한 이해와 기존방법 발전방안 제시 

무선통신시스템 개론
(Understanding of wireless 
communication system) 

- 무선통신시스템의 기본 원리 및 특징을 학습하여 무선통신을 활용한 
다양한 센서네트워크 시스템 비교/평가 

- 무선통신시스템의 구조와 변/복조 방식을 학습하여 센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WPAN, 5G 등 특정 응용분야 최적 무선통신시스템 평가 

무선통신시스템 설계
(Wireless System Design) 

- RF 송수신기 성능을 결정하는 설계 요소 이해
- RF 송수신기 구성 모듈에 대한 특성 및 성능 지표 이해
- 최신 무선통신기술 학습을 통해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무선통신기술  

장단점 이해 

복구/복원을 
위한 

Multi-level 
재난관리 

관련 교과목

해양방재공학 
(Ocean Disaster Prevention 

Engineering)

- 해양방재 정의, 특징 및 국내외 해양방재 발생 및 대응방안 학습을 통한 
해양방재 관련 해일, 태풍, 지진 등의 이론 및 실용적 배경지식 확장

- 태풍, 해일, 지진 등과 같은 해양방재의 발생원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사례분석

해양스마트시티 건축방재론
(Smart building system for 
multi-disaster prevention)

- 스마트시티의 해양복합재난 대응 스마트 건축물의 구성요소 및 설계방법 이해
- ICT 융합 기술을 활용한 건축방재 계획/설계 및 운영방법 이해 
- 실습을 통한 ICT 융합 건축물 방재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실용적 원리 습득 

화학적 도시 수질관리
(Environmental Engineering Process 

by water chemistry) 

- 자연 및 공학 환경에서 fate of material을 결정하는 화학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설명, 환경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개발

- 중요한 환경문제에 화학적 관리를 통해 적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물리적 도시 수질관리
(Environmental Engineering Process 

by physical process) 

- 수자원과 물의 이용, 물의 특성, 수질관리를 위한 해석방법
- 자연 및 공학 환경에서 fate of material을 결정하는 물리적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정량적으로 설명, 환경 문제에 적용 할 수 있는 능력 개발

머신러닝기반 재난영상처리 
(Disaster image processing based 

on machine learning) 

- 재난 방지시스템에 사용되는 화상처리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화상처리
기술 학습

- 머신 러닝 환경 구축 및 python, 머신 러닝 기본 개념, 머신 러닝을 이용한 
화상처리 방법 학습 

광대역 복합 IoT 시스템 
(Complex IoT system in wide area)

- 스마트시티 내 센싱 데이터 수집을 위한 거대IoT 시스템 및 Massive IoT 
시스템 연구 동향 case study

- 스마트시티를 위한 사물인터넷 요구사항, 기존 사물인터넷 시스템 한계 
분석, 거대 사물인터넷 출현 배경 및 기존 사물인터넷과 차별성 분석 

 ICT  융합한 해양스마트시티 공학과 교과목 및 강의내용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