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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
Department of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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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건축학 연구를 통한 새로운 건축기술의 발전을 도모

 현대 건축의 여러 이론과 기술들의 이론화, 체계화를 통한 국제적 연구능력

배영

 우리 건축의 이해를 통한 전통건축문화의 이해와 전통의 새로운 재창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통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으로서의 덕성

함양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에 봉사하는 건축인으로서의 학문과 예술문화

창조에 선도적 역할

2. 학위과정 및 연구분야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구조 및 시공

건축계획 및 설계
건축구조 및 시공
실내건축

연구분야 계획, 설계, 시공, 구조 계획, 설계, 시공, 구조

3. 교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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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성 명 학 위(학위수여대학) 전 공 분 야 비 고

교수 최기봉 공학박사(미시간주립대) 구조공학

교수 서상욱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축시공 및 관리

교수 최취경 공학박사(동국대학교) 구조공학

교수 정평란 공학박사(경기대학교) 건축공학 및 법규

교수 이현희 공학박사(동경대학교) 건축계획 및 주거문화론

교수 신동철B 공학박사(한양대학교) 구조공학

부교수 최동혁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부교수 봉주희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부교수 최호순 공학박사(서울대학교) 도시계획

조교수 최현철 공학박사(서울대학교)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조교수 이재홍
공학박사(University College

London)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4. 학과내규

∘ 학위과정은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구분되어 있다.

∘ 본 내규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의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학사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 본 학사 운영지침은 대학원의 학칙과 학사내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 본 학과는 건축의 계획, 설계 및 시공과 구조분야 전반에 걸친 이론연구 및 실

험교육을 통한 고급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입 학

(1) 학생모집은 3월 학기와 9월학기로 1년에 2회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2) 4년제 대학에서 건축 관련 동일계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한다.

단, 동일계열을 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학자격을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

정한다.

2) 지도교수

∘ 연구 전공분야는 건축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구조로 구분된다.

∘ 신입생은 입학 후 희망 연구분야를 신청하여 배정 받는데 한 분야에 과다하

게 신청하는 경우 각 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입학

성적순으로 최종 결정한다.

∘ 한 학기가 지나 6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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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을 가진다. 학생은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과 교수희의에서 최종결정한다.

지도교수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한다.

∘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두 번째 등록학기 종료 전

에 신, 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취득한 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학생은 매 학기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매주 1회 이

상 지도교수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1) 석사 학위과정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

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

우에는 논문 제출학기에 추가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 신청서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2) 박사 학위과정

①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3년 이내에 5회 이

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

우에는 논문 제출학기에 추가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논문 지도 신청서는 매 학기 초 수강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3) 학점이수

(1) 본 학과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석사학위과정 2년, 박사학위과정 3년으로

한다.

(2) 본 학과 대학원생은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최저학점으로 석사학위과정 24

학점, 박사 학위과정 60학점(석사학위과정24학점 포함)을 취득하여야 한

다.

(3) 원생은 매 학기 9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면, 입학생 중 유사

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지정된 선수과목을 24학점이내에서 별도로 수

강해야한다.

(4) 과정별 이수 과목은 필수와 선택으로 구분하지 않는다.

4) 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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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전공 및 타전공 입학자는 개인의 학부 이수과목에 라 학과교수회의

에서 지정하는 과목을 선수하여야한다.

(2) 선수과목수강 대상자는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학점부여여부에 따라 이수가 결정된다.

5) 종합시험 과목

(1)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응시자격, 시기는 학칙 및 학사내규에 따른다.

(2) 종합시험의 전공과목은 아래 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한다.

