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ICI 프로그램 계획안
1. ‘19 - ‘20년도 한국학생 대상 프로그램 주요 일정
▪‘18.10월 ~ : 대학원 석사과정 신청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
▪‘19. 3월 ~ : 석사 1차 학기 – 건설환경공학부 환경수리연구실
▪‘19. 9월 ~ : 석사 2차 학기 - 유럽 출국/첫 학기 시작(EU대학 교과과정 이수)
‘19. 2월 ~

: 하이드로유럽 참석 (장소 : 프랑스 니스대)/ 첫 학기 종료

▪‘20. 3월 ~ : 석사 3차 학기 - 유럽대학 연구학기 시작
‘20. 6월 ~

: Hydroinformatics전공 학위논문 작성(EU 참여대학)/연구학기 종료, 국내 입국

▪‘20. 9월 ~ : 석사 4차 학기 – 건설환경공학부 환경수리연구실(학위논문 발표)

2. 프로그램 목적 및 필요성
언어능력과 독립성 습득, 다른 문화 경험, 국제 학교에서의 학위 취득 : 유럽대학에서의 학업
을 통해 수리수문학, 정보과학, 수학을 포함하는 학문 분야 및 수자원 및 물환경에 대한 지속가
능한 발전에 대한 진보된 모델링 활동, 언어 능력, 학술 전문능력향상
▪ 언어와 문화 교육을 포함하여 상호 양국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물정보과학, 공학, 전산
학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 및 지식에 대한 교류를 통하여 대한민국과 EU 고등교육기관
간의 학원 협력 증대와 질적 향상 도모.
▪ 연구에 대한 전문적 토론과 경험의 교류를 위하여 물관리 및 물관련 학문, 공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 및 언어, 문화 분야에서의 EU와 대한민국 간의 수준 높은 교육과 학술적 협력을
증진.
▪ 연구자질의 향상과 연구 기간 확보 및 학점의 상호 인정을 통해 EU와 대한민국 간의 수준 높
은 교육의 투명성과 양립 가능성을 증진.
▪ 국제규모의 지식기반 기술 습득을 통하여 EU와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의 개발을 증진.

3. 프로그램 주요내용
물정보과학 분야에 관한 본 프로그램은 2004년부터 EU에서 실시되어온 공동석사학위과정인
“EUROAQUAE”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음. EUROAQUAE 프로그램은 2004년 최초 실행 당시부터 본 사
업의 EU측 참여기관인 니스대학교(프랑스), 코트버스대학교(독일), 카탈루냐대학교(스페인)가 주
축으로 실행되었으며, 2006년 니스대학교와 인천대학교 간의 MOU가 체결되었음. 몇몇의 한국 측
참여기관들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건설환경공학대학원 과정에서 물정보과학을 특성화한
석사과정을 개설하였음.
프로젝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교과목 및 강의에 대한 공동 교육과정의 개발.
- 각 학교 간 특성화 내용의 강화 및 상호보완이 가능한 교육과정의 개발.
-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Internship 프로그램의 개발.
▪ 교환학생 교류.
- 학문과 문화의 이해가 동시에 가능하도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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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교직원 교류.
- 상호간 교육자원 및 아이디어의 교환.
▪ 학점의 인정, 학점의 교환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공식적인 기틀 마련.
▪ 참여기관 간 복수학위 수여.
- 참여기관 간 현행 복수학위 제도의 확장(인천대-서울대-충북대, 니스대-코트버스대-카탈루
냐대-바르샤바대 간 복수학위).
- 참여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복수학위의 수여.
▪ 4차 학기 중 직업교육 수행.
본 석사학위과정은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과목을 개설하였으며, 한국과 EU의
모든 참가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교류활동은 본 석사과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 아래 개설되는 교과목은 참가 학생의 입학 시기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초교과목(1차 학기): 전체 참여대학
1차 학기
Module 1.1
Module 1.2
Module 1.3
Module 1.4
Module 1.5
Module 1.6

과목명
Mathematics & Physics
Hydrology & Hydraulics
Introduction to water and aquatic environment
management
Computer skills, databases & GIS – ICT
Web-based collaborative engineering
Communication & European language skills

교육장소
UNS, BTUC, UPC
UNS, BTUC, UPC

30 ECTS
6 ECTS
6 ECTS

UNS, BTUC, UPC

6 ECTS

UNS, BTUC, UPC
UNS, BTUC, UPC
UNS, BTUC, UPC

6 ECTS
4 ECTS
2 ECTS

▪ 물정보과학(2차 학기): 한국의 참여대학
2차 학기

과목명

교육장소

30 ECTS

Module 2.1

Mathematics and numerical analysis

INU, SNU, CBNU

6 ECTS

Module 2.2

Advanced water resources engineering

INU, SNU, CBNU

6 ECTS

Module 2.3

INU, SNU, CBNU

6 ECTS

INU, SNU, CBNU

6 ECTS

Module 2.5

Water quality management and treatment
Advanced hydrology (Application to agriculture
and urban waters)
Urban water flood control

