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학과 교육과정

Department of Architecture

◎ 교육목표

1. 교육목표
   1) 종합학문인 건축의 예술적 기술적 특성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적인 연구능력을 갖
      추도록 한다.
   2) 건축의 전문분야별로 이론과 실천을 균형 있게 결합함으로써 전공의 학문적 지평을 넓히
      는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
   3) 세계화 시대에 급변하는 건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대처하는 국제적이고 전문적인
      감각을 배양한다.
   4) 지역사회의 건축적 지역성에 적극 대응하여 교육과 연구의 특성화를 통해 지역건축문화
      를 선도하는 건축적 전문성과 전문가로서의 책임성을 갖도록 한다.

◎ 취업과진로

◎ 교육과정지침

  1) 전공분야：석사과정의 전공분야는
      ① ‘건축계획 및 설계’,
      ② ‘건축구조’의 2개 분야로 분류한다.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공통전공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E007 건축공간론 3 3.0 0.0 이론

Theory of Architectural Space

전공 EJE006 건축연구방법론 3 3.0 0.0 이론

Advanced Architectural Research

전공 EJE127 건축이론 및 비평 3 3.0 0.0 이론

Theory and Criticism in Architecture

전공 EJE405 도시사회론 3 3.0 0.0 이론

Urban Social Theory

전공 EJE119 현대건축연구 3 3.0 0.0 이론

Contemporary Architecture

1-2 전공 EJE127 건축이론 및 비평 3 3.0 0.0 이론

Theory and Criticism in Architecture

전공 EJE004 구조계획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ructural Planning

전공 EJE406 도시-지역 분석 3 3.0 0.0 이론

Urban and Regional Analysis

2-1 전공 EJE404 계획이론 3 3.0 0.0 이론

Planning Theory

논문 EZZ026 박사 논문 연구 II 3 3.0 0.0 이론

Research for Doctor's Thesis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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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ZZ024 석사 논문 연구 2 2.0 0.0 이론

Research for the Master's Thesis

소계: 37 학점

건축계획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E113 건축계획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Architectural Planning

전공 EJE121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 3 3.0 0.0 이론

Advanced Design Studio I

전공 EJE130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V 3 3.0 0.0 이론

Advanced Design Studio IV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건축계획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E112 건축계획연구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Architectural Design Research

전공 EJE128 건축공간미학론 3 3.0 0.0 이론

Theory and Criticism of Space

Architectural Art

전공 EJE120 건축공간분석 3 3.0 0.0 이론

Analysis Space in Architecture

전공 EJE101 건축의장론 3 3.0 0.0 이론

Theory of Architectual Design

전공 EJE122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I 3 3.0 0.0 이론

Advanced Design Studio II

전공 EJE114 고급디자인스튜디오 3 3.0 0.0 이론

Advanced Design Studio

전공 EJE126 근대건축론 3 3.0 0.0 이론

Advanced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전공 EJE102 도시형태론 3 3.0 0.0 이론

Theory of City Form

전공 EJE129 동북아시아의 건축과 도시분석 3 3.0 0.0 이론

Analysis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Northeast Asia

전공 EJE103 집합주거론 3 3.0 0.0 이론

Housing Design

2-1 전공 EJE125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Ⅲ 3 3.0 0.0 이론

Advanced Design Studio Ⅲ

소계: 42 학점

건축구조분야 석박교육과정

1-1 전공 EJE202 구조 동역학 3 3.0 0.0 이론

Dynamics of Structure

전공 EJE207 구조해석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ructural Analysis

전공 EJE201 유한요소법 3 3.0 0.0 이론

Finite Element Method

1-2 전공 EJE203 내진공학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Earthquake Resistant Engineering



건축학과

Department of Architecture

학년

학기

이수

구분

교과목

번호

교과목명

(영문명)

학

점

강

의

실

습
수업형태 비고

건축구조분야 석박교육과정

1-2 전공 EJE204 철골구조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eel Structure

2-1 전공 EJE206 구조설계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Structural Design

전공 EJE205 철근콘크리트구조특론 3 3.0 0.0 이론

Advanc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2-2 전공 EJE208 소성학 3 3.0 0.0 이론

Theory of Plasticity

소계: 24 학점

총계: 103 학점



▣ 교과목 개요

◎ EJE004 구조계획특론  (Advanced Structural Planning)