과정 시 험 과 목 비 고

석

사

과

정

건축계획특론Ⅰ,Ⅱ,Ⅲ
건축시스템공학
한국건축사특론
동양건축사특론
단지계획특론
환경계획특론
도시설계
건축프로젝트관리론

품질관리특론
구조해석특론
구조실험
건축설계특론Ⅰ,Ⅱ
서양건축사특론
건축비평론
건축의장특론
건축구조특론Ⅰ,Ⅱ,Ⅲ

주거계획특론
시공계획특론Ⅰ,Ⅱ
건축방재론
현대건축론
강구조특론
구조세미나
시공관리세미나Ⅰ,Ⅱ
건축기술특론Ⅰ,Ⅱ

3과목 선택

박

사

과

정

건축설계연구Ⅰ,Ⅱ,Ⅲ
도시설계연구
건축계획연구Ⅰ,Ⅱ,Ⅲ
건축비평연구
동양건축사연구
서양건축사연구
한국건축사연구

주거계획연구
현대건축연구
건축의장연구
DesignResearchⅠ,
Ⅱ,Ⅲ
시공계획연구Ⅰ,Ⅱ
시공관리특론

품질관리 연구
건축방재연구
건축기술연구Ⅰ,Ⅱ
강구조연구
건축구조연구Ⅰ,Ⅱ,Ⅲ
철근콘크리트연구
구조실험연구
구조해석연구

3과목 선택

6) 논문지도와 제출절차

∘ 논문지도 교수의 선정과 논문지도의 내용 및 절차, 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

격, 공개발표, 논문심사절차, 심사위원구정 등의 제반사항은 본 대학원의

학위수여규정 제3장 학위청구논문심사에 과한 규정의 내용과 학과 내규에

서 정한 사항을 따른다.

6) 학위논문 발표 및 심사

(1)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

성, 발표해야 한다.

(2)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주임교수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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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학위논문 제출기한 이전에 예비공개

발표를 해야 한다.

(4) 학위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책임하에 연구결과를 공인학회 학

술대회(학회, 학회지, 기타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거나, 논문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5. 교과목해설

00524 강구조특론 (Advanced Theory of Steel Structure)

철골구조설계의 특성 및 부재의 거동을 해석해 봄으로써 철골구조의 특성을 파악하며, 실례조사

를 통한 철골구조계획 및 부재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00525 건축계획특론 1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Planning I)

건축설계업무 영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컨설팅을 개발, 계획단계부터의 체계적, 조직적인 진행을

위한 건축계획 방법론(Planning Methodology)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26 건축계획특론 2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Planning II)

건축계획의 적용에 관한 실사례의 연구를 통하여 거주자들의 거주후의 평가(P.O.E.)에 대해 심

도 깊은 토론 및 주제별 강의와 앞으로의 적용방안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27 건축계획특론 3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Planning III)

건축프로젝트의 발생 메카니즘을 파악하고 그 프로세스를 연구하여, 건축기획이론의 정립과 그

적용사례를 연구함으로서 21세기를 맞이하는 주제가 될 수 있는 건축 기획론의 정립을 목적으

로 한다.

00528 건축구조특론 Ⅰ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Structure I)

본 과목은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전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며 보다 수준

높은 변위법, 응력법 및 유한 요소법 등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29 건축구조특론 Ⅱ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Structure II)

구조계획에 관한 기존의 개념을 포함하여 프리스트레싱법,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 및 설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0530 건축구조특론 Ⅲ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al Structure Ⅲ)

특수 구조물 및 초고층 건축물등 비교적 최신 건축동향에 대한 소개와 건축물의 구조해석 및 설

계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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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31 건축방재론 (Prevention Planning for Building Disaster)

건축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가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와 그에 관한 건축재료

및 계획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0532 건축비평론 (Criticism Architectural Design)

고대 및 현대 건축에 관한 전반적 토론과 비평을 통한 건축의 폭넓은 이해와 학술연구논문진행

을 위한 기반자료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33 건축설계특론 Ⅰ (Graduate Architectural Design I)

테마별 설계과정에 대한 습득 및 설계방법론을 연구, 분석, 종합하여 설계과제를 진행한다.

00534 건축설계특론 Ⅱ (Graduate Architectural Design Ⅱ)

개념의 건축화작업을 에스키스를 받으면서 과제를 진행하며 실내외 공간의 구성방법 및 형태구

성 방법을 실무적 차원에서 습득한다.

