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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제)는 Green Architecture를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Green Architecture 란,
첫째, 건강, 생명, 환경을 존중하는 미래에의 지속가능한 건축
둘째, 역사와 문화 존중의 기본 이념 아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건축
셋째, 건축 전문인이로서의 사회적, 시대적 윤리의식에 기반을 둔 지성의 건축
을 의미한다. 또한 Green Architect는 Green Architecture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미래에의 열려진
국제 환경에 기여하는 건축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건축학인증제도는 2002년 WTO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되는 5년제 건축교육제도로 도입 및 출범되었으며,
2005년 5년제 건축학과에 대한 인증수여를 위하여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이 설립되었다. 현재 우리학과는 국제
화시대에서 요구하는 전문 건축인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으로부터 2007년 5년 인증을 획득하
였으며, 2012년 2번 연속 최고인증인 5년 인증을 받아 세계로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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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별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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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스튜디오 1, 건축의이해, 창의비판적사고와표현, 의사소통영어 2, 건축설계스튜디오 2, 의사소통영어 1,
글쓰기와말하기, 영상의이해

2

건축설계스튜디오 3, 한국건축의이해, 건축설계이론, 일반구조, 부동산과사회경제, 건축설계스튜디오 4, 건축사 1,
건축디자인과조형, 컴퓨터개론및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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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스튜디오 5, 친환경주거계획, 건축사 2, 건축환경과설비이해, 건축형상과재료, 조경계획및설계, 건축설계
스튜디오 6, 도시형태이해, 환경친화건축, 건축구조디자인, 건축과미디어, 건축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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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스튜디오 7, 지속가능한건축과사회, 건축시공, 건축디테일의구상, BIM건축적산, 건축설계스튜디오 8, 빌딩
통합시스템, 건축법규, 도시설계, 현대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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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스튜디오 9, 건축실무, 건축도시경관, 건축설계스튜디오10, 지역건축보존, 인테리어설계, 건축도시세미나,
건축현장실습

전학년
26

꿈-설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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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인터뷰
졸업 후 진로

공공기관
공기업(주택공사,토지공사 등)
공무원(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의
건축행정)
관련 연구소
(대기업 기술연구소,
건설기술연구소, 대학연구소 등)

College of engineering
Business Administration

진학
학·석사 연계과정,
대학원 석사 및 박사 과정

Q 가장 관심 있는 분야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A 건축/미래에 행복이 가득한 집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Q 자신의 꿈이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A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학과(전공) 관련 추천도서
예술가로 살아남기(다빈치/마이클슈메이트)
디자이너란 무엇인가(스펙터프레스 / 노먼 포터)
공간에게 말을걸다(멘토프레스 / 조재현)
건축가가 되는 길(도서출판 국제 / Roger K. Lewis)

일반기업
건축가, 건축설계, 인테리어,
조경, 도시계획사무소 등
건설시공, 건축개발기획,
건축설비 엔지니어링회사,
건축자재 관련회사

자랑스러운 동문
황환문(77학번) (주)하나 건축사사무소/대표

함성호(81학번) 건축사/시인

김진봉(77학번) (주)종합건축사사무소산/소장

정순도(81학번) 동부건설 소장

박영순(77학번) 전 여성건축사협회 회장

박용석(83학번) (주)청학건설

이민수(78학번) 나라구조엔지니어링/소장

김혜혜(83학번) 춘천시의회의원

허민구(78학번) 강원도 건축사협회 회장

이석권(85학번) 강원대학교 교수

김형필(79학번) POSCO 상무

맹원재(86학번) 동진건설 이사

정동기(80학번) 강원도 전문건설인협회장

박 건(88학번) 미국 Texas Tech 교수

최근 3년간 취업자
김유재(08학번) 정림건축

장윤희(10학번) 한샘가구

유희라(10학번) 유선엔지니어링

김지혜(11학번) ROTC장교

최가은(11학번) HAUD건축사사무소

김보라(10학번) 한국농어촌공사

이런 학생이 오면 좋아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성품을 갖춘 사람
팀워크를 중시하고 리더십과 정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
건축과 도시에 관한 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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