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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사무실 : 글로벌캠퍼스 공과대학1 407A호/ 수여학위명 : 공학석사, 공학박사
Office : Global Campus, College of Engineering 1, Room 407A 

수여학위명 : Engineering Master, Engineering Ph.D
TEL : 031-750-5837  FAX : 031-750-5837

1. 교육목표 / Academic Goals

◎건축공학에 연관된 다양한 연구를 통한 새로운 건축기술 및 공법 발전에 기여
◎현대 건축의 여러 이론과 기술들의 이론화, 체계화를 통한 국제적 연구능력 배양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통한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세계인으로서의 덕성 함양
◎지역사회와 국가, 나아가 인류에 봉사하는 건축인으로서의 학문과 예술문화 창조에 선도적 역할

2. 학위과정 및 연구 분야 / Degrees and a Field of Study

    

학위과정 석사 박사

전공분야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건축재료 및 건설관리
건축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건축재료 및 건설관리

연구분야
건설관리, 건설사업관리, 

섬유보강 콘크리트, 친환경 건설재료
건설관리, 건설사업관리, 

섬유보강 콘크리트, 친환경 건설재료

3. 교수현황 / Professors

    

직급 성명 학위 전공분야 E-Mail

교수 최기봉 공학박사 (미시간주립대) 구조공학 kbchoi@gachon.ac.kr

교수  서상욱 공학박사 (서울대학교) 건축시공 및 관리 suh@gachon.ac.kr

교수 박형주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firepark@gachon.ac.kr

교수 신동철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축공학 sdc@gachon.ac.kr

교수 최원창 공학박사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구조공학 wchoi@gachon.ac.kr

부교수 윤상천 공학박사 (한양대학교) 건축재료 및 시공 scyoon@gachon.ac.kr

조교수 김선희 공학박사 (홍익대학교) 구조공학 shkim6145@gachon.ac.kr

4. 학과내규

본 내규는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공학과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으며,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으로 분리 운영된다.

본 학사 운영방침은 대학원의 학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1) 입학

   본 학과의 입학전형은 본 대학원의 입학전형시행내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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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도교수

 (1) 연구 전공분야는 건축재료 및 구조, 건축환경 및 설비, 건설시공 및 관리 분야로 구분된다.

 (2) 신입생은 입학 후 희망연구 분야를 신청하여 배정받는데, 각 분야의 균형, 발전을 위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최종결정한다.

 (3) 한 학기가 지나 6학점 이상의 교과목 이수가 끝나면 지도교수를 배정 받을 자격을 가진다.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의 교수와 연구계획을 상의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은 후, 학  

    과 교수회의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도교수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주임 교수와 상의  

    한다.

 (4) 지도교수는 담당학생의 모든 학사(수강신청, 휴학, 복학, 논문 등) 지도를 맡는다.

 (5)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2차 학기 종료 전에, 신구 전공 지도교수의 승인을 취득  

    한 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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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사전공 및 타 전공 입학자는 개인의 학부 이수과목에 따라 24학전 이내에서 학과 교수회의  

    에서 지정하는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박사학위과정은 60학점(석사학위과정 24학점 포  

    함)을 취득하여야 한다.

 (3) 선수과목 수강대상자는 학과교수회의에 결정되는 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과목 담당교수  

    의 학점부여여부에 따라 이수가 결정된다.

 4) 원생이 취득하여야할 최소 수료학점은 석사24학점, 박사 36학점이다.