INU, SNU, CBNU

4 ECTS

Module 2.6

HydroAsia – working as a virtual company

INU, SNU, CBNU

2 ECTS

Module 2.4

▪ 테마1(3차 학기): Smart Water Grid 시스템 기반 물관리 - 한국 대학(EU학생 대상)
3차 학기
Module 3.1
Module 3.2
Module 3.3
Module 3.4
Module 3.5
Module 3.6

과목명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Advanced water engineering
(Smart water grid systems)
Water quality treatment and control
(Possibility of short internship within a company)
Stream ecosystems
(Possibility of short internship within a company)
Numerical models for coastal engineering
(Possibility of short internship within a company)
Communication & Korean language skills

- 2 -

교육장소
INU, SNU, CBNU

30 ECTS
5 ECTS

INU, SNU, CBNU

5 ECTS

INU, SNU, CBNU

5 ECTS

INU, SNU, CBNU

5 ECTS

INU, SNU, CBNU

5 ECTS

INU, SNU, CBNU

5 ECTS

.

▪ 테마2(3차 학기): Urban Waters - 프랑스 니스대학교(한국학생 대상)
3차 학기

교육장소

30 ECTS

UNS

5 ECTS

UNS

3 ECTS

UNS

5 ECTS

Module 3.4

과목명
Modelling methods for urban waters
(sewage network, floods and waste waters)
Methods for water supply and waste waters treatment
Economical and legal environments
-Water industry & municipalities
Project management & communication

UNS

5 ECTS

Module 3.5

European language II skills (except English)

UNS

3 ECTS

Module 3.X

Hydro-Europe working as virtual company/institute

UNS

6 ECTS

Module 3.Y

Pre-professional training (all partners sharing)

UNS

3 ECTS

Module 3.1
Module 3.2
Module 3.3

▪ 테마3(3차 학기): Hydro-Informatics Systems - 독일 코트버스대학교(한국학생 대상)
3차 학기
Module 3.1
Module 3.2
Module
Module
Module
Module
Module

3.3
3.4
3.5
3.X
3.Y

과목명
Numerical simulation: free-surface and
groundwater modelling
Information and process modelling in
hyrdoengineering projects.
Geometric modelling and presentation methods
Monitoring, data acquisition and documentation
European language II skills (except English)
Hydro-Europe working as virtual company/institute
Pre-professional training (all partners sharing)

교육장소

30 ECTS

BTUC

6 ECTS

BTUC

3 ECTS

BTUC
BTUC
BTUC
UNS
UNS

3
6
3
6
3

ECTS
ECTS
ECTS
ECTS
ECTS

▪ 테마4(3차 학기): Decision Support Systems - 스페인 카탈루냐대학교(한국학생 대상)
3차 학기
Module 3.1
Module 3.2
Module 3.3
Module 3.4
Module 3.5
Module 3.X
Module 3.Y

과목명
Artificial neural network
for Decision Support Systems (DSS)
Flood risk concepts and application
in river basin management
DSS for flood risk in urban areas
Real time control and operation of irrigation
canals, rivers and reservoirs
European language II skills (except English)
Hydro-Europe working as virtual
company/institute
Pre-professional training (all partners sharing)

교육장소

30 ECTS

UPC

3 ECTS

UPC

5 ECTS

UPC

5 ECTS

UPC

5 ECTS

UPC

3 ECTS

UNS

6 ECTS

UNS

3 ECTS

▪ 테마5(3차 학기): Applied Groundwater Modelling - 폴란드 바르샤바대학교(한국학생 대상)
3차 학기
Module 3.1
Module 3.2
Module 3.3
Module 3.4
Module 3.5
Module 3.X
Module 3.Y

과목명
Elements of hydrogeology
Groundwater flow and
transport
Groundwater management and
optimization
Groundwater protection
European language II skills (except English)
Hydro-Europe working as virtual company/institue
Pre professional training (all partners sharing)

교육장소
WUT
WUT
WUT
WUT
WUT
WUT
WUT

30 ECTS
3 ECTS
5 ECTS
5 ECTS
5 ECTS
3 ECTS
6 ECTS
3 ECTS

교육장소

30 ECTS

Coordination
UNS & INU

30 ECTS

▪ 직업훈련(4차학기): 인천대학교 및 프랑스 니스대학교 주관
4차 학기
Module 4.1

과목명
Professional practice with a company (Europe or
Korea), following the thematic specializations
developed in the 3rd sem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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