00535 건축설계특론 Ⅲ (Graduate Architectural Design Ⅲ)

건축 실무를 위한 각 건축주제별 설계를 진행하여 나아가며, 각 주제에 관한 그 과정과 방법론

에 의해 에스키스를 받으면서 주어진 설계과제의 체계적 해석 및 연구를 통한 실무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00536 건축시스템공학 (Studies on the History of Classical Korean Novels)

건축물의 구축과 생산과정 체계를 위한 여러 제반기술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통한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0537 건축의장특론 (Advanced theory of Architecture Design)

건축표현에 있어서 낭만성과 합리성, 형태와 본질을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건축형태 그 자체에

서 인간 본질의 현상을 밝히고, 건축을 구성하는 여러 현상을 고찰하여 이미지의 건축 형태로의

표현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38 건설프로젝트관리론 (Construction Project Management)

건축 및 건설 project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기법을 실제 사례에 적용을 통한

응용력을 배양을 목적으로 한다.

00539 구조세미나 (Seminar on structural Analysis)

세미나를 통하여 구조에 관한 최근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발표함으로써 구조 부재에 대한 연구

및 분석에 대한 종합적 사고를 키움을 목적으로 한다.

00540 구조실험 (Structure Experiment)

실질적 구조물의 실험을 통한 건축구조물의 계획, 설계 및 분석방법에 대한 개념과 응용력의 배

양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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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41 구조해석특론 (Advanced Structure Analysis)

기존 건축물 또는 특정구조물 전체에 대한 구조 분석을 통한 건축구조의 보다 심도깊은 연구 및

해석을 진행 건축구조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00542 단지계획특론 (Advanced Site Theory of Planning)

도시와 단지설계의 계획방법을 국내외 사례의 연구,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건축설계에서의 적

용을 위한 설계기법을 연마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43 도시설계 (Urban Design)

도시의 일정한 구역을 3차원적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신도시, 주택단지 등을 설계대상으로 도시

의 스카이 라인, 건물형태, 규모, 건축선 등 도시건축의 틀을 설계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44 동양건축사특론 (Studies on 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인도, 중국, 한국, 일본의 특정건축에 대하여 유구와 문헌을 통한 비교로 한국건축문화의 특성

추출을 통한 고유성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0545 서양건축사특론 (Studies on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서양건축사의 특정시대만을 초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대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통시

적 변화를 각 건축사 주제별로 추적하여 그 흐름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46 시공계획특론 Ⅰ (Advanced Construction Planning Ⅰ)

건축 시공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시공계획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 및 앞으로의 학술발표논문구성에 기반이 되도록 한다.

00547 시공계획특론 Ⅱ (Advanced Construction Planning Ⅱ)

건축 시공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건축물의 시공계획시 고려사항에 대한 이해와 공종별 시공계획

각론을 습득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48 시공관리세미나 1 (Construction Management Seminar 1)

국건축시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각종 기법을 건축시공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계획의 고려사

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49 시공관리세미나 1 (Construction Management Seminar 2)

본 교과는 국어사연구의 후수 과목이자 심화과정이다. 국어사연구에서 통사적(通史的)으로 개괄

적인 것과 비교하여 본 교과에서는 특정시대 특히 문헌자료가 가장 풍부한 중세국어를 중심으로

연구 검토한다. 15세기에서 16세기 국어가 중심이 되고 고려어도 함께 연구한다.

00550 주거계획특론 (Advanced of Housing)

건축계획에 있어서 주거계획를 위한 인자들의 검토와 이들 상호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제반이론

및 기존 사례들의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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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51 품질관리특론 (Advanced Theory on Quality Control)

건축물의 목표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공정별, 부위별 설계품질과 시공 품질에 대해 토의 및 연구함

으로 발주자의 요구품질, 설계자의 설계품질, 시공자의 시공품질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00552 한국건축사특론 (Studies on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한국의 건축문화적 특성을 추출해 내는 방법으로 타국의 건축현상들과 지역별로 상호 비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교과는 비교 건축사의 관점을 가지고 한국건축의 타건

축과의 비교를 통한 수업을 진행한다.

00553 현대건축론 (Theory of Contemperary Architecture)

현대건축의 작가, 작품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함으로써 현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경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건축설계에서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다.

