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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 프로그램 심화과정(인증트랙)의 졸업요건
1) 교과목
건축공학 프로그램 심화과정의 졸업요건은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입학년도에
개설되었던 설계교과목이 수강하고자 하는 시점에 건축공학전공의 교과과정에서 제외된 경우는 졸업요건에서 해당 교과목이 제외
되고, 요구되는 설계학점에서도 해당 교과목의 학점만큼 차감된다.

▶ 2008학년도 입학생 및 이전 입학생
전문교양(20학점), MSC(30학점), 전공(60학점, 설계학점 19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3학년(20):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09 - 2010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0학점), MSC(30학점), 전공(63학점, 설계학점 19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2):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 3학년(26):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11 - 2012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0학점), MSC(30학점), 전공(71학점, 설계학점 21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8): 건축기초설계(1)(2), 창의적설계
-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13 - 2015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0학점), MSC(30학점), 전공(74학점, 설계학점 24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8): 건축기초설계(1)(2), 창의적설계
- 2학년(18):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2),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16 - 2017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MSC(30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78학점, 설계학점 24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
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8): 건축기초설계(1)(2), 창의적설계
- 2학년(18):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2),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32):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20: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18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MSC(30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75학점, 설계학점 21학점 포함)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
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5): 건축기초드로잉, 크리에이티브디자인
- 2학년(18):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친환경건축설계,
건축시공 및 재료Ⅰ, 건축환경
- 3학년(32):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및 재료Ⅱ, 건축적산 및 BIM응용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20):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19학년도 입학생학년도 입학생부터 ~
전문교양(23학점), 특성화교양(3학점), MSC(30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75학점, 설계학점 21학점 포함)을 포함
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5): 건축기초드로잉, 크리에이티브디자인
- 2학년(18):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친환경건축설계,
건축시공 및 재료Ⅰ, 건축환경
- 3학년(32):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및 재료Ⅱ, 건축적산 및 BIM응용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20):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2020학년도 입학생 및 이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특성화교양(3학점), MSC(30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75학점, 설계학점 21학점 포함)을 포함
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1학년(5): 건축기초드로잉, 크리에이티브디자인
- 2학년(18):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친환경건축설계,
건축시공 및 재료Ⅰ, 건축환경
- 3학년(32):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및 재료Ⅱ, 건축적산 및 BIM응용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20):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건축공정, 건축공학실무
* 단 “건축CAD및BIM” 교과목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데이터베이스및실습” 교과목(건축공학 전공학생들만을 위한 분반
으로 운영)을 수강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실습" 교과목은 전공선택 3학점으로 대체 인정됨.

2) MSC 교과목
MSC 교과목 최소 이수조건: “MSC 수학 1과목, MSC 과학 1 Set(실험을 포함한 교과목), MSC 전산 1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최소한 30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2021년 08월 졸업생부터 적용됨)
공학인증취득을 위한 MSC 교과목
권장과목

수학
대학수학(1), (2)
응용수학(1), 통계학

MSC
선택과목

응용수학(2)

과학

전산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

공학컴퓨터입문및실습
소프트웨어 코딩 및 실습

대학물리실험(2)/
대학화학실험(2)/
대학생물실험(1) 중
택1

-

* MSC 교과목 최소 이수조건: “MSC 수학 1과목, MSC 과학 1 Set(실험을 포함한 교과목), MSC 전산 1과목” 이수를
포함하여, 최소한 30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함.
* 2018학년도 이후에 “CAD및실습”을 수강하는 경우 공학인증원의 결정에 따라 MSC 전산과목으로 인정되지 않음.
※ 사이버강좌 및 서울캠퍼스 개설 강좌 수강 시 전문교양 및 MSC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3) 영어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450점 이상이거나 혹은 영어 3과목의 성적이 모두 C0 이상.
▶ 2009-2012학년도 입학생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550점 이상이거나 혹은 영어 3과목의 성적이 모두 C+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600점 이상이거나 혹은 “실용영어초급” 및 “실용영어중급” 모두 C0 이상.
▶

2016 학년도 입학생부터
- ① 토익600, 탭스482, 토플69, 토익스피킹110, OPIc IM1, 탭스스피킹 43
②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
- 영어 : ‘실용영어초급’, ‘실용영어중급’ C0이상 취득
- 중국어 : ‘초급중국어(1)’, ‘초급중국어(2)’ C0이상 취득
- 일본어 : ‘초급일본어(1)’, ‘초급일본어(2)’ C0이상 취득
③편입생의 경우 ②항의 과목 중1개 과목을 C0이상 취득할 경우 졸업요건 만족으로 인정한다.

※ 다만 입학년도의 영어 졸업기준 혹은 이후 변경된 영어 졸업기준을 만족할 경우 영어에 관한
졸업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4) 기사 자격증 및 취업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사정 전까지 건축기사 1급 자격증(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기술 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단,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이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공인 TOEIC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자는
졸업사정을 통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함.

