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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AI디지털건축설계, 건설과빅데이터, 빅데이터와환경, 

컴퓨터그래픽스, 건축기초설계, 친환경건설개론, 

인간과건축, 환경생태학

2학년
건축계획, 건축설계Ⅰ,Ⅱ, 재료역학, 

건축재료학, 구조역학, 건축환경

3학년

건축설계(캡스톤 디자인)Ⅲ, IV, 건축법규, 건축역사학,

건축시공학, 건축설비계획, 철근콘크리트구조, 

건축설비공학

4학년

건축종합설계, 친환경계획실무, 건축견적실무, 

건축실무종합설계, 철근콘크리트설계, 

건설유지관리학,건설경영관리, 건축구조설계,

AI그린스마트미래도시, 건축기획실무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교수소개

학과소개

건 축 학 과
Dept. of Architecture

#교육목표

지역 및 국가의 사회문화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유능한 건축

전문 인력 양성

• 올바른 직업 윤리관과 상호 조화적 교양을 갖춘 전인적 건축인 양성

• 21세기 문화기반사회, 세계화를 선도할 창조적 건축인 양성

• 현대문명사회의 다양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실용적 건축인 양성 

■ 졸업 후 진로

- 건축직 공무원, 건축설계사무소, 건설회사, 엔지니어링회사, 

인테리어전문회사, 건축관련 교직, 주택관리회사

■ 자격증

-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건축사보,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콘크리트기사,

   건축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주택관리사

- 문화재수리기술자

■ 학제특성 : 건축학전공 + 건축공학전공 융합 4년제  

■ 교육프로그램

- + 2건축전문대학원(건국대) 협약 프로그램

- 실무적응 산학연계 프로그램

- 취업연계 인턴프로그램

- 건축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 참여사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김흥식 교수 친환경건축 및 설비 (062) 940-5455

박익수 교수 건축역사 및 설계 (062) 940-5451

양회진 교수 건축구조 (062) 940-5453

박지훈 교수 건축계획 및 설계 (062) 940-3638

박종현 교수 현대건축론, 디지털건축 (062) 940-3657

오상목 교수 지능형 건축설계 (062) 940-3628

■학과장ㅣ김흥식 교수 (062) 940-5455
   • E-mail : hsk@honam.ac.kr

■입학담당ㅣ박지훈 교수 (062) 940-3638
   • E-mail : pjh@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 (062) 940-5933

2013년 교육부 산업계관점 전국대학평가 건축분야 ‘최우수’ 선정
“호남대학교 2019년 학과평가 우수학과 선정”

취업률 85.7% 전국대학 최상위권 차지 (2016년 9월 중앙일보 발표 )

1학년 건설안전관리학, 기초CAD, 응용CAD, 토목전산

2학년
측량학, 건설재료학, 상하수도공학Ⅰ·Ⅱ, 수리학Ⅰ, 
수리학 Ⅱ 및 실험, 응용역학, 드론GPS측량

3학년
토질역학Ⅰ, 토질역학Ⅱ 및 실험, 환경공학설계, 
BIM시공학Ⅰ·Ⅱ, 구조역학Ⅰ, 구조역학Ⅱ및실험, 
철근콘크리트공학Ⅰ·Ⅱ, 교통공학, 수문학

4학년
PS콘크리트공학, 기초공학, 수자원공학, 캡스톤디자인, 
도로공학, 토목설계

진로 및 취업

입/학/상/담

교과과정 학과소개

토목환경공학이란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어 도로, 철도, 공항, 
댐, 교량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의 계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학문이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AI, IoT 및 
드론 등의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첨단화가 진행중이다. 호남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는 스마트 도시시스템 및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의 구축을 
위한 토목환경분야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하여 각종 설계 이론 및 
실무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토목환경공학과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학과교수소개

#교육목표

■공기업

-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한국전력, 지역개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환경공단 등 공사·공단

■기업체

-   현대건설(주), 삼성물산(주), 대림산업(주), 금호산업(주), 롯데건설(주) 등 

토목회사

■감리 및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   유신설계, 도화설계, 동명기술공단, 삼안건설기술공사(주) 등 다수 

설계회사

■토목직 공무원

-   국토교통부, 환경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관련 자격증

-   토목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콘크리트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교통기사, 수질환경기사 등 국가자격기술 자격증

전국 1,000개 회사

전국 70,000개 건설회사

기업체 토목직 공무원

감리 및 설계
엔지니어링 회사

공사

중앙 및 지방직 공무원

한국도로공사, 수자원공사,
LH공사, 한전, 지하철공사,

개발공사 등

■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   드론GPS측량, B IM시공학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산학연계교육

-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을 통한 실무능력 배양
- 건설플랜트 연계교육 운영 (MOU체결)

■ 기사시험 준비반 운영 (방학중)

- 토목기사 및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반 운영

■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및 취업지도

- 유능한 토목기술인 양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제 운영

■ 각종 동아리

-   Drone동아리, CAD동아리 운영을 통해 토목공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① 지역공공기관 취업지원    ② 지역산업체 기업지원
③ 지역혁신인재 장학금 지원

- 2021년 기준 약 6,000만원 장학금지급!
- 신입생 전원에게 비대면강의를 위한 노트북 대여!

지역혁신플랫폼 (미래형운송기기) 사업
2021년 ~ 2025년까지 총 117억원 지원

교육부 + 지자체 (광주시·전라남도)

성  명 전공과목 연락처

김민환 교수 수자원공학 (062) 940-5462

이원택 교수 토질 및 기초공학 (062) 940-5464

송창수 교수 상하수도공학 (062) 940-5467

정제평 교수 구조공학 (062) 940-5468

오석진 교수 도로 및 교통공학 (062) 940-3629

김남욱 교수 철근콘크리트공학 (062) 940-3654

■학과장ㅣ오석진 교수 (062) 940-3629
  • E-mail : ohsj@honam.ac.kr
■입학담당ㅣ김남욱 교수 (062) 940-3654
  • E-mail : kimnw@honam.ac.kr
■교학과 및 학과사무실ㅣ(062) 940-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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