00554 환경계획특론 1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Architecture Adv. I)

건축물내에서의 조명환경, 음향환경에 관한 최근의 제문제에 대한 실사례를 통한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 연구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0555 환경계획특론 2 (Environmental Engineering in Architecture Adv. Ⅱ)

건축물내에서의 공기환경, 열환경에 관한 최근의 제문제에 대한 실사례를 통한 기존 건축물의

문제점 연구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1323 건축기술특론 Ⅰ (Advanced Architectural Technology Ⅰ)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각종 건축기술에 대한 소개 및 연구를 통해 실무 지향적 연구를 도모한

다.

01324 건축기술특론 Ⅱ (Advanced Architectural Technology Ⅱ)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건축기술의 실제 적용을 시도하고, 그 결과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세미

나를 실시한다.

02806 현대건축연구 (Advanced Study on Contemporary Architecture)

현대건축사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특정한 작가 및 작품에 대하여 집중 탐구한다. 아울러 건축

이론과 건축비평의 기능을 이해하도록 함과 동시에 예술사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학제적 연

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02807 건축설계연구 Ⅰ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Ⅰ)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건물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건축가에 의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도시적 맥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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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설계하는데서 시작하여 필요한 상세 설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설계능력의 습득에 목

표를 둔다.

03104 건축설계연구 Ⅱ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Ⅱ)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건물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건축가에 의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도시적 맥락이

건물을 설계하는데서 시작하여 필요한 상세 설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설계능력의 습득에 목

표를 둔다.

03105 건축설계연구 Ⅲ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al Design Ⅲ)

공간구성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위한 수업이다. 건물의 기능적 의미를 넘어 건축의

사회적 역할이 건축가에 의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도시적 맥락이

건물을 설계하는데서 시작하여 필요한 상세 설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설계능력의 습득에 목

표를 둔다.

03106 도시설계연구 Ⅰ (Advanced Study on Urban Design)

도시 설계가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환경과 인간행태에 따라 요구되는 도시설계의 변화

요소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02958 건축계획연구 Ⅰ (Case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I)

건축계획의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계획상의 복잡한 조건이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작업들을 선택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습득한다.

03107 건축계획연구 Ⅱ (Case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Ⅱ)

건축계획의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계획상의 복잡한 조건이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작업들을 선택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습득한다.

03107 건축계획연구 Ⅲ (Case Study on Architectural Planning Ⅲ)

건축계획의 제반 이론들을 살펴보고 계획상의 복잡한 조건이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관련시키는

작업들을 선택된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구체적인 계획방법을 습득한다.

03109 건축비평연구 (Case Study on Criticism Architectural Design)

고대 및 현대 건축에 관한 전반적 토론과 비평을 통한 건축의 폭넓은 이해와 학술연구논문진행

을 위한 기반자료를 마련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2960 건축의장연구 (Seminar for Theory of Architectural Design)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건축을 중심으로 건축의장 이론을 통하여 학생평가와 교수의 평

가를 세미나 형식으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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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0 동양건축사연구 (Doctoral Study on History of oriental Architecture)

동양 건축의 주요 흐름을 중국건축이 근간이 되어 이루어져 왔으나 이 건축문화가 한국?일본 및

동남아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각각의 지역성에 힘입어 독특한 지역건축문화를 이룩하였다.

이를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차별성과 공통성을 추출하여 이해케 한다.

02959 서양건축사연구 (History of Western Architecture)

원시 건축으로부터 근대 건축이전까지의 서양건축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각 시대의 건축기술과 양식을 발전시킨 사회적 배경과 철학 및 세계관 그리고 공간론에 대하

여 고찰함으로써 건축에 대한 역사관을 확립하고 서양건축의 발전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03111 한국건축사연구 (Doctoral Study on History of Korean Architecture)

석사과정에서 습득한 서양건축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시대와 주제별 관점을 정한

후 이를 보다 상세한 건축물 사례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서양 각 지역의 건축물 유형별 특성과

시대적 특성을 추출하고 이해케 한다.