※ 다음의 교과목은 변경전후의 교과목입니다.
변경 전 교과목명

2020년 교과목명

건축역학 및 연습(1)
건축역학 및 연습(2)
건축구조해석
환경콘트롤시스템

→
→
→
→

기계전기설비시스템

→

건축계획(1)
건축기초설계(1)
창의적설계
건축설계(2)
건축 재료와 구법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
→
→
→
→
→
→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스마트건축설비시스템통합설계)
건축계획
건축기초드로잉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친환경 건축설계
건축시공 및 재료(1)
건축시공 및 재료(2)
건축적산 및 BIM응용실습

개정: 2020. 8. 24

건축공학 프로그램 일반과정 졸업요건
1) 교과목
▶ 2009학년도 입학생 및 이전 입학생
기본소양(20학점), MSC(27학점), 전공(54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MSC 분야별 최소학점 : 과학 12학점, 수학 9학점, 전산 6학점)
(MSC 과학분야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물리(2),
대학물리실험(2)}와 {대학화학(2), 대학화학실험(2)} 둘 중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함.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2): 건축 정역학 및 연습, 건축 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 3학년(26):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 4학년(10): 종합설계스튜디오(1)(2)
▶ 2010-2015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0학점), MSC(27학점), 전공(69학점)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MSC 분야별 최소학점 : 과학 12학점, 수학 9학점, 전산 6학점)
(MSC 과학분야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대학물리(2),
대학물리실험(2)}와 {대학화학(2), 대학화학실험(2)} 둘 중 택일하여 이수하여야 함.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4학년에 개설된 다른 전공 2과목 (다른 전공교과목이나 동일 교과목과 중
복되면 안됨)
▶ 2016-2018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MSC(27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69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MSC 분야별 최소학점 : 과학 8학점, 수학 3학점, 전산 0학점)
(MSC 과학분야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4학년에 개설된 다른 전공 2과목 (다른 전공교과목이나 동일 교과목과 중
복되면 안됨)
▶ 2019학년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특성화교양(3), MSC(27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69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MSC 분야별 최소학점 : 과학 8학점, 수학 3학점, 전산 0학점)
(MSC 과학분야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4학년에 개설된 다른 전공 2과목 (다른 전공교과목이나 동일 교과목과 중
복되면 안됨)
▶ 2020학년도 입학생 및 이후 입학생
전문교양(23학점), 특성화교양(3), MSC(27학점), 전공기초영어(2학점), 전공(69학점)을 포함하여 총 132학점 이상을 이수
하여야 한다.
(MSC 분야별 최소학점 : 과학 8학점, 수학 3학점, 전산 2학점)
(MSC 과학분야 중 대학물리(1), 대학물리실험(1), 대학화학(1), 대학화학실험(1)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1학년(6): 건축기초설계(1)(2)
- 2학년(15):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설계(1), 건축재료와 구법, 건축환경
- 3학년(29): 철근콘크리트구조(1)(2), 건축계획,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철골구조(1),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건축구조실험,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 4학년(19): 종합설계스튜디오(1)(2), 건설경영, 4학년에 개설된 다른 전공 2과목 (다른 전공교과목이나 동일 교과목과 중
복되면 안됨)
* 단 “건축CAD및BIM” 교과목과 소프트웨어융합학과의 “데이터베이스및실습” 교과목(건축공학 전공학생들만을 위한 분반
으로 운영)을 수강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및 실습" 교과목은 전공선택 3학점으로 대체 인정됨.

2) 영어
▶ 2009학년도 이전 입학생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450점 이상이거나 혹은 영어 3과목의 성적이 모두 C0 이상.
▶ 2009-2012학년도 입학생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550점 이상이거나 혹은 영어 3과목의 성적이 모두 C+ 이상.
▶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공인 TOEIC 시험점수가 600점 이상이거나 혹은 “실용영어초급” 및 “실용영어중급” 이수
(모두 C0학점 이상)
▶ 2016 학년도 입학생부터
- ① 토익600, 탭스482, 토플69, 토익스피킹110, OPIc IM1, 탭스스피킹 43
②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중 하나를 만족
- 영어 : ‘실용영어초급’, ‘실용영어중급’ C0이상 취득
- 중국어 : ‘초급중국어(1)’, ‘초급중국어(2)’ C0이상 취득
- 일본어 : ‘초급일본어(1)’, ‘초급일본어(2)’ C0이상 취득
③편입생의 경우 ②항의 과목 중1개 과목을 C0이상 취득할 경우 졸업요건 만족으로 인정한다.
※ 다만 입학년도의 영어 졸업기준 혹은 이후 변경된 영어 졸업기준을 만족할 경우 영어에 관한
졸업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 기사 자격증 및 취업
▶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사정 전(5월말, 11월말)까지 건축기사 1급 자격증(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기술 공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함.
단, 4대 보험이 보장되는 직장에 취업이 되었음을 증명하거나, 공인 TOEIC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자는 졸업사정을 통하여
졸업자격을 부여함.
※ 모든 건축공학부 학생(복학생 및 자율전공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학년도의 학칙을 준용하여 전공필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고, 교과과정의 개편으로 인해 교과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졸업 사정은 복학 당시 개설되어 있는 교과목을 기준으로 심사받
으며 기타 사항은 졸업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복학생, 편입생, 전과생 및 자율전공 학생의 졸업 사정의 경우, 위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건축공학부 프로그램위원
회의 결정에 따른다.

※ 다음의 교과목은 변경전후의 교과목입니다.

변경 전 교과목명

2020년 교과목명

건축역학 및 연습(1)
건축역학 및 연습(2)
건축구조해석
환경콘트롤시스템

→
→
→
→

기계전기설비시스템

→

건축계획(1)
건축기초설계(1)
창의적설계
건축설계(2)
건축 재료와 구법
건축시공
건축적산 및 실습

→
→
→
→
→
→
→

건축정역학 및 연습
건축재료역학 및 연습
건축구조해석 및 실습
건축설비
건물통합시스템
(→스마트건축설비시스템통합설계)
건축계획
건축기초드로잉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친환경 건축설계
건축시공 및 재료(1)
건축시공 및 재료(2)
건축적산 및 BIM응용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