건축물 설계시 구조계획에 관한 기본개념을 포함하여 설계하중, 구조부위별 구조계획과 고층구조, 장스팬

구조, 조립식 구조, 지하구조의 구조계획 및 구조물의 면진, 방진, 제진 구조계획 등을 학습하여 실제 구

조물 설계시 고려해야만 하는

◎ EJE006 건축연구방법론  (Advanced Architectural Research)

사논문을 처음 접하는 대학원 학생들에게 사회과학연구를 어떻게 접근해서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여 향후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을 연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논문을 쓰는데

있어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도록

◎ EJE007 건축공간론  (Theory of Architectural Space)

근, 현대 건축의 형태적, 철학적, 사회적, 지역적 공간개념을 이해하고, 주요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하여

이 공간개념들의 현실적 적용방법과 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나아가 동시대 지역건축가로서 추구해야 할

건축공간의 형태적, 사회적

◎ EJE119 현대건축연구  (Contemporary Architecture)

◎ EJE127 건축이론 및 비평  (Theory and Criticism in Architecture)

도시화 ·정보화 및 개방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건축의 정의와 그리고 건축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판단에

대해 질문을 던지게 한다. 건축물의 외모에 비중을 두면서 사용의 문제를 고려하는 데에 등한시하는 <<사

용 -> 프로그램 -> 프로

◎ EJE404 계획이론  (Planning Theory)

공공계획의 의미와 개념에 대한 탐색과 함께 그것의 역사적 등장 및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또한, 공공계획

의 논리적 정당성과 실천적 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20세기를 풍미한 다양한 공공계획 이론들을 공부

한다. 이와 아울러 공공계

◎ EJE405 도시사회론  (Urban Social Theory)

도시는 물리적 공간 위에 발현하는 사회적 현상이다. 그러므로 도시연구는 기본적으로 학제적이고 융합적

이다. 이 과목에서는 인문 및 사회과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고찰한다. 도시의

역사적 형성과 발전과정, 도시

◎ EJE406 도시-지역 분석  (Urban and Regional Analysis)

도시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개념과 방법론, 그리고 분석기법을 주로 학습한다. 특히 인구예측,

지역경제 분석 및 예측, 도시공간구조, 토지수요-공급 분석, 생활권 등이 포함된다. 이 과목에서는 학생들

이 도시 및 지역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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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JE101 건축의장론  (Theory of Architectual Design)

건축이 관념적 개념에 머물지 않고 물리적 구조물로써 출현하기 위해 건축은 필연적으로 형태를 가지게 된

다. 따라서 건축의 형태는 정신이나 본질에 비해 가볍거나 표면적인 하위레벨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의 근

본적인 현상인 것이다. 또한

◎ EJE102 도시형태론  (Theory of City Form)

도시의 형태와 구조는 도시문명의 발생 이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진화해왔다. 이 강의

에서는 도시들의 형태학과 그 구성부분들을 탐구할 것이며 도시의 공간과 구조의 형태적 속성들을 강조할

것이다. 형태에 기반한 도시



▣ 교과목 개요

◎ EJE103 집합주거론  (Housing Design)

집합주거론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의 집중화현상으로 인한 주택난과 한정된 택지 내에서의 주거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주거의 집합화와 공동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합주거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측면과 건축과

도시계획의 전문영역에서 영향력

◎ EJE112 건축계획연구특론  (Advanced Architectural Design Research)

1학기 건축연구방법론에서 논문을 위한 연구방법을 사회과학연구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학습하고 2학기에

서는 건축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어떻게 건축의 각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

느냐를 연구 사례로 학습하는 것

◎ EJE113 건축계획특론  (Advanced Architectural Planning)

사회가 다양화되고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건축전문분야는 점차 세분화되어왔으며 건물의 유형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현대건축계획의 대상도 다방면에 걸쳐있고 한가지의 관점만으로 건물을

계획하거나 평가하기에는 어렵게 되

◎ EJE114 고급디자인스튜디오  (Advanced Design Studio)

학부에서 습득한 설계교과목의 연장으로 보다 심도있는 설계수업을 진행한다. 건축과 도시, 도시에서의 건

축 및 도시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설계를 하는 교과목이다.

◎ EJE120 건축공간분석  (Analysis Space in Architecture)

동?서양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건축예술의 내용을 형성하는 미(美)란 무엇이고 그 본질을 알기 위하여 건축

미에 대한 보는 방식과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이번 강의는 건축의 시대별 문

법적 표현속에 나타난 건축조

◎ EJE121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  (Advanced Design Studio I)

학부에서 습득한 설계교과목의 연장으로 보다 심도있는 설계수업을 진행한다. 건축과 도시, 도시에서의 건

축 및 도시의 이해를 바탕으로 건축설계를 하는 교과목이다.