4) 선수과목

 (1) 유사 전공 및 타 전공의 입학자는 직전 학위과정에서의 성적취득자료를 근거로 24학점 범위  

    내에서 학과내규에 따라 선정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  

    과목이 개설된 학기에 과목 수의 제한 없이 수강신청을 할 수 있음

 (2) 선수과목은 졸업 이수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수하지 않으면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부  

    여하지 않음

 (3) 선수과목 이수성적은 70점 이상으로 P(pass)로 표기됨(70점미만은F(fail)처리됨)

5) 종합시험 과목

과정 시험과목 비고

석사과정 구조세미나, 시공관리세미나2, 강구조특론, 건축기술특론1, 시공관리특론1, 
철근콘크리트연구, 건축방재연구, 건축계획특론1, 구조해석특론, 

건축구조연구1, 건축프로젝트관리론, 건축기술연구1, 건축기술연구2, 
구조실험연구, 건축구조특론1, 건축구조특론2,건축구조특론3, 건축시스템공학

총 2과목

박사과정 총 4과목

6) 학위 청구논문 및 제출절차

(가) 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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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석사학위과정은 실내디자인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를 발행하는 학회에   

    학술논문을 게재 또는 발표한 자.

 (2)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인 2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학기에 추가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지도 대상자는 매학기 시작과 함께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 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지도교수는 논문지도 결과를 매 학기말에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나) 박사과정 :

 (1) 박사학위과정은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에 3편 이상, 200%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고,  

    %에 의한 논문평가방법은 본 대학 연구규정에 따른다.

 (2)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연한 3년 이내 5회 이상의논문지도 받아야한다,   

    단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논문 제출학기에 추가논문 지도를 받아야 한다.

 (3) 논문지도 대상자는 매학기 시작과 함께 지도교수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주 1 회 이상의  

    논문지도를 받아야 한다.

 (4) 지도교수는 논문지도 결과를 매 학기말에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7) 학술발표

 (1) 학위청구논문은 심사 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이전에 연구논문계획서를 작성, 발표해야 한다.

 (2) 예비발표의 심사위원은 지도교수의 제청으로 주임교수가 정한다.

 (3) 학위논문 제출자에 한하여 해당학기의 학위논문 제출기한 이전에 예비공개발표를 해야 한다.

 (4) 학위를 받은 논문을 대상으로 지도교수 책임 하에 연구결과를 공인학회 학술대회(학회, 학회  

    지, 기타 연구모임)에서 발표하거나, 논문 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타 사항은 대학원 학위 청구논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 교과목해설 / Courses and Syllabuses  

00539001 구조세미나
 이 교과는 건축공학전공 수강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사전 수강 과목으로 당면하는 여러가지 

공학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에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학적 문제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과 

해결하는 실험적 및 이론적 접근법에 대한 능력배양을 포함한다.

00549001 시공관리세미나 2

 건축현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시공관리 사항으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

경관리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실제 현장견학과 실습을 통해 실증적, 실무적인 능력을 배

양한다.

00524001 강구조특론

 Compression member strength including residual stress; stiffened and un-stiffened 

compression plate elements; bending of unsymmetrical sections; design for torsion; 

lateral-torsional buckling criteria for design; strength and design criteria for thin-webbed plate 

girders; frame stability relating to design; composite steel-concrete members; desig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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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 for connections.

01323001 건축기술특론 1

 구조물을 설계하는 일련의 단계는 구조물의 형태 및 재료의 선택, 구조물에 작동하는 외력 결정, 

이러한 외력에 의해 구조물을  구성하는 개개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의 결정, 주어진 재

료가 충분히 발생된 응력 및 변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부재의 크기 조정 및 상세 등의 과정을 포

함한다.

02961001 시공관리특론 1

 시공관리를 위한 프로젝트의 컨트롤과 신뢰성있는 계획, 최근 hot issue 로 대두되고 있는 프리

콘(precon) 에 대해 국내외 사례를 연구하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관리를 위한 핵심요인들을 체

득하고 실무적용하도록 한다.

03127001 철근콘크리트연구

 프리스트레스 개념과 휨부재, 압축부재, 휨압축거동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석 역량을 키운다.

02811001 건축방재연구

 건축방재론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안전과 시설운영단계에서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체계

를 종합적으로 다룸.