03112 주거계획연구 (Doctoral Seminar for Housing Design)

석사과정에서 습득한 주거건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주거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주

요 주거건축물의 사례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 주거건축에서의 항상성과 변차성을 추출하고 이

해케 한다.

03116 디자인연구 Ⅰ (Design Research I)

표현방법으로서의 공간체계, 장식체계, 의미체계 등을 강의하고, 주제에 따른 사례연구, 비평을

통한 종합적 능력배양을 목표로 한다.

03117 디자인연구 Ⅱ (Design Research Ⅱ)

각종 세미나 case study를 통한 디자인 작업의 수행 능력배양, 작품 비평능력배양을 목표로 특

히 화제가 되는 국내, 국외 작가와 작품을 연구하여 사회적 변화와 디자인의 수용관계를 현실감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03118 디자인연구 Ⅲ (Design Research Ⅲ)

Ⅰ, Ⅱ를 통해 디자인 센스 개발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디자이너 양성에 목적을 둔다. 디자인 사

조와 작가 그리고 표현적인 작품의 관계를 밝힘으로서 이론과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02962 시공계획연구 Ⅰ (Construction Planning Researeh Ⅰ)

건축공사의 시공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인 개선연구를 세미나 형식으로 수행한다.

03120 시공계획연구 Ⅱ (Construction Planning Researeh Ⅱ)

시공계획과 관련하여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수준을 비교평가하여 선진화된 시공계획안을 도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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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다.

02961 시공관리특론 Ⅰ (Construction Management I)

건축프로젝트의 구매조달, 시공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을 탐구한다.

03121 시공관리특론 Ⅱ (Construction Management Ⅱ)

건축프로젝트의 구매조달, 시공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다양한 과학적 기법들을 사례적용

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03122 품질관리연구 (Construction Quality Management Research)

건축공사의 품질관리 및 보증을 위해 다양한 기법의 사례적용과 효과측정을 통해 품질개선을 도

모한다.

02811 건축방재연구 (Advanced study on Prevention Planning For Building Disaster)

건축물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와 그에 관한 건축재료

및 계획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02810 건축기술연구 Ⅰ (Advanced study on Technology Ⅰ)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각종 건축기술에 대한 소개 및 연구를 통해 실무 지향적 연구를 도모한

다.

03123 건축기술연구 Ⅱ (Advanced study on Technology Ⅱ)

건축물의 구현을 위한 각종 건축기술에 대한 소개 및 연구를 통해 실무 지향적 연구를 도모한

다.

03124 강구조연구 (Advanced study on steel structure)

철골 구조물의 계획 및 부재설계에 따른 기본원리 및 해법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2809 건축구조연구 Ⅰ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e structure Ⅰ)

본 과목은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적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변위법, 응력법 및 유한 요소법 등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3125 건축구조연구 Ⅱ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e structure Ⅱ)

본 과목은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적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변위법, 응력법 및 유한 요소법 등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3126 건축구조연구 Ⅲ (Advanced study on Architecture structure Ⅲ)

본 과목은 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적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여 보다 수준

높은 변위법, 응력법 및 유한 요소법 등에 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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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7 철근콘크리트 (Advanced study on RC Concrete)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계획 및 부재설계에 따른 기본원리 및 해법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

다.

03128 구조실험연구 (Advanced study on structure Experiment)

구조물의 실험에 대한 계획, 설계 및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를 도모한다.

03129 구조해석연구 (Advanced study on structure Analysis)

첨단 구조물에 대한 해석방법의 연구를 도모한다.

6. 학과소개

건축학은 인류의 역사와 그 출발을 같이하며, 학문으로서도 가장 오래된 
분야 중 하나이다. 건축학전공에서는 21세기 건축물과 다양화, 복합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축의 조형, 예술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의 조화에 
역점을 둔 교육을 통해 건축설계, 시공, 구조의 통합적 능력을 갖춘 인
재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Architecture shares its start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nd is one 
of the oldest disciplines as a discipline.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of diversification, complexation, and enlargement of buildings in the 
21st century, architecture majors are striving to cultivate talented 
people with integrated architectural design, construction, and 
structure through education focusing on the harmony of artistic and 
technical aspec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