◎ EJE122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I  (Advanced Design Studio II)

 학부에서 습득한 설계교과목 및 건축관련 교과목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설계에 적용하는 교과목이다.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대가 당면한 건축, 도시적인 문제로 풀어간다.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제로 사

◎ EJE125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Ⅲ  (Advanced Design Studio Ⅲ)

학부에서 습득한 설계교과목 및 건축관련 교과목의 지식을 총체적으로 설계에 적용하는 교과목이다. 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시대가 당면한 건축, 도시적인 문제로 풀어간다. 학생들과 지도교수가

공동으로 선정한 주제로 사회

◎ EJE126 근대건축론  (Advanced History of Modern Architecture)

근대건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근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시대적 가치관과 건축이론과의 관계에 대해 학

습하고 예술, 문학, 철학 등 근대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타 분야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건축의 경향과 사조

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EJE128 건축공간미학론  (Theory and Criticism of Space Architectural Art)

첫째로 건축적인 공간(Architecture)과 기하학적인 공간(Geomertry)의 차이를 규명하고 둘째로 "건축은 예

술이다." 그리고 "건축은 문화이다"라는 단순명제에 대해 건축이 왜 예술이고 문화인지에 대한 재 해석 작

업은

◎ EJE129
동북아시아의 건축과 도시분석  (Analysis of Architecture and Urban planning in Northeast

Asia)

21세기에는 세계 정치·경제·과학·문화·예술의 중심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하는 시기이고 특히 중국의 도

시와 건축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과거 동유럽모델을 받아드린 북한의 도시와 건축은 향후 중국이

북한의 도시발전모델로 대체될



▣ 교과목 개요

◎ EJE130 고급 디자인스튜디오 IV  (Advanced Design Studio IV)

건축설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적인 설계방법과 함께 건축의 기본원리와 개념분석을 통하여 현실과 이상

사이의 새로운 설계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사고과정의 전환을 유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건축설계

의 가능성을 연구한다.

◎ EJE201 유한요소법  (Finite Element Method)

구조 해석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치해석법의 일종인 유한 요소법의 기본개념을 고찰한다. 또한 각

구조형식에 적합한 요소와 자유도를 가정하여 강성행렬을 유도하고, 유도된 강성행렬을 구조해석 프로그램

에 적용하는 방법을 익힌다.

◎ EJE202 구조 동역학  (Dynamics of Structure)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진동주기와 진폭의 크기 산정 방법에 대해 학습하고, 진동 감소효과 등을 학습하여

구조물의 진동거동을 예측한다. 최종적으로 지진하중, 풍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기초 지식을

학습한다.

◎ EJE203 내진공학특론  (Advanced Earthquake Resistant Engineering)

 지진발생 메커니즘, 지진파의 종류 및 전달과정, 지진현상에 대해 학습하고, 최근 발생한 세계각처에서의

지진피해상황 및 과거 한반도에서의 지진발생 현황 및 앞으로의 발생가능성에 관해 학습한다. 또한 지진동

과 건축구조물과의 상호관계

◎ EJE204 철골구조특론  (Advanced Steel Structure)

 철골을 사용한 건축구조물의 구조형식 및 거동특성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철골 구조에서 중요시되는 좌

굴이론과 최근 많이 사용되는 극한강도 설계법에 대해 학습한다.

◎ EJE205 철근콘크리트구조특론  (Advanc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철근 콘크리트부재의 기본이론에 대해 학습하고, 기둥, 보, 슬라브 및 기초의 해석 및 설계에 관하여 학습

하여 구조설계시 필요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거동을 익힌다.

◎ EJE206 구조설계특론  (Advanced Structural Design)

 구조해석 및 설계의 기본적인 지식을 토대로 실제 건축구조물의 설계를 위한 실용적인 과목으로 구조설계

규준, 하중 평가, 구조시스템에 관한 학습과 실제 구조물 설계가 진행된다.

◎ EJE207 구조해석특론  (Advanced Structural Analysis)

 매트릭스 해석에 의한 정정 및 부정정 구조물의 해석방법을 소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트러스

및 라멘을 해석한다.

◎ EJE208 소성학  (Theory of Plasticity)

재료의 항복후 파괴까지의 거동을 고려하여 이를 구조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소성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이

러한 재료의 항복이론과 소성이론을 적용하여 구조물을 해석하는 탄소성 설계법 또는 소성설계법을 고찰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