00525002 건축계획특론 1

 건축시공과정에서 공정계획 및 관리에 대한 이론적 지식체계를 축적하고, 각종 공정관리 기법에 

대한 실습(공정관리 전산프로그램 적용)과 실무사례를 통해 학생들이 실무에서 공정관리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파악한다.

00541001 구조해석특론

 구조물의 구조해석에 대한 접근방법, 모델링 방법, 유한요소프로그램의 사용방법에 대해 파악하

고 이에 따른 응력에 대한 설계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02809001 건축구조연구 1

 이 교과는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및 석사과정 수강생이 학위논문 작성을 위한 사전 수강 과목으

로 당면하는 여러가지 공학적 문제에 대해, 해결책에 접근하는 능력을 배양하고, 공학적 문제에 

대한 문헌분석 방법과 해결하는 실험적 및 이론적 접근법에 대한 능력배양을 포함한다.

00538001 건축프로젝트관리론

 건설 프로젝트의 속성을 이해하고 사업관리 과정에서 직면하는 기술, 돈, 사람의 상호작용 이해

02810001 건축기술연구 1

 건축기술의 다양화와 변화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발표하고 이

에 대한 토의를 통해 건축기술 적응능력을 습득한다.

국내외 논문, 기술자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와 기술적용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03123001 건축기술연구 2

 최근 4차산업혁명의 도래에 대비하여 국내외 건축기술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각종 IT기술과 

건축기술의 융합에 대해 창의적으로 토의하고 미래 기술수요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탐색한다.

03128001 구조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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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구조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형화, 간편화된 모델콘크리트를 제작할 때 발생 가능한 문

제 및 주의사항을 파악하고 구조실험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배양한다.

00528001 건축구조특론 1

 본과목은 구조물에 재하되는 하중에 대한 산정 방법과, 해석하기위한 기본원리 및 고전적인 해석

방법을 보다 수준높은 변위법, 응력법 및 유한요소법에대해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00529001 건축구조특론 2

 구조물을 설계하는 일련의 단계는 구조물의 형태 및 재료의 선택,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결정, 

이러한 외력에 의해 구조물을 구성하는 개개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의 결정, 주어진 재

료가 충분히 발생된 응력 및 변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부재의 크기 조정 및 상세등의 과정을 포

함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 중에서 구조해석은 외력에 의해 개개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

을 결정하는 분야로서 Force 및 Deformation Method등 과 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부터Matrix 

Formulation을 적용한 Computer Analy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과목은 부정

정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전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며 보다 수준 높은Matrix 

Analysis 이론을 취급한다.

00530001 건축구조특론 3

 구조물을 설계하는 일련의 단계는 구조물의 형태 및 재료의 선택,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결정, 

이러한 외력에 의해 구조물을 구성하는 개개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의 결정, 주어진 재

료가 충분히 발생된 응력 및 변형을 지탱할 수 있도록 부재의 크기 조정 및 상세등의 과정을 포

함한다. 이러한 여러 단계 중에서 구조해석은 외력에 의해 개개 부재에 발생하는 응력 및 변형량

을 결정하는 분야로서 Force 및 Deformation Method등 과 같은 고전적인 방법으로부터Matrix 

Formulation을 적용한 Computer Analysis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본 과목은 부정

정구조물을 해석하기 위한 기본 원리 및 고전적인 해석방법을 Review하며 보다 수준 높은 Matrix 

Analysis 이론을 취급한다.

00536001 건축시스템공학 

 건설사업의 프로젝트별 관리시스템인 PMIS와 프로그램 수준의 대형건설사업관리 시스템인 

PgMIS에 대한 이해

6. 공통 개설 교과목 리스트
이공계열 2그룹 (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도시계획학과, 실내건축학전공, 조경
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전공간의 공동운영
이공계열 2그룹 (건축학전공, 건축공학전공, 실내건축학전공, 조경학과, 토목환경
공학과)
-연구방법론1(1학기), 연구방법론2(2학기)
추가소그룹 (건축공학전공, 조경학과, 토목환경공학과)
-수치